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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  어

이 제품을 작동하기 전에, 설명서를 주의 깊게 읽어보고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DEUTSCH Für Erlauterungen in Deutsch, konsultieren Sie bitte die mitgelieferte CD-ROM.  
(→ Seite 5)

FRANÇAIS Pour des explications en français, veuillez vous reporter au CD-ROM fourni.  
(→ page 5)

ITALIANO Per le istruzioni in italiano, vedere il CD-ROM in dotazione. (→ pagina 5)

ESPAÑOL Para la explicación en español, consulte el CD-ROM suministrado. (→ página 5)

한 국 어 취급 설명서는 동봉된 CD-ROM에 포함되어 있습니다.(→5 페이지)

이 매뉴얼은 제품과 함께 제공된 CD-ROM에 PDF 파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 5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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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읽어 보세요!

는 안전에 관한 안내입니다.

주 의 :
이 장비는 반드시 접지되어야 합니다.
안전한 작동을 보장하려면, 사용 시에 옵티컬 케이블이 접지된 
CCU에 확실히 연결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장비가 만족스럽게 작동한다는 사실은 전원 콘센트가 접지되거나 
설치가 완벽히 안전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전을 위해서, 전원 콘센트의 효과적인 접지에 관해 의문이 있으면,
공인된 전기 기사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주 의 :
• 화재나 전기 쇼크의 위험을 줄이려면, 본 장비를 비 혹은 습기에

노출하지 않도록 합니다.
• 화재나 전기 쇼크의 위험을 줄이려면, 본 장비를 모든 종류의 액체

로부터 멀리하시기 바랍니다. 액체가 흐르거나 튈 위험에 노출되지
않는 장소에서 사용하고 보관하시고, 장비 위에 어떤 종류의 액체
용기도 올리지 않도록 합니다.

주 의 :
메모리 카드(옵션 액세서리) 혹은 액세서리(카메라 넘버 시트)는 항상
아기와 어린이들의 손이 닿지 않도록 보관합니다.

경 고 :
나사를 풀어 패널 커버를 제거하지 않도록 합니다.
전기 쇼크의 위험을 줄이려면, 커버를 제거하지 않도록 합니다.
내부에 사용자가 서비스 가능한 부품은 없습니다. 
공인된 서비스 인력에게 서비스를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경 고 :
적당한 통풍을 유지하려면, 본 제품을 책장, 빌트인 캐비닛 혹은 다른
밀폐된 공간에 설치하지 않도록 합니다.
과열로 인한 화재 혹은 전기 쇼크의 위험을 방지하려면, 커튼이나
다른 물체가 통풍구를 막지 않도록 합니다.

경 고 :
광섬유 케이블은 작동 가능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전원에서 본 장비를 완전히 분리하려면, 광섬유 케이블을 장비에서
분리합니다.

경 고 :
화재, 전기적 쇼크와 귀찮은 간섭의 위험을 줄이려면, 추천 액세서리만
사용합니다.

경 고 :
이어폰과 헤드폰의 과도한 사운드 압력은 청력 손실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경 고 :
본 제품이 켜질 때 광섬유 커넥터에서 보이지 않는 레이져 방사선이
방출됩니다.
본 제품의 광섬유 커넥터를 직접 쳐다보지 않도록 합니다.

경 고 :
액세서리가 부착되었을 때 손잡이를 잡고 제품에 충격을 주거나
흔들지 않도록 합니다.
추가된 무게로 인하여, 손잡이에 가해지는 강한 충격이 제품을 손상
시키거나 부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경 고 :
삼각대가 부착되어 있을 때 손잡이로 장비를 들지 않도록 합니다.
삼각대가 부착되어 있으면, 그 무게가 장비의 손잡이에 영향을 주어
손잡이의 파손과 사용자의 부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삼각대가 
부착된 장비를 운반할 때는 삼각대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경 고 :
사용할 때 본 장비가 피부에 직접 닿은 채로 장시간 두지 않도록
합니다.
장비의 고온부가 장시간 피부에 직접 닿으면 저온 화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장시간 장비를 사용할 때는 삼각대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경 고 :
이 제품은 반도체 레이져 시스템을 사용하고 Radiation Performance
Standards 21CFR SUBCHAPTER J에 따르는 레이져 1급 제품입니다.
여기에서 지정되지 않은 절차의 콘트롤, 조정, 실행은 유해한 방사선
노출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어떠한 개조도 하지 않도록 합니다.
개인적인 보수는 하지 않도록 합니다.
공인된 인력에서 서비스를 의뢰합니다.

경  고
전기 쇼크 위험
 열지 마십시오

경고 : 전기 쇼크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커버(뒷면)을

제거하지 않도록 합니다.
내부 부품은 사용자 서비스 부품이 아닙니다.
공인된 서비스 인력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정삼각형 안의 화살표 번개 심벌은 사람에게 
전기 쇼크의 위험을 줄 수 있는 절연되지 않은
제품 내부의 “위험한 전압”의 존재를 사용자에게
경고하는 의도입니다.

정삼각형 안의 느낌표 표시는 제품에 동봉한
인쇄물에 중요한 제품 작동과 유지 보수(서비스)
설명의 존재를 사용자에게 경고하는 의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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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읽어 보세요! (계속)

장비의 구매자/사용자를 위한 EMC 알림
1. 적용 가능 기준과 작동 환경 (AK-HC3800)

이 장비는 아래의 기준에 부합합니다.
•  EN55103-1, EN55103-2 2009 기준, 그리고
•  전자기 환경 E1, E2, E3, E4, E5.

2. 상기 기준에 부합하기 위한 사전 필요 조건
<1> 주변 장치는 특별한 연결 케이블로 장비에 연결되어야 합니다.

•  구매자/사용자가 기기에 연결할 주변 장비는 저희가 추천하는 장비만을 사용해야 합니다.
•  구매자/사용자는 아래에서 설명하는 연결 케이블만 사용해야 합니다.

<2> 연결 케이블은 장비의 의도된 목적에 적합하도록 쉴드 케이블을 사용합니다.
•  비디오 신호 연결 케이블

SDI(Serial Digital Interface)용 75-ohm 타입 고주파수 애플리케이션용 이중 쉴드 동축 케이블을 사용합니다.
75-ohm 타입 고주파 애플리케이션용으로 만들어진 동축 케이블은 아날로그 비디오 신호용으로 권장합니다.

•  오디오 신호 연결 케이블
장비가 AES/EBU 시리얼 디지털 오디오 신호를 지원하면, AES/EBU용으로 만들어진 케이블을 사용합니다.
아날로그 오디오 신호용으로 고주파수 트랜스미션 애플리케이션용 퀄리티 퍼포먼스를 제공하는 쉴드 케이블을 사용합니다.

•  기타 연결 케이블
연결 케이블로 고주파수 애플리케이션용 퀄리티 퍼포먼스를 제공하는 쉴드 케이블을 사용합니다.

•  DVI 신호 터미널에 연결할 때, 페라이트 코어 케이블을 사용합니다.
•  장비에 페라이트 코어 케이블이 제공되면, 반드시 이 설명서의 설명에 따라 케이블에 부착해야 합니다.

3. 실행 레벨
장비의 실행 레벨은 이들 기준에서 요구된 실행 레벨보다 동등하거나 우수합니다.
하지만, 강력한 전자기장(신호 전송 타워, 휴대폰 등에 의한)이 발생하는 지역과 같은 EMC 환경에서 사용되는 경우, 간섭에 의한 반대 영향을
장비가 오히려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장비의 간섭에 의한 반대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영향을 받은 기기와 작동 환경을 다음의 순서로 조치할 것을
추천합니다.

1. 간섭의 원인 장비로부터 거리를 두고 장비를 설치합니다.
2. 장비의 방향을 변경합니다.
3. 장비에 사용된 연결 방법을 변경합니다.
4. 다른 장비와 전원을 같이 사용하지 않도록 별도의 전원 소켓에 기기를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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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읽어 보세요! (계속)

중요 안전 지침
1)  이 설명서를 읽으시기 바랍니다.
2)  이 설명서를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3) 모든 주의 사항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모든 지침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5) 기기를 물 근처에서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6) 청소는 마른 천만 사용합니다.
7)  어떠한 통풍구도 막지 않도록 합니다. 제조업체의 사용 설명서에 따라 설치하도록 합니다.
8)  열을 발생시키는 라디에이터, 열 조절 장치, 스토브 혹은 다른 기기(앰플리파이어 포함) 등과 같은 열원 근처에 설치하지 않도록 합니다.
9)  안전 목적의 성극 형태 혹은 접지 형태 플러그를 부수지 않도록 합니다. 성극 풀러그는 한쪽 날이 더 넓은 두날을 가진 플러그입니다.

접지 플러그는 두 날과 접지용 세번째 날이 있는 플러그입니다. 넓은 두 날 혹은 세번째 날은 안전을 위한 것입니다.
제공된 플러그가 전원 소켓과 맞지 않으면, 전원 소켓의 교체를 전기 기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10)   전원 코드가 플러그,실내 전원 소켓,  그리고 기기에서 나오는 곳이 발에 걸리거나 끼이지 않도록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11)   제조업체에서 인증한 부착물과 액세서리만 사용하도록 합니다.
12)   제조업체에서 인증한 카트, 스탠드, 삼각대, 브라켓, 테이블 혹은 기기와 같이 판매된 것들만 사용하도록 합니다.

카트 이용시 움직이는 카트 혹은 기기가 넘어져서 다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13)   천둥 번개가 칠 때 혹은 장시간 사용하지 않을 때는 기기의 플러그를 뽑도록 합니다.
14)   모든 서비스는 인증된 서비스 전문가에게 맡기시기 바랍니다. 기기가 파워 서플라이 코드나 플러그가 상한 경우, 액체를 

엎지른 경우, 기기에 물체가 떨어진 경우, 기기가 비나 습기에 노출된 경우,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 기기를 떨어뜨린 경우와
같이 기기에 손상이 있는 경우에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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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읽어 보세요! (계속)

ENGLISH

 ■How to open the operating instruction manual PDF files
Discontinue installation if the installation screen of the software opens as 
a result of inserting the CD-ROM.
When [INDEX.pdf] on the CD-ROM is opened, a list of the operating 
instruction manuals will be displayed.
Click on the document name of the manual to be opened.

 ■Adobe ® Reader ® is required to read PDF files.
It can be downloaded from the home page of Adobe 
Systems.

DEUTSCH

 ■Öffnen der PDF-Dateien der Bedienungsanleitung
Brechen Sie die Installation ab, falls beim Einlegen der CD-ROM der 
Installationsbildschirm der Software erscheint.
Wenn [INDEX.pdf] auf der CD-ROM geöffnet wird, erscheint eine Liste 
der Bedienungsanleitungen.
Klicken Sie auf den Dokumentennamen der zu öffnenden
Anleitung.

 ■Zum Lesen der PDF-Dateien benötigen Sie Adobe®  
Reader ®.
Dieses Programm kann von der Homepage von Adobe 
Systems heruntergeladen werden.

FRANÇAIS

 ■Comment ouvrir les fichiers PDF des manuels du mode 
d’emploi

Arrêter l’installation si l’écran d’installation du logiciel s’ouvre quand le 
CD-ROM est inséré.
Quand [INDEX.pdf] sur le CD-ROM s’ouvre, la liste des manuels du 
mode d’emploi s’affiche.
Cliquer sur le nom du document correspondant au manuel à
consulter.

 ■Adobe ® Reader ® est nécessaire pour lire les fichiers PDF.
Ce logiciel peut être téléchargé depuis la page d’accueil 
d’Adobe Systems.

ITALIANO

 ■Come aprire i file dei manuali di istruzioni per l’uso
Se inserendo il CD-ROM si apre la schermata di installazione del 
software, interrompere l’installazione.
Aprendo [INDEX.pdf] sul CD-ROM, viene visualizzato un elenco di 
manuali di istruzioni per l’uso.
Fare clic sul nome del documento corrispondente al manuale da aprire.

 ■Per leggere i file PDF è necessario Adobe ® Reader ®.
Il programma può essere scaricato dal sito Web di Adobe 
Systems.

ESPAÑOL

 ■Modo de abrir los archivos PDF que contienen el manual 
de las instrucciones de funcionamiento

Interrumpa la instalacion si la pantalla de instalacion del software se 
abre como resultado de insertar el CD-ROM.
Cuando se abra [INDEX.pdf] en el CD-ROM se visualizara una lista de 
los manuales de instrucciones de funcionamiento.
Haga clic en el nombre de documento del manual que va a abrir.

 ■Para leer los archivos PDF se necesita el programa 
Adobe ® Reader ®.
Este programa se puede descargar de la pagina inicial de 
Adobe Systems.

한 국 어

 ■사용 설명서의 PDF 파일 여는 방법
CD-ROM을 삽입하여 소프트웨어의 설치 스크린이 나타나면 설치를
중단합니다.
CD-ROM의 [INDEX.pdf]이 열리면, 사용 설명서의 리스트가 디스플레이
됩니다.
열린 사용 설명서의 서류 제목을 클릭합니다.

■
Adobe Systems의 홈 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을 읽으려면 Adobe   Reader  가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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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개

요청 사항
이 제품은 59.94Hz으로 프레임 주파수가 설정되어 선적됩니다. 사용하는 지역에 맞도록 7 페이지의 절차를 따라 프레임 주파수를
변경하도록 합니다.

본 제품은 1080i 포맷을 지원하는 스튜디오 핸디 카메라입니다. Panasonic의 주변 장비 카메라 콘트롤 유닛 AK-HCU200P/PS, AK-HCU200E/ES, 리모트
작동 패널 AK-HRP200G와 결합하여 낮은 비용으로 비압축 장거리 전송이 가능한 높은 이미지 퀄리티로 광학 전송 스튜디오 카메라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새로 개발된 16 비트 A/D 디지털 신호 프로세싱 회로와 함께 2/3 타입 2.2 메가 픽셀 IT-CCD 이미징 디바이스를 이용하여 기존의 카메라보다 더욱 높은 
감도를 실현하였습니다. 게다가 멀티 기능성, 높은 퀄리티, 디지털 프로세싱으로만 얻을 수 있는 개선된 안정적인 작동 가능성에 더하여 CAC(렌즈의 확대로 
인한 색수차를 보상하는 색수차 보상 기능)과 스캔 리버스(왜곡 렌즈와 필름 렌즈를 사용할 때 리버스 비디오를 보상하는 기능)와 같은 새로운 기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트레이드 마크와 등록된 트레이드 마크에 관해
• Adobe  와 Reader   는 모두 미국과 기타 국가에서 Adobe Systems incorporated의 등록된 트레이드 마크 혹은 트레이드 마크입니다.® ®

• SDHC 로고는 SD-3C, LLC의 트레이드 마크입니다.
• 이 설명서에 나타나는 회사 이름, 제품 이름 그리고 기타 이름들은 각각 회사들의 트레이드 마크 혹은 등록된 트레이드 마크입니다.

 ■이 설명서의 그림과 스크린 이미지
카메라 유닛의 그림과 메뉴 스크린은 실제 카메라 유닛과 메뉴 스크린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참조 페이지
참조 페이지는 이 설명서에 (00 페이지)의 형태로 표시됩니다.

 ■용어
• "메모리 카드”는 SD 메모리 카드와 SDHC 메모리 카드 양쪽 모두를 가리키는 데 사용됩니다.
• "CCU"는 이 설명서에서 카메라 콘트롤 유닛을 가리키는 데 사용됩니다.
• "ROP"은 이 설명서에서 리모트 작동 패널을 가리키는 데 사용됩니다.

액세서리

액세서리를 확인하도록 합니다.
• 제품 포장을 풀고 나서, 적절히 포장을 폐기합니다.

CD-ROM  ......................................................................... 1

• 작동 설명서

카메라 번호 시트(1 ~ 12)  ................................... 1 세트

12
8
4

11
7
3

10
6
2

9
5
1

렌즈 장착 캡  ...................................................................1
(메인 본체에 이미 장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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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1080i, 2.2 메가픽셀 CCD 채용
• 표준 감도는 F11(50Hz의 F12)입니다. 높은 감도도 획득됩니다.

게다가, 1080i에서 작동됩니다.(50Hz/59.94Hz 전환 가능) 

16 비트 A/D 컨버터로 디지털 신호 프로세싱
• 74MHz의 샘플링 주파수로 16 비트 A/D 컨버터는 비디오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여 미세하고 높은 퀄리티의 이미지를 재생합니다.

색수차 보상(CAC) 기능
• 이 제품은 렌즈의 굴절률은 빛의 파장 길이에 따라 다르다는 사실에 의한

렌즈 확대의 색수차를 보상한느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하 색수차라 함)
확대의 색수차는 렌즈의 적색(R), 녹색(G), 청색(B)에서 굴절률의 차이에 
의해 발생됩니다.
렌즈 자체가 색수차를 정정하지만 차이는 특히 테두리 부근에 남아 있습
니다. 게다가, 줌 렌즈의 경우에 줌잉 배율, 조리개, 초점 거리는 이 색수차
와 복잡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미지는 레지스트레이션 에러를 갖고 있습니다.

 

B
G
R

이 기능의 이용은 렌즈 주변의 색수차를 보상하고 높은 품질의 비디오 
신호를 얻을 수 있게 합니다.
하지만, 색수차 보상을 지원하는 렌즈를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디지털 익스텐더 기능
• 이 기능은 이미지를 디지털 신호 프로세싱 회로에서 원래 크기의 두배까지

확장합니다. 더욱 확대해서 촬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기능은 할당 가능한 스위치 <USER 1, 2, 3>와 외부 리턴 콘트롤 스위치 
1, 2, 3에 할당할 수 있습니다.

필름같은 감마 기능
• VariCam(AJ-HDC27 시리즈)의 필름 톤을 쉽게 얻기 위하여, 이 제품은

VariCam과 거의 동일한 FILM-REC 감마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DRS (Dynamic Range Stretcher) 기능
• 이 기능으로, 다이내믹 레인지는 정상 촬영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하이

라이트 부분이 없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콘트라스트를 유지하는 동안
매우 밝은 영역의 비디오 신호 레벨을 압축하여 확장될 수 있습니다.

광학 디지털 전송
• 높은 퀄리티의 비압축 디지털 전송은 이 제품을 광섬유 멀티 케이블로

CCU(카메라 콘트롤 유닛)에 연결하는 것으로 가능합니다.
게다가, 프롬프터와 CCU로의 린턴 신호 입력은 카메라에서 출력될 수 
있습니다.

프레임 주파수 설정

이 제품은 59.94Hz로 프레임 주파수가 설정되어 선적됩니다.
이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아래의 과정을 따라 사용될 프레임 주파수 설정을 변경합니다.

1.   뷰 파인더를 이 제품에 연결(→ 14 페이지)하거나, 카메라 
HD-SDI output2 커넥터 <HD-SDI2>를 모니터에 연결(→ 11 
페이지)합니다.
<참조>
CCU 설정에 관한 상세 내용은, CCU의 사용 설명서를 참조합니다.

2. 광섬유 멀티 케이블 혹은 DC 파워 서플라이를 이 제품에 
연결합니다.
메뉴 작동에 관한 상세 내용은, 21 페이지를 참조합니다.

3.  전원을 켜고, 메뉴 스위치 <MENU>를 누릅니다.
[USER MENU] 스크린이 나타납니다.

4.  <SELECT> JOG 다이얼 버튼을 돌려 커서(화살표)를 
[MAINTENANCE] 아이템으로 이동하고, <SELECT> JOG
다이얼 버튼을 누릅니다.

 

 USER MENU 

 OPERATION 

 ＞MENTENANCE MAINTENANCE

5.  <SELECT> JOG 다이얼 버튼을 돌려 커서(화살표)를 
[SYSTEM] 아이템으로 이동하고, <SELECT> JOG 다이얼
버튼을 누릅니다.

 

 

 MENTENANCE 

 SD CARD R/W 

    ｜ 

 ＞ SYSTEM 

MAINTENANCE

6.  <SELECT> JOG 다이얼 버튼을 돌려 커서(화살표)를 
[FORMAT] 아이템으로 이동하고, <SELECT> JOG 다이얼
버튼을 누릅니다.

7.  커서(화살표)로 [59.94i] 혹은 [50i]을 선택하고, <SELECT>
JOG 다이얼 버튼을 누릅니다.
프레임 주파수 설정이 확인됩니다.

 

 SYSTEM 

＞ FORMAT      ５９．９４i 

    ｜ 

  

8.  이 제품의 전원이 꺼지고 다시 켜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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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시 주의 사항

하지 말아야 할 것

• 카메라나 다른 제품의 분해를 시도하지 않습니다. 전기 쇼크를 방지하기
위하여, 나사나 커버를 제거하지 않도록 합니다. 내부에 사용자가 서비스할 
수 있는 부품은 없습니다.

• 카메라를 오용하지 않습니다. 때리거나 흔들지 않도록 합니다. 카메라는
부적절한 취급이나 보관으로 인해 손상될 수 있는 민감한 부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카메라를 사용하지 않을 때 렌즈를 덮지 않은 채로 두지 않도록 합니다. 
렌즈를 장착하지 않은 경우는 렌즈 장착구를 덮지 않고 두지 않도록 합니다.

• 렌즈나 프리즘의 표면을 만지지 않도록 합니다.

•  카메라 본체를 청소할 때 강한 부식성 세제를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  카메라를 전원 켜짐 여부와 상관없이 태양이나 레이저 빔을 조준하지
않도록 합니다.

 태양, 레이저 빔, 다른 밝게 켜진 피사체의 이미지를 오랜 시간 동안 촬영
하면 CCD가 손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  번개가 칠 때 카메라를 야외에서 작동하지 않도록 합니다.

•  고온이나 고습의 극한 환경에서 카메라를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 사용하지 않을 때 카메라를 켠 채로 두지 않도록 합니다. 반복적인
불필요한 전원의 켜고 끄기를 하지 않도록 합니다.

 
통풍구를 막지 않도록 합니다.

•  작동 도중 포트를 덮거나 통풍구를 막지 않도록 합니다.
내부 열의 축적이 화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해야 할 것

• CCU로의 연결
이 제품을 제대로 접지된 지정된 CCU로 연결합니다.

• 공인된 서비스 인력의 서비스를 받습니다.

• 카메라를 조심해서 다룹니다.

•  카메라를 사용하지 않을 때 렌즈 캡을 덮어 렌즈의 정밀함을 보호합니다.
렌즈가 장착되지 않은 경우 렌즈 장착구에 본체 캡을 덮어 프리즘의 표면을
보호합니다.

•  더러워졌을 경우에 렌즈나 프리즘의 표면을 청소하려면, 부드러운 블로워
혹은 코팅 렌즈용 클리닝 티슈를 이용합니다.

• 카메라가 더러워지면 마른 천을 이용하여 청소합니다. 얼룩을 제거하기
어려운 경우, 부드러운 세제를 이용하여 부드럽게 닦아냅니다.

• 광섬유 커넥터
광신호의 전송과 수신 컨디션은 광섬유 커넥터가 더러워지면 떨어지므로,
커넥터를 깨끗하게 합니다.(→ 10 페이지)

•  스폿 라이트 혹은 밝은 조명 근처 뿐만 아니라 빛을 반사하는 물체나 
표면에 카메라를 작동할 때 주의하여 사용합니다.

•  카메라가 젖었으면 즉각적인 조치를 합니다. 전원을 끄고 공인 서비스 
설비로 제품을 확인합니다.

• 개인적인 부상을 방지하려면 보통의 안전상 주의 사항을 따릅니다.

• 온도가 -10°C 이하로 떨어지는 추운 장소 혹은 온도가 45°C 이상으로 
올라가는 뜨거운 장소에서는 이미지 퀄리티가 떨어지고 내부 부품이  
나쁜 영향을 받으므로 이 제품의 사용을 피합니다.
저온 환경에서는 예열이 필요합니다.  사용하기 전에 WARM UP 경고
디스플레이(→ 20 페이지)가 디스플레이되지 않는 것을 확인합니다.

• 카메라가 사용되지 않을 때에는 항상 전원을 끕니다.
적절한 통풍이 될 때에만 카메라를 작동합니다.

•  냉각 팬
 내부에 냉각 팬이 있습니다.

 

냉각 팬은 소모품이므로, 약 50,000 정도 작동 후에는 교체합니다.
(교체는 고객 상담실로 문의합니다.)

 
•  바람이 불거나 눈이 내리는 조건 혹은 해변이나 물 앞에서 제품을 사용할 

때, 제품이 젖거나 내부로 물이 스며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레인 커버
(옵션 액세서리)나 다른 방법으로 제품을 덮습니다.

•  카메라를 최소한의 습기와 먼지가 있는 장소에서 사용합니다.

 

내부 부품의 손상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습도나 먼지가 집중되는 장소에서
카메라 사용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사용하지 않는 커넥터는 보호 캡으로 확실히 덮습니다. 

•  주변 장비 소프트웨어

 

AK-HC3800G/GS로 연결되는 주변 장비(CCU와 ROP)의 소프트웨어 
버젼은 업데이트해야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상세 내용은 고객상담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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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과 그 기능

1367

4

2

5

1.  렌즈 장착(착탈식 형태)
렌즈를 여기에 장착합니다.

2. 렌즈 클램프 레버
렌즈 마운트(1)에 렌즈를 삽입하고 이 레버를 클램프쪽으로 돌려
렌즈를 제자리에 넣습니다.

3. 렌즈 케이블/마이크로폰 케이블 클램프
렌즈 케이블과 마이크로폰 케이블을 제자리에 고정하는 데 사용합니다.

4. 삼각대 장착
Studio Handy Camera를 삼각대에 고정하기 전에, 옵션 액세서리로
이용할 수 있는 삼각대 부착 장치(SHAN-TM700)을 부착합니다.

5. 쇼울더 패드
Studio Handy Camera가 어깨 위에서 이동될 때 사용합니다.
이 제품이 어깨로 이동될 때, 어깨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6. 카메라 번호 시트 홀더
이는 액세서리 카메라 번호 시트가 부착되도록 합니다.

7. 광섬유 커넥터 <OPT FIBER>* 1

CCU(Camera Control Unit)를 광섬유 멀티 케이블로 연결하는 데 사용
합니다.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먼지 캡으로 덮습니다.

*1  AK-HC3800G : OPS2402-R (TAJIMI ELECTRONICS)

 
AK-HC3800GS : EDW.3K.93C.TLC (L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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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과 그 기능  (계속)

LINE MIC

RET
CTRL

PROMPTER
   OUT

+48V
OFF
AB

+48V

INCOM

LEVEL

PGM

CALL OPT

TALK

OFF
AB

FRONT

REAR

DC OUT
12V 1A

DC IN

MIC 1 MIC 2

LINE MIC

ON
OFF
PTT

18 17

8

10

11
15

12
13

14 16

9

8. 카메라 전원 스위치 <POWER>
카메라 전원 입력(CCU에서 혹은 외부 파워 서플라이 입력 커넥터
<DC IN>에서 공급되는 전원)과 전원 OFF를 선택하는 데 사용합니다.
CCU     :  이 제품이 CCU로 연결되면, CCU에서 전원을

공급하고 전원을 켭니다.
EXT     :  외부 DC 파워 서플라이를 제품에 연결하면, 외부

파워 서플라이에서 전원을 공급하고 전원을 켭니다.
: 전원을 끕니다.중간 위치  

9. 전원 LED
전원이 카메라에 제공될 때 녹색으로 켜집니다.
녹색등 ON  : 카메라 전원이 ON입니다.
적색등 ON   :  전원이 ON인 CCU에 연결되었지만 카메라 전원은

OFF입니다.
등 OFF    :  CCU에 연결되지 않았을 때 혹은 전원이 꺼진 CCU

에 연결되었지만 카메라 전원은 OFF입니다.

10.  INCOM 커넥터 <INCOM>
인터콤 혹은 헤드셋 플러그를 여기에 연결합니다.

11.  INCOM MIC ON/OFF 스위치 <TALK>
이는 인터콤 마이크로폰 ON/OFF/PTT 선택 스위치입니다.
Push-to-Talk (PTT) 인터콤 혹은 헤드셋을 이용할 때, 스위치를 PTT 
쪽으로 설정하여 마이크로폰을 켭니다.

12.  INCOM 레벨 콘트롤 <LEVEL>
인터콤과 PGM 믹싱 기능이 ON으로 설정되었을 때 인터콤의 불륨 레벨을
조정하는 데 사용합니다.

 인터콤과 PGM 믹싱 기능은 카메라 메뉴에서 ON 혹은 OFF로 설정될 수
있습니다.
[USER MENU] > [OPERATION] > [MIC/INCOM SETTING] > 

 [PGM MIX]

13.  INCOM/PGM 레벨 콘트롤 <PGM>
인터콤과 PGM 믹싱 레벨을 조정하는 데 사용합니다.

14.  CALL LED
CALL 스위치가 ROP 혹은 CCU에서 눌려지면 녹색으로 켜집니다.

15.  CALL 스위치 <CALL>
이 스위치가 눌려지면, ROP 혹은 CCU의 CALL LED가 켜지고 ROP의 
버져가 울립니다.(ROP의 버져 설정이 ON일 때)

16.  OPT LED
카메라의 광학 신호 수신 상태를 표시합니다.
Normal  : 녹색등 ON
Error   : 적색등 ON

<참조>
에러가 발생하면, 이 제품과 CCU의 전원을 끄고 광섬유 커넥터를 청소
합니다. 에러가 없어지지 않으면, 즉시 전원을 끄고 고객상담실로 문의를
합니다.

17.  후면 tally LED 선택 스위치
후면 tally LED를 ON 혹은 OFF로 설정할 때 사용합니다.

18.  후면 tally LED
Tally 신호가 제공될 때 켜집니다.
R tally 신호 : 적색등 ON
G tally 신호 : 녹색등 ON
R과 G tally 동시 신호 : 적색등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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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RET 스위칭 콘트롤 커넥터 <RET CTRL>
RET 스위칭 박스의 케이블을 여기에 연결하여 RET 1, 2, 3과 인터콤
마이크로폰의 ON/OFF를 콘트롤합니다.
RET 1, 2, 3으로, 그것에 할당된 Return A, Return B, 카메라 메뉴의
디지털 익스텐더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USER MENU] > [OPERATION] > [SWITCH MODE] > [EXTERNAL 
RETURN1] ([EXTERNAL RETURN2], [EXTERNAL RETURN3])
RET A  : RET A 이미지 스위칭 기능이 할당됩니다.
RET B  : RET B 이미지 스위칭 기능이 할당됩니다.
D.EXT  : 디지털 익스텐더 스위칭 기능이 할당됩니다.

20. 카메라 HD-SDI output1 커넥터 (BNC) <HD-SDI1>
카메라 HD-SDI 이미지는 이 커넥터에서 출력됩니다.

<참조>
HD-SDI 신호를 출력할 때 5C-FB 혹은 동급 케이블을 사용합니다.

21.  카메라 HD-SDI output2 커넥터 (BNC) <HD-SDI2>
이 커넥터에서 HD-SDI 신호를 출력하는 데 카메라 이미지, VF 이미지,
혹은 RET 이미지가 카메라 메뉴에서 선택될 수 있습니다.
[USER MENU] > [OPERATION] > [SETTING] > [HD-SDI2 OUT]
MAIN  : HD-SDI2에서 카메라 이미지를 출력합니다.
VF  : HD-SDI2에서 VF 이미지를 출력합니다.
RET  : HD-SDI2에서 리턴 이미지를 출력합니다.

<참조>
HD-SDI 신호를 출력할 때 5C-FB 혹은 동급 케이블을 사용합니다.

22. PROMPT 출력 커넥터 <PROMPTER OUT>
CCU에서의 프롬프터 비디오 입력이 이 커넥터에서 출력됩니다.

23. 외부 파워 서플라이 입력 커넥터 <DC IN>
외부 DC 파워 서플라이의 입력을 이 커넥터에 연결합니다.
(10.8 V ~ 17 V DC)

<참조>
• 이 제품의 전원이 켜질 때 돌입 전류가 발생합니다. 전원을 켤 때

충분하지 않은 파워 서플라이 용량은 실패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과 제품 전원이 켜질 때 전원이 켜지는 부속품(뷰 파인더 등)
의 전체 전원 소비량의 최소 두 배의 용량을 가진 외부 DC 파워
서플라이를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DC 케이블은 코어 크로스 섹션에 상응하는 2 코어 쉴드 케이블 혹은
AGW18(명목 크로스 섹션 0.824mm  )보다 큰 케이블을 사용합니다.2

• 외부 DC 파워 서플라이를 사용할 때, 반드시 외부 DC 파워 서플라이의
카메라 전원 스위치 <POWER>를 켜고 나서 이 제품의 카메라 전원
스위치 <POWER>를 켭니다. 반대의 순서로 전원을 켜면, 외부 DC 파워
서플라이의 출력 전압이 천천히 올라가서 제품이 오작동될 수 있습니다.

• 외부 DC 파워 서플라이에서 DC 출력 터미널의 핀 정렬과 이 제품에서
<DC IN> 터미널의 핀 정렬을 확인하고 정확한 극성으로 터미널을
연결합니다.
(→ 17 페이지)

 
12V 파워 서플라이 터미널의 부정확한 GND 터미널로의 연결은 화재나
에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 이 제품과 CCU가 연결되었을 때, 외부 DC 파워 서플라이 사용하여 
CCU와 ROP에서의 작동은 가능하지만 작동은 이 제품과 CCU 사이의 
거리 증가에 영향을 받습니다.

24. MIC1 선택 스위치 1 <FRONT/REAR>
MIC1 선택 스위치2가 “MIC”로 설정되면, MIC 입력 신호를 FRONT MIC
혹은 REAR MIC로 전환하는 데 사용합니다.
FRONT  : FRONT MIC로 전환합니다.
REAR  : REAR MIC로 전환합니다.

25. MIC1 선택 스위치 2 <LINE/MIC>
오디오 채널 1 입력 신호를 LINE 혹은 MIC로 전환하는 데 사용합니다.
LINE  : LINE 입력으로 전환합니다.
MIC  : FRONT MIC 혹은 REAR MIC로 전환합니다.

26. MIC2 선택 스위치 <LINE/MIC>
오디오 채널 2 입력 신호에  대해 LINE 혹은 MIC를 선택하는 데
이 스위치를 사용합니다.

27. 후면 MIC1 커넥터 <MIC1>
이 커넥터에 오디오 디바이스 혹은 마이크로폰을 연결합니다. 
Gain 설정은 카메라 메뉴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폰용 전원은 팬텀 혹은 AB 파워 마이크로폰의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이 커넥터에서 공급됩니다. 마이크로폰을 연결할 때 전원을 끄고
마이크로폰을 연결한 후에 마이크로폰에 맞는 설정을 구성합니다.

28. 후면 MIC2 커넥터 <MIC2>
이 커넥터에 오디오 디바이스 혹은 마이크로폰을 연결합니다. 
Gain 설정은 카메라 메뉴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폰용 전원은 팬텀 혹은 AB 파워 마이크로폰의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이 커넥터에서 공급됩니다. 마이크로폰을 연결한 후 마이크로폰에
대한 전원을 설정합니다.

29. DC 출력 커넥터 <DC OUT 12V 1A>
12 V DC 파워 (최고 1.0 A)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전류가 비율을 초과하면,
전원은 강제로 꺼집니다.

 R과 G tally 신호가 출력됩니다. (오픈 컬렉터 타입)

30. MIC1 파워 선택 스위치 <+48V/OFF/AB> 
MIC1에 제공되는 전원의 형태를 선택하는 데 사용됩니다.
+48V : 팬텀 48 V
OFF  : 전원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AB : AB 12 V

31.  MIC2 파워 선택 스위치 <+48V/OFF/AB>
MIC2에 제공되는 전원의 형태를 선택하는 데 사용됩니다.
+48V : 팬텀 48 V
OFF  : 전원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AB : AB 12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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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그립 PTT 스위치 <PTT>
설정에 맞게 Return A, Return B, PTT로 전환하는 데 사용합니다.
공장 출하 설정은 PTT이고, 인터콤 마이크로폰을 켜고 끄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능 전환은 카메라 메뉴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USER MENU] > [OPERATION] > [SWITCH MODE] > [GRIP PTT]
RET A  : RET A 이미지 전환 기능이 할당됩니다.
RET B  : RET B 이미지 전환 기능이 할당됩니다.
PTT   :  사용자가 할당된 스위치를 누를 때만 인터콤 마이크로폰을

켜는 기능

33. 그립 RET 스위치 <RET>
설정에 맞게 Return A, Return B, PTT로 전환하는 데 사용합니다.
공장 출하 설정은 Return A이고, Return A로 전환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능 전환은 카메라 메뉴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USER MENU] > [OPERATION] > [SWITCH MODE] > [GRIP RET]
RET A  : RET A 이미지 전환 기능이 할당됩니다.
RET B  : RET B 이미지 전환 기능이 할당됩니다.
PTT   :  사용자가 할당된 스위치를 누를 때만 인터콤 마이크로폰을

켜는 기능

34. ND 필터 선택 스위치 <ND FILTER>
[<]/[>] 버튼을 눌러 광학 필터를 변경합니다.
[<]: CLEAR → 1/64 → 1/16 → 1/4 → CLEAR →...
[>]: CLEAR → 1/4 → 1/16 → 1/64 → CLEAR →... 

35. ND 필터 선택 LED
선택된 광학 필터 번호에 대한 LED가 켜집니다.
1 : CLEAR
2 : 1/4
3 : 1/16
4 : 1/64

36. Gain 선택 스위치 <GAIN>
카메라 이미지(LOW, MID, HIGH)에 대한 gain을 선택하는 데 사용합니다.
Gain 설정은 CCU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CCU가 이 제품에 연결되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37. 카메라 출력 선택 스위치 <OUTPUT>
비디오 출력을 선택하는 데 사용합니다. (CAM, BAR, TEST).
CCU가 이 제품에 연결되었을 때 gain 기능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38. 화이트 밸런스 메모리 선택 스위치 <W.BAL>
화이트 밸런스 메모리를 선택하는 데 사용합니다. 데이터는 A 혹은 B에
레코드될 수 있습니다. 공장 출하 설정은 스위치가 PRST로 설정될 때 
설정됩니다. CCU가 이 제품에 연결되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39.  40. 41 할당 가능 스위치 <USER 1, 2, 3>
미리 구성된 ON/OFF 기능 설정은 카메라 메뉴를 이용하여 이 스위치들에
할당될 수 있습니다.

42. 메모리 카드 슬롯 <SDHC>
메모리 카드(옵션 액세서리)는 여기에 삽입합니다. 아이템 레코딩은 
“조정 설정 범위표”(→ 25 ~ 30 페이지)를 참조합니다.
메모리 카드는 이 제품의 설정 메뉴를 저장/읽기, CAC 파일 읽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등에 사용됩니다.

 ●이 제품에 사용할 수 있는 메모리 카드
SD 혹은 SDHC 표준에 맞는 메모리 카드를 이 제품에 삽입합니다.
SDXC 메모리 카드는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참조합니다.
아래 용량의 메모리 카드는 이 제품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SD (8 MB ~ 2 GB)
  SDHC (4 GB ~ 32 GB)
최신 정보는 사용 설명서에 설명되지 않으므로, 아래의 웹사이트를 
참조합니다.
http://pro-av.panasonic.net/

<참조>
이 제품을 이용하고 보관할 때 아래의 포인트를 확인합니다.
• 고온과 고습을 피합니다.
• 물이 떨어지는 것을 피합니다.
• 정전기를 피합니다.

* SD 로고는 트레이드 마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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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메뉴 스위치 <MENU>
이 스위치가 눌려지면, 카메라의 USER 메뉴 스크린이 나타납니다.
([OPERATION]/[MAINTENANCE] 메뉴)
다시 눌려지면, 메뉴 스크린 디스플레이가 사라집니다.

44. JOG 다이얼 버튼 <SELECT>
메뉴 스크린이 디스플레이된 동안 JOG 다이얼 버튼을 돌려 커서를 
설정 아이템으로 이동합니다. 메뉴 설정은 이 다이얼 버튼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메뉴 작동에 관한 상세 내용은 메뉴 작동(→ 21 페이지)의 선택을 
참조합니다.

45. 전자 셔터 선택 스위치 <SHUTTER>
전자 셔터가 사용될 때 이를 ON으로 설정합니다. SEL 위치로 설정되면,
셔터 스피드는 프리셋 범위 내에서 전환됩니다.
CCU가 이 제품에 연결되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46. AWB/ABB 시작 스위치 <AUTO W/B BAL>
자동 화이트 밸런스 조정(AWB) 혹은 자동 블랙 밸런스 조정(ABB)을
하는 데 사용합니다.
CCU가 이 제품에 연결되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47. 렌즈 커넥터 <LENS>
렌즈 케이블일 이 커넥터에 연결합니다.

48. 전면 MIC1 커넥터 <MIC1(FRONT)>
마이크로폰(옵션 액세서리)을 여기에 연결합니다. 마이크로폰을 사용할 
때, MIC1 선택 스위치를 FRONT로 설정합니다.(→ 15 페이지)

 마이크로폰용 전원은 팬텀 혹은 AB 파워 마이크로폰의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이 커넥터에서 공급됩니다. 마이크로폰을 연결할 때 전원을 끄고
마이크로폰을 연결한 후에 마이크로폰에 맞는 설정을 구성합니다.

49. 뷰 파인더 커넥터 <VF>
컬러 뷰 파인더(AJ-CVF100G) 혹은 50.8mm(2-inch) HD 뷰 파인더
(AJ-HVF21KG) 케이블을 이 커넥터에 연결합니다.

50. 후면 뷰 파인더 커넥터
17.8 cm (7-inch) LCD 뷰 파인더(AK-HVF70G)를 연결합니다.
뷰 파인더 인터페이스에는 이 D-sub 커넥터를 이용합니다.



14

뷰 파인더 부착/탈착 (뷰 파인더는 옵션 액세서리입니다.)

뷰 파인더 부착

HD 뷰 파인더는 이 제품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AJ-HVF21KG 혹은 AJ-CVF100G(옵션 액세서리)를 사용합니다.
뷰 파인더를 취급하는 데 대한 상세 내용은 뷰 파인더의 사용 설명서를
참조합니다.

1.  카메라의 POWER 스위치가 OFF 위치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2. 장착 플레이트의 놉을 당겨 올리고 플레이트를 밀어 뷰 파인더를 
부착합니다.

3. 스토퍼 나사를 확실하게 조입니다.

놉을 당겨
올립니다.

스토퍼 나사

4. 플러그를 뷰 파인더 커넥터 <VF>에 연결합니다.

<참조>
플러그를 뷰 파인더 <VF>에 연결할 때, 츨러그가 커넥터에 완전히 삽입
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뷰 파인더 탈착

1.  카메라의 POWER 스위치가 OFF 위치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2. 플러그를 뷰 파인더 커넥터 <VF>에서 제거합니다.

3. 스토퍼 나사를 풀고, 장착 플레이를 당겨 올리고, 뷰 파인더를  
따라 밀어서 플레이트에서 분리합니다.

후면 뷰 파인더 부착

AK-HVF70G 후면 뷰 파인더(옵션 액세서리)를 사용합니다.
LCD 뷰 파인더 취급에 관한 상세 내용은 LCD 뷰 파인더의 사용 설명서를
참조합니다.

1.  카메라의 POWER 스위치가 OFF 위치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2. LCD 뷰 파인더의 PAN BRAKE 놉과 TILT LOCK 다이얼이 잠겨
있는지 확인합니다.
LCD 뷰 파인더의 PAN BRAKE 놉과 TILT LOCK 다이얼의 작동 과정에
대해서는 LCD 뷰 파인더의 사용 설명서를 참조합니다.

3. 잠금 해제 버튼을 누르고 D-sub 커넥터 커버를 떼어냅니다.

잠금 해제 버튼

D-sub 커넥터 커버

4. LCD 뷰 파인더의 V자 모양의 돌출부를 카메라의 V자 모양의 홈에
정렬하고 잠길 때까지 밀어 넣습니다.

V자 모양 홈

V자 모양 돌출부

후드

<참조>
뷰 파인더를 부착할 때, 뷰 파인더의 후드를 잡지 않도록 합니다.

후면 뷰 파인더 탈착

1.  카메라의 POWER 스위치가 OFF 위치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2. 잠금 해제 버튼을 누른 채로 LCD 뷰 파인더를 탈착될 때까지
밉니다.
<참조>
뷰 파인더를 탈착할 때, 뷰 파인더의 후드를 잡지 않도록 합니다.

3. 커넥터 커버를 부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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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폰 연결

 ■마이크로폰이 뷰 파인더(옵션 액세서리)에 장착되었을 때
AJ-MC700 마이크로폰 키트(옵션 액세서리)같은 마이크로폰이 
뷰 파인더에 장착될 수 있습니다.

1.  마이크로폰 홀더를 엽니다.

마이크로폰
홀더

2. 마이크로폰을 장착하고 클램프 나사를 조입니다.

클램프 나사

3. 마이크로폰 케이블을 케이블 클램프로 통과하고 제품의
전면 MIC1 커넥터 <MIC1>에 연결합니다.

전면 MIC1 커넥터

4. 전면 마이크로폰 오디오가 사용되면, MIC1 선택 스위치 1을 
FRONT MIC <FRONT>로 설정하고 MIC1 선택 스위치 2를 <MIC>
로 설정하고 MIC1 파워 선택 스위치를 이용하여 전원을 
마이크로폰에 맞도록 설정합니다.

LINE MIC

RET
CTRL

PROMPTER
   OUT

+48V
OFF
AB

+48V
OFF
AB

FRONT

REAR

DC OUT
12V 1A

DC IN

MIC 1 MIC 2

LINE MIC

MIC1 선택 스위치 1 MIC1 파워 선택 스위치

MIC1 선택 스위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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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포넌트 시스템 구성

Studio Handy Camera(AK-HC3800G/GS)와 주변 컴퍼넌트로 구성된 표준 시스템의 예는 아래와 같습니다.
기본 시스템 구성은 렌즈, Studio Handy Camera, 뷰 파인더, CCU, ROP를 포함합니다.

시스템 블럭 다이어그램

마이크로폰 키트
AJ-MC700

컬러 뷰 파인더
AJ-CVF100G
2˝ HD 뷰 파인더
AJ-HVF21KG

핸디 렌즈

Studio Handy Camera
AK-HC3800G/GS

삼각대 부착
SHAN-TM700

메모리 카드

7˝ LCD 뷰 파인더
AK-HVF70G

리모트 작동 패널 (ROP)
AK-HRP200G

카메라 콘트롤 유닛 (CCU)
AK-HCU200P/PS  
AK-HCU200E/ES

ROP 케이블

광섬유 멀티 케이블

마이크로폰 홀더
AJ-MH800G

주변 컴포넌트의 아웃라인

 ●카메라 콘트롤 유닛 (CCU: AK-HCU200P/PS, 
AK- HCU200E/ES)
Studio Handy Camera에 대한 카메라 콘트롤 유닛입니다.
광섬유 멀티 케이블을 이용하여 Studio Handy Camera에 연결됩니다.

<참조>
AK-HCU200P/PS, AK-HCU200E/ES가 아닌 카메라 콘트롤 유닛에
연결하지 않도록 합니다.

 ●리모트 작동 패널 (ROP : AK-HRP200G)
ROP는 ROP 케이블을 사용하여 CCU에 연결되고 카메라, CCU, 렌즈를 
원격으로 콘트롤 할 수 있게 합니다.

 ●컬러 뷰 파인더 (1˝ VF: AJ-CVF100G)
 ●50.8 mm (2-inch) HD 뷰 파인더 (2˝ VF: AJ-HVF21KG)
Studio Handy Camer용 뷰 파인더입니다.

 ●17.8 cm (7-inch) LCD 뷰 파인더 (7˝ LCD VF: AK-HVF70G)
Studio Handy Camera용 LCD 뷰 파인더입니다.

컴포넌트 연결

컴포넌트 연결에 대해 14 ~ 15 페이지를 참조합니다.
모든 컴포너트가 연결된 후, CCU의 메인 전원 스위치를 ON 위치로 설정
합니다.
그리고 카메라의 전원 스위치를 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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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K-HC3800G/GS 커넥터 핀

“부품과 그 기능”의 번호

7  OPT FIBER
TAJIMI ELECTRONICS

1

6 5

2

OPT

OPT

3 4

핀 번호 신호

1 OPT-TX (Mark Band = IN)
2 OPT-RX (Mark Band = OUT)
3 DC190V (C)
4 DC190V (H)
5 STBY_SIG
6 STBY_PWP

 LEMO

1

3

6

4

5

2

OPT

OPT

1 OPT-TX (Mark Band = IN)
2 OPT-RX (Mark Band = OUT)
3 STBY_PWP
4 STBY_SIG
5 DC190V (H)
6 DC190V (C)

10  INCOM: NC5FBH (NEUTRIK)

1 TALK_GND
2 TALK
3 RECEIVE_GND
4 RECEIVE
5

19  RET CTRL: HR10A-7R-6SC (Hirose Electric) 

1

2

3
4

5
6

1

2

3
4

5
6

1 INCOM1_MIC_ON
2
3 AGND
4 RET_CNT3
5 RET_CNT1
6 RET_CNT2

23 DC IN : HA16RA-4P (Hirose Electric) 

1
2

3
4

1 GND
2
3
4 DC10.8V to 17V

CASE Frame GND

“부품과 그 기능”의 번호

27  MIC1: HA16PRM-3SG(72) (Hirose Electric) 

1

3

2

1 MIC1_GND
2 MIC1 (H)
3 MIC1 (C)

28 MIC2: HA16PRM-3SG(72) (Hirose Electric) 

1

3

2

1 MIC2_GND
2 MIC2 (H)
3 MIC2 (C)

29 DC OUT: HR10A-7R-4SC (Hirose Electric) 

1

23

4

1 UNREG_GND
2 R_TALLY_OUT (contact output)
3 G_TALLY_OUT (contact output)
4 SCRIPT+12V

47  LENS: HR10A-10R-12SC (Hirose Electric)

1 LENS_RETSW
2 LENS_VTRSW
3 AGND
4 ENF_SERVO
5 IRIS_CONT
6 LENS+12V
7 IRIS_POSI
8 H_IRIS_A-R
9 EXTENDER
10 ZOOM_POSI
11 FOCUS_POS/L_RXD
12 S_IRIS_A-R/L_TXD

48 MIC1(FRONT):  HA16PRM-3SG(71) 
(Hirose Electric)

1

3

2

 

1 FRONT_MIC_GND
2 FRONT_MIC (H)
3 FRONT_MIC(C)

“부품과 그 기능”의 번호

49 VF:HR12-14RF-20SDL (Hirose Electric)
20 16

5 1

1 VF+12V
2 VF+12V
3 VF+9V (Unused)
4 VF-PBOUT_GND
5 VF-PROUT_GND
6 VF-YOUT
7 VF-YOUT_GND
8 VF_CLK
9 VF_WR
10 VF_DATA
11 GND
12 ZEBRA_SW
13 PEAKING (Unused)
14 TA_BOX_ACT (Unused)
15 VF-PROUT
16 VF-PBOUT
17 VF_SW3 (Unused)
18 FRONT_VR (Unused)
19 TA_TALLY (Unused)
20 F_GND

50 REAR VF:  D02-29S-N-F0
(Japan Aviation Electronics 
Industry)

1

29

1 Y
2 Pb
3 Pr
4
5 I2CDATA
6 R_TALLY
7 UP_TALLY
8
9 VF12V
10
11 Y-GND
12 Pb-GND
13 Pr-GND
14 A-GND
15 D-GND
16
17 UNREG-GND
18
19 F-GND
20 VF P-REQ
21
22
23 (P-CONT)
24 I2C-CLK
25 G_TALLY
26 (VF-ACT)
27
28
29

핀 번호 신호

핀 번호 신호
핀 번호 신호

핀 번호 신호

핀 번호 신호 핀 번호 신호

핀 번호 신호

핀 번호 신호

핀 번호 신호

핀 번호 신호

핀 번호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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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 파인더 스크린의 상태 디스플레이

Studio Handy Camera 설정과 작동 상태를 나타내는 메시지가 뷰 파인더 스크린에 나타납니다. 카메라 메뉴 [INDICATOR1]과 [INDICATOR2] 스크린과 뷰 파인더
디스플레이에 관련된 스위치를 이용하여 ON으로 설정된 아이템들은 스크린의 상단과 하단에 나타납니다.
설정이 변경되거나 조정이 되면, 설정의 상세한 메시지, 조정 프로세스의 상태, 조정 결과는 약 3초간 디스플레이됩니다.

5 9 9 4 i
1 0 8 0 - 5 9 9 4 i 1/2 0 0 0
C A C

F 5 6 Z 9 9
1 0

1

EX 2

R E T 1

C H 2 - - - -  - - - +
C H 1 - - - -  - - - +

D EX x 2

A

C A M  R C V :     

카메라 경고와 정보 디스플레이 영역

F A N  O F F

D R S
D 5 .6

1 8 dB

1

5

4

6
1 6

8

1 1

1 2 1 3 1 09 7 1 4

1 7

1 9

2 0

1 5

2 3 1 8

1.  카메라 모드 디스플레이
59.94i, 50i

2. 시스템 모드 디스플레이
1080-59.94i, 1080-50i

3. 셔터 스피드
셔터값은 각 설정에 따라 디스플레이됩니다.

 ● 고정된 셔터 : “*/****”
[59.94i]일 때 :
1/100, 1/120, 1/125, 1/250, 1/500, 1/1000, 1/1500, 1/2000
[50i]일 때 :
1/60, 1/100, 1/125, 1/250, 1/500, 1/1000, 1/1500, 1/2000

 ● 가변 셔터 : “*/****”
[59.94i]일 때 : 1/60.0 ~ 1/250
[50i]일 때 : 1/50.0 ~ 1/250

4. 색수차 보상 디스플레이
보상이 선택되면, [CAC]가 디스플레이됩니다.

5. 카메라 경고와 정보 디스플레이 영역
에러 발생, 카메라 설정, 조정에서 만들어진 과정, 조정의 결과가 여기에
3초간 나타납니다.

6. RETURN ID 디스플레이
현재 RETURN 출력 번호의 RETURN ID가 디스플레이됩니다.
[OPERATION]에서 설정된 해당 ID (글자열) > [RETURN SETTING] > 
[ID SETTING] > 카메라 메뉴의 [RETURN1] ~ [RETURN4]이 디스플레이
됩니다.
다음의 RETURN ID(글자열)이 공장 출하 설정으로 설정됩니다.
RET1 (RETURN1 출력시)
RET2 (RETURN2 출력시)
RET3 (RETURN3 출력시)
RET4 (RETURN4 출력시)

7. AUDIO 입력 채널과 레벨 미터
MIC1 (CH1)과 MIC2 (CH2)에 대한 오디오 레벨이 여기에 디스플레이됩니다.
CH1– --- ■---+
CH2– --- ■---+

8. 익스텐더 디스플레이
[EX2]는 렌즈 익스텐더가 사용될 때 디스플레이됩니다.

9. DRS 디스플레이
[DRS]는 DRS 기능이 ON일 때 디스플레이됩니다.

10.  5600K 디스플레이
[D5.6]은 전자 컬러 정정이 ON으로 설정되었을 때 디스플레이됩니다.

11.  필터 위치 디스플레이
ND 필터 위치가 디스플레이됩니다.
1: Crear, 2: 1/4ND, 3: 1/16ND, 4: 1/64ND

12.  화이트 밸런스 메모리 디스플레이
화이트 밸런스용으로 선택된 자동 조정 메모리가 디스플레이됩니다.
A : 화이트 밸런스 메모리 선택 <W.BAL>가 “A”로 설정됩니다.
B : 화이트 밸런스 메모리 선택 <W.BAL>가 “B”로 설정됩니다.
P :   화이트 밸런스 메모리 선택 <W.BAL>가 “PRST.”로 설정됩니다.

13.  Gain 디스플레이
Gain 선택 스위치(dB 디스플레이)로 선택된 비디오 앰플리파이어에 대한
gain 설정이 디스플레이됩니다.
12 dB 최대 설정 : -3, 0, 3, 6, 9, 12 dB
36 dB 최대 설정 : -3, 0, 3, 6, 9, 12, 18, 27, 36 dB

14.  조리개 F 값 디스플레이
조리개 설정의 대략적인 값(F 값)이 디스플레이됩니다.
OPEN, F*.* ~ F**, CLOSE

15.  줌 위치 디스플레이
줌 위치는 숫자값으로 디스플레이됩니다.
Z00 ~ Z99

<참조>
이 디스플레이는 줌 위치 출력을 가진 렌즈가 사용되었을 때만 나타납니다.

16.  디지털 익스텐더 디스플레이
디지털 익스텐더가 사용될 때 디스플레이됩니다.
Double : D EX x 2

17.  포커스 위치 디스플레이
포커스 위치는 숫자값으로 디스플레이됩니다.
00 ~ 99

<참조>
이 값은 CAC와 호환되는 렌즈가 사용될 때 디스플레이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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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 파인더 스크린의 상태 디스플레이  (계속)

18.  광학 레벨 디스플레이
제품에 수신된 광학 신호가 다섯 레벨 중 하나로 표시됩니다.
CAM RCV : ■
CAM RCV : ■■
CAM RCV : ■■■
CAM RCV : ■■■■
CAM RCV : ■■■■■

19.  FAN OFF 디스플레이
FAN POWER가 OFF로 설정될 때 디스플레이됩니다.
이 때, 제품이 전후 모두 뷰 파인더가 부착된 채로 사용 중이면, 
전면 뷰 파인더의 전원 공급은 중단됩니다.

20. WARM UP 에러 디스플레이
온도가 여전히 지정된 온도 아래이면, 전원이 켜진 후 약 5초간
     가 디스플레이됩니다.(→ 20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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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동 시간 확인

작동 시간은 [MAINTENANCE] 메뉴의 [HOUR METER] 아이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EAD  : 카메라 헤드의 작동 시간이 확인됩니다.
FAN  : 팬의 작동 시간이 확인됩니다.

경고 디스플레이

카메라 경고 디스플레이

경고 디스플레이가 카메라 자동 기능에 에러가 발생했을 때 나타납니다.

 ●AWB (자동 화이트 밸런스)가 실행될 때 :

1 AWB LOW LIGHT
자동 화이트 밸런스가 광량이 충분하지 않아서 실행되지 않습니다.
광량을 적절한 레벨로 설정합니다.

2 AWB HIGH LIGHT
자동 화이트 밸런스가 광량이 과도하여 실행되지 않습니다.
광량을 적절한 레벨로 설정합니다.

3 AWB R/Bch NG Out Range
적색 혹은 청색 채널에 대한 화이트 밸런스 컨버젼스는 얻을 수 없습니다.
스크린에 균일하게 하얀 물체를 촬영하고 AWB를 실행합니다.

 ●ABB (자동 블랙 밸런스)가 실행될 때 : 

1 Not Finished
자동 블랙 밸런스가 성공적으로 완료되지 않습니다.
렌즈 조리개가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R/B Out Range
적색과 청색 채널에 대한 블랙 밸런스 컨버젼스는 얻을 수 없습니다.
이미지에 에러가 없는지 확인합니다.

 ●ASU (자동 설정)이 실행될 때 :

1 LENS CTL NG Out Range
렌즈 조리개가 콘트롤되지 않습니다.
렌즈 설정을 다시 확인합니다.

2 --- R/Bch NG
실행되는 과정에서 적색 혹은 청색 채널에서 에러가 발생했습니다.
정상 챠트를 이용하여, 챠트와 뷰 각도에 대한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고 광원의 색 온도 설정을 확인하고
다른 영역이 콘트롤되지 않는지를 확인합니다.

기타 경고 디스플레이

 ●FAN STOP

FAN STOP

팬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멈춥니다.
이 때, 제품이 전후 모두 뷰 파인더가 부착되어 사용되고 있으면, 전면 뷰 파인더의 전원 공급은
중단됩니다.
사용을 즉시 멈추고, 고객 상담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WARM UP

WARM UP

전원이 켜졌을 때,  제품 내부 온도가 너무 낮아서 예열이 실행됩니다.
온도가 전원이 켜진 후 약 5초간의 예열이 여전히 필요한 온도이면, 이 경고는 사라지고       가 디스플레이됩니다.
(→ 18, 19 페이지)
WARM UP 디스플레이 혹은      가 사용전에 사라지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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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 작동

메뉴 디스플레이

1.  메뉴 스위치 <MENU>를 누릅니다.
카메라의 [USER MENU] 스크린이 뷰 파인더 혹은 모니터에
나타납니다.

→

＊＊＊＊　ＵＳＥＲ　ＭＥＮＵ　＊＊＊＊

ＯＰＥＲＡＴＩＯＮ
ＭＡＩＮＴＥＮＡＮＣＥ

2. <SELECT> JOG 다이얼 버튼을 돌려, 메뉴 아이템을 선택하고,
<SELECT> JOG 다이얼 버튼을 누릅니다.
선택된 아이템의 메뉴가 액세스됩니다.

→＜＜　ＯＰＥＲＡＴＩＯＮ　＞＞

ＭＡＲＫＥＲ
ＶＩＥＷ　ＦＩＮＤＥＲ　ＳＥＴＴＩＮＧ
ＩＮＤＩＣＡＴＯＲ１
ＩＮＤＩＣＡＴＯＲ２
ＳＷＩＴＣＨ　ＭＯＤＥ
ＲＥＴＵＲＮ　ＳＥＴＴＩＮＧ
ＳＥＴＴＩＮＧ
！ＬＥＤ
ＭＩＣ／ＩＮＣＯＭ　ＳＥＴＴＩＮＧ

 

메뉴 데이터 입력

아이템 메뉴가 액세스될 때, 각각의 데이터를 입력합니다.

1.  <SELECT> JOG 다이얼 버튼을 돌려, 설정될 메뉴 아이템을 
선택하고, <SELECT> JOG 다이얼 버튼을 누릅니다.
화살표로 표시된 아이템 설정이 반짝입니다.

→

＜　ＭＡＲＫＥＲ　＞

ＳＩＤＥ　ＭＯＤＵＬＥ　ＬＥＶＥＬ
ＺＯＮＥ　ＭＡＲＫ
ＳＡＦＥＴＹ　ＡＲＥＡ
　ＭＯＤＥ
　ＳＥＴＴＩＮＧ
ＣＥＮＴＥＲ　ＭＡＲＫ
ＭＡＲＫＥＲ　ＬＥＶＥＬ
ＵＳＥＲ　ＢＯＸ
　ＨＯＲＩＺＯＮＴＡＬ　ＰＯＳＩＴＩＯＮ
　ＶＥＲＴＩＣＡＬ　　　ＰＯＳＩＴＩＯＮ
　ＷＩＤＴＨ
　ＨＥＩＧＨＴ

０
１６：９

ＴＹＰＥ２
１６：９
ＯＦＦ

１００％
ＯＦＦ

０
０

５０
５０

반짝임

2. <SELECT> JOG 다이얼 버튼을 돌려 설정을 변경합니다.

→

＜　ＭＡＲＫＥＲ　＞

ＳＩＤＥ　ＭＯＤＵＬＥ　ＬＥＶＥＬ
ＺＯＮＥ　ＭＡＲＫ
ＳＡＦＥＴＹ　ＡＲＥＡ
　ＭＯＤＥ
　ＳＥＴＴＩＮＧ
ＣＥＮＴＥＲ　ＭＡＲＫ
ＭＡＲＫＥＲ　ＬＥＶＥＬ
ＵＳＥＲ　ＢＯＸ
　ＨＯＲＩＺＯＮＴＡＬ　ＰＯＳＩＴＩＯＮ
　ＶＥＲＴＩＣＡＬ　　　ＰＯＳＩＴＩＯＮ
　ＷＩＤＴＨ
　ＨＥＩＧＨＴ

０
１６：９

ＴＹＰＥ２
４：３
ＯＦＦ

１００％
ＯＦＦ

０
０

５０
５０

3. <SELECT> JOG 다이얼 버튼을 누릅니다.
데이터가 확인됩니다.

→

＜　ＭＡＲＫＥＲ　＞

ＳＩＤＥ　ＭＯＤＵＬＥ　ＬＥＶＥＬ
ＺＯＮＥ　ＭＡＲＫ
ＳＡＦＥＴＹ　ＡＲＥＡ
　ＭＯＤＥ
　ＳＥＴＴＩＮＧ
ＣＥＮＴＥＲ　ＭＡＲＫ
ＭＡＲＫＥＲ　ＬＥＶＥＬ
ＵＳＥＲ　ＢＯＸ
　ＨＯＲＩＺＯＮＴＡＬ　ＰＯＳＩＴＩＯＮ
　ＶＥＲＴＩＣＡＬ　　　ＰＯＳＩＴＩＯＮ
　ＷＩＤＴＨ
　ＨＥＩＧＨＴ

０
１６：９

ＴＹＰＥ２
４：３
ＯＦＦ

１００％
ＯＦＦ

０
０

５０
５０

<참조>
스텝2에서 설정이 반짝이는 동안 <MENU> 스위치를 눌러 메뉴 스크린이
꺼지면, 설정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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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 작동  (계속)

메뉴 데이터 입력(글자 입력)

1.  <SELECT> JOG 다이얼 버튼을 누릅니다.
커서는 첫번째 글자에 나타나는 아랫 방향의 화살표로 변경됩니다.

→

＜　ＳＥＴＴＩＮＧ　＞

ＣＡＬＬ　ＴＡＬＬＹ
ＨＤ－ＳＤＩ２　ＯＵＴ
ＨＤ－ＳＤＩ２　ＰＯＷＥＲ
ＦＡＮ　ＰＯＷＥＲ

ＩＤ　ＣＨＡＲＡＣＴＥＲ

ＯＦＦ
ＶＦ

ＡＣＴＩＶＥ
ＯＮ

：ＣＡＭＥＲＡ０１

＜　ＳＥＴＴＩＮＧ　＞

ＣＡＬＬ　ＴＡＬＬＹ
ＨＤ－ＳＤＩ２　ＯＵＴ
ＨＤ－ＳＤＩ２　ＰＯＷＥＲ
ＦＡＮ　ＰＯＷＥＲ

ＩＤ　ＣＨＡＲＡＣＴＥＲ

ＯＦＦ
ＶＦ

ＡＣＴＩＶＥ
ＯＮ

：ＣＡＭＥＲＡ０１
↓

2. <SELECT> JOG 다이얼 버튼을 돌려 화살표를 변경할 
글자로 이동합니다.

＜　ＳＥＴＴＩＮＧ　＞

ＣＡＬＬ　ＴＡＬＬＹ
ＨＤ－ＳＤＩ２　ＯＵＴ
ＨＤ－ＳＤＩ２　ＰＯＷＥＲ
ＦＡＮ　ＰＯＷＥＲ

ＩＤ　ＣＨＡＲＡＣＴＥＲ

ＯＦＦ
ＶＦ

ＡＣＴＩＶＥ
ＯＮ

：ＣＡＭＥＲＡ０１
↓

3. <SELECT> JOG 다이얼 버튼을 누릅니다.
변경되는 글자가 반짝입니다.

반짝임

＜　ＳＥＴＴＩＮＧ　＞

ＣＡＬＬ　ＴＡＬＬＹ
ＨＤ－ＳＤＩ２　ＯＵＴ
ＨＤ－ＳＤＩ２　ＰＯＷＥＲ
ＦＡＮ　ＰＯＷＥＲ

ＩＤ　ＣＨＡＲＡＣＴＥＲ

ＯＦＦ
ＶＦ

ＡＣＴＩＶＥ
ＯＮ

：ＣＡＭＥＲＡ０１
↓

 

4. <SELECT> JOG 다이얼 버튼을 돌려 글자를 변경하고, <SELECT>
JOG 다이얼 버튼을 눌러 데이터를 확인합니다.
모든 변경할 글자에 대해 동일한 작동을 실행합니다.

＜　ＳＥＴＴＩＮＧ　＞

ＣＡＬＬ　ＴＡＬＬＹ
ＨＤ－ＳＤＩ２　ＯＵＴ
ＨＤ－ＳＤＩ２　ＰＯＷＥＲ
ＦＡＮ　ＰＯＷＥＲ

ＩＤ　ＣＨＡＲＡＣＴＥＲ

ＯＦＦ
ＶＦ

ＡＣＴＩＶＥ
ＯＮ

：ＣＡＭ０ＲＡ０１
↓

5. 아랫 방향 화살표 커서를 메뉴의 시작부로 이동하고 <SELECT> JOG
다이얼 버튼을 누릅니다.
커서는 수평 방향의 화살표로 변경되고 다른 아이템이 선택될 수 있습니다.

＜　ＳＥＴＴＩＮＧ　＞

ＣＡＬＬ　ＴＡＬＬＹ
ＨＤ－ＳＤＩ２　ＯＵＴ
ＨＤ－ＳＤＩ２　ＰＯＷＥＲ
ＦＡＮ　ＰＯＷＥＲ

ＩＤ　ＣＨＡＲＡＣＴＥＲ

ＯＦＦ
ＶＦ

ＡＣＴＩＶＥ
ＯＮ

：ＣＡＭ００００１

：ＣＡＭ００００１

↓

＜　ＳＥＴＴＩＮＧ　＞

ＣＡＬＬ　ＴＡＬＬＹ
ＨＤ－ＳＤＩ２　ＯＵＴ
ＨＤ－ＳＤＩ２　ＰＯＷＥＲ
ＦＡＮ　ＰＯＷＥＲ

ＩＤ　ＣＨＡＲＡＣＴＥＲ

ＯＦＦ
ＶＦ

ＡＣＴＩＶＥ
Ｏ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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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 구성

 ■메뉴 단계

SIDE MODULE LEVEL
ZONE MARK
SAFETY AREA  
 MODE  
 SETTING
CENTER MARK
MARKER LEVEL
USER BOX
 HORIZONTAL POSITION
 VERTICAL POSITION
 WIDTH
 HEIGHT

VIEW FINDER DETAIL 
RETURN SIGNAL
 PEAK FREQUENCY 
 OFFSET GAIN 
 CRISP

FOCUS
ZOOM 
EXTENDER
DIGITAL EXTENDER
F NUMBER
MASTER GAIN
FILTER 
SHUTTER
5600K
WHITE CHANNEL
DRS 
CAC

FAN
AUDIO LEVEL
OPTICAL LEVEL
RETURN SELECT
STATUS
STATUS(AUTO)
CAMERA MODE
SYSTEM MODE

GRIP RET 
GRIP PTT
LENS VTR
LENS RET
EXTERNAL RETURN1
EXTERNAL RETURN2 
EXTERNAL RETURN3
USER SWITCH1 
USER SWITCH2 
USER SWITCH3

RETURN MODE
RETURN SELECT 
 RETURN  A 
 RETURN  B
ID SETTING 
 RETURN 1 
 RETURN 2
 RETURN 3 
 RETURN 4

CALL TALLY
HD-SDI2 OUT
HD-SDI2 POWER
FAN POWER
ID CHARACTER

OPERATION

MARKER

VIEW FINDER SETTING

INDICATOR1

INDICATOR2

SWITCH MODE

RETURN SETTING

SETTING

USER MENU

MIC1   
 GAIN  
 AMP  
MIC2 
 GAIN  
 AMP
INCOM
 MIC TYPE 
 MIC GAIN  
 MIC POWER
 SIDE TONE
 PGM MIX

EXTENDER
MASTER GAIN
SHUTTER 
GAMMA OFF
BLACK GAMMA 

MIC/INCOM  SETTING

!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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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 구성  (계속)

READ SELECT
 READ  
WRITE  SELECT  
 WRITE  
CARD FORMAT

FILTER  
SETUP MODE
REFERENCE FILE
MASTER PED TARGET
AUTO SET UP EXECUTE

CAC CONTROL
CAC FILE DELETE  
CAC FILE NUMBER  
TITLE SCROLL

CARD  FILE  SELECT
 READ

 DELETE
TITLE READ
TITLE  SCROLL

PULSE
CAM 
AVIO
CAMERA  SOFT
CAMERA  TABLE

FORMAT  
SCAN REVERSE
DNR
SYSTEM FILE DATA 
 WRITE CARD
GAIN MAX LIMIT

TITLE
 YES
 NO (CANCEL)
MEM STORE NO 
 EMPTY
 1 to 32
TITLE SCROLL

AUTO SET UP

CAC FILE CARD READ

TALLY GUARD

SD CARD R/W

CAC ADJUST

COLOR BAR 

UPDATE

DIAGNOSTIC

SYSTEM

HOURS METER [h] 
  HEAD 
  FAN 

USER MENU

MAINTENANCE

FILE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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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설정 범위표

 ■작동
(밑줄친 값이 공장 출하 설정값입니다.)

메뉴 아이템 이름 가변 스텝 가변 범위 설정
OPERATION 
FILE 레코딩

아이템

MARKER SIDE MODULE LEVEL 1 0
│
15

존 마커가 ON일 때, 양쪽에서 밝기 조절 레벨을 
설정합니다.



ZONE MARK - OFF
4:3
13:9
14:9
15:9
16:9

존 마커를 설정합니다. 

SAFETY AREA - - -

 MODE - TYPE1
TYPE2

안전 영역 타입을 설정합니다. 

 SETTING 1%
-

80%
│

100%

TYPE1과 TYPE2에 대한 안전 영역을 설정합니다.
• [MODE] 설정이 [TYPE1]일 때 :
 80% ~ 100%
• [MODE] 설정이 [TYPE2]일 때 :
 OFF/4:3/13:9/14:9/15:9/16:9



OFF
4:3
13:9
14:9
15:9
16:9

CENTER MARK 1 OFF
1
│
4

센터 마커의 모양을 설정합니다. 

MARKER LEVEL - 50%
60%
70%
80%
90%
100%

 마커와 OSD의 밝기를 설정합니다. 

USER BOX - ON
OFF

커서 마커를 ON 혹은 OFF로 설정합니다. 

  HORIZONTAL 
POSITION

1 -50
│
0
│
50

커서의 H 위치를 조정합니다. 

 VERTICAL POSITION 1 -50
│
0
│
50

커서의 V 위치를 조정합니다. 

 WIDTH 1 0
│
50
│

100

커서의 폭을 조정합니다. 

 HEIGHT 1 0
│
50
│

100

커서의 높이를 조정합니다. 

VIEW FINDER 
SETTING

VIEW FINDER DETAIL 1 0
│
6
│
23

VF DTL를 조정합니다. 

RETURN SIGNAL - - -

 PEAK FREQUENCY - LOW
MID
HI

HD RET 신호의 최고 주파수를 조정합니다. 

 OFFSET GAIN 1 0
│
5

HD RET 신호의 DTL 옵셋 gain을 조정합니다. 

 CRISP 1 0
│
10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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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설정 범위표  (계속)

INDICATOR1 FOCUS *1 - ON
OFF

포커스 위치 디스플레이를 ON 혹은 OFF로 설정합니다. 

ZOOM *1 - ON
OFF

줌 위치 디스플레이를 ON 혹은 OFF로 설정합니다. 

EXTENDER - ON
OFF

익스텐더 디스플레이를 ON 혹은 OFF로 설정합니다. 

DIGITAL EXTENDER - ON
OFF

디지털 엑스텐더 디스플레이를 ON 혹은 OFF로 
설정합니다.



F NUMBER *1 - ON
OFF

조리개 F 값 디스플레이를 ON 혹은 OFF로 설정합니다. 

MASTER GAIN - ON
OFF

Gain 디스플레이를 ON 혹은 OFF로 설정합니다. 

FILTER - ON
OFF

필터 위치 디스플레이를 ON 혹은 OFF로 설정합니다. 

SHUTTER - ON
OFF

전자 셔터 디스플레이를 ON 혹은 OFF로 설정합니다. 

5600K - ON
OFF

5600K 디스플레이를 ON 혹은 OFF로 설정합니다. 

WHITE CHANNEL - ON
OFF

화이트 밸런스 메모리 디스플레이를 ON 혹은 OFF로
설정합니다.



DRS - ON
OFF

DRS 디스플레이를 ON 혹은 OFF로 설정합니다. 

CAC - ON
OFF

색수차 보상(CAC) 디스플레이를 ON 혹은 OFF로
설정합니다.



INDICATOR2 FAN - ON
OFF

FAN OFF 디스플레이를 ON 혹은 OFF로 설정합니다. 

AUDIO LEVEL - ON
OFF

오디오 레벨(레벨 미터) 디스플레이를 ON 혹은 OFF로 
설정합니다.



OPTICAL LEVEL - ON
OFF

이 제품으로 수신되는 광학 신호의 레벨을 ON/OFF로
설정합니다.



RETURN SELECT - ON
OFF

RETURN ID 디스플레이를 ON 혹은 OFF로 설정합니다. 

STATUS - ON
OFF

기능이 ON 혹은 OFF로 선택될 때 나타나는 
디스플레이를 설정합니다.



STATUS(AUTO) - ON
OFF

AWB/ABB/ASU가 ON 혹은 OFF로 시작되거나 끝날 때
나타나는 디스플레이를 설정합니다.



CAMERA MODE - ON
OFF

카메라 모드 디스플레이를 ON 혹은 OFF로 설정합니다. 

SYSTEM MODE - ON
OFF

시스템 모드 디스플레이를 ON 혹은 OFF로 설정합니다. 

*1  위치 정보를 출력하는 렌즈를 사용할 때 디스플레이됩니다.

(밑줄친 값이 공장 출하 설정값입니다.)

메뉴 아이템 이름 가변 스텝 가변 범위 설정
OPERATION 
FILE 레코딩

아이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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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ITCH MODE GRIP RET - RET A
RET B
PTT

그립 RET SW <RET> 기능을 선택합니다. 

GRIP PTT - RET A
RET B
PTT

그립 PTT SW <PTT> 기능을 선택합니다. 

LENS VTR - RET A
RET B
PTT
INH

핸디 렌즈 RET SW 기능을 선택합니다. 

LENS RET - RET A
RET B

핸디 렌즈 RET SW 기능을 선택합니다. 

EXTERNAL RETURN1 - RET A
RET B
D.EXT

외부 리턴 콘트롤 SW1 기능을 선택합니다. 

EXTERNAL RETURN2 - RET A
RET B
D.EXT

외부 리턴 콘트롤 SW2 기능을 선택합니다. 

EXTERNAL RETURN3 - RET A
RET B
D.EXT

외부 리턴 콘트롤 SW3 기능을 선택합니다. 

USER SWITCH1 - RET A
RET B
PTT
DISP
MARK
D.EXT

할당 가능한 SW1 <USER1> 기능을 선택합니다. 

USER SWITCH2 - RET A
RET B
PTT
DISP
MARK
D.EXT

할당 가능한 SW2 <USER2> 기능을 선택합니다. 

USER SWITCH3 - RET A
RET B
PTT
DISP
MARK
D.EXT

할당 가능한 SW3 <USER3> 기능을 선택합니다. 

RETURN SETTING RETURN MODE - NORM
TOGGLE

SEQ.

RET SW 작동 모드를 설정합니다. 

RETURN SELECT - - -

 RETURN A - 1
2
3
4

리턴 신호를 Return A로 할당합니다. 

 RETURN B - 1
2
3
4

리턴 신호를 Return B로 할당합니다. 

ID SETTING - - -

 RETURN 1 - RET1 리턴 비디오 1의 이름을 설정합니다.
• 최대 5 글자가 입력될 수 있습니다.



 RETURN 2 - RET2 리턴 비디오 2의 이름을 설정합니다.
• 최대 5 글자가 입력될 수 있습니다.



 RETURN 3 - RET3 리턴 비디오 3의 이름을 설정합니다.
• 최대 5 글자가 입력될 수 있습니다.



 RETURN 4 - RET4 리턴 비디오 4의 이름을 설정합니다.
• 최대 5 글자가 입력될 수 있습니다.



조정 설정 범위표 (계속)

(밑줄친 값이 공장 출하 설정값입니다.)

메뉴 아이템 이름 가변 스텝 가변 범위 설정
OPERATION 
FILE 레코딩

아이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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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TING CALL TALLY - OFF
R
T

R&T

호출시 tally 램프를 ON으로 설정합니다.
R : RED tally가 켜집니다.
T : UP tally가 켜집니다.
R&T : RED tally와 UP tally 모두 켜집니다.



HD-SDI2 OUT - MAIN
VF

RET

카메라 HD-SDI 출력 2 커넥터 <HD-SDI2> 모드를 
선택합니다.



HD-SDI2 POWER - ACTIVE
SAVE

HD-SDI2 전원을 ON 혹은 OFF로 설정합니다. 

FAN POWER - ON
OFF

FAN 전원을 ON 혹은 OFF로 설정합니다.
• 전원이 켜질 때 설정은 [ON]으로 리셋됩니다.

ID CHARACTER - ********** 카메라 이름을 설정합니다.
• 최대 10글자가 입력됩니다.



!LED *2 EXTENDER - ON
OFF

렌즈 익스텐더가 ON일 때 상태 디스플레이를 ON 혹은
OFF로 설정합니다.



MASTER GAIN - ON
OFF

Gain이 0dB가 아닐 때 상태 디스플레이를 ON 혹은
OFF로 설정합니다.



SHUTTER - ON
OFF

전자 셔터가 ON일 때 상태 디스플레이를 ON 혹은
OFF로 설정합니다.



GAMMA OFF - ON
OFF

감마가 OFF일 때 상태 디스플레이를 ON 혹은
OFF로 설정합니다.



BLACK GAMMA - ON
OFF

블랙 감마가 ON일 때 상태 디스플레이를 ON 혹은
OFF로 설정합니다.



MIC/INCOM 
SETTING

MIC1 - - -

 GAIN - 20dB
40dB
60dB

MIC1의 gain을 설정합니다. 

 AMP 1dB -20dB
│

0dB
│

20dB

MIC1의 진폭을 설정합니다. 

MIC2 - - -

 GAIN - 20dB
40dB
60dB

후면 마이크로폰의 입력 레벨을 선택하고, MIC2의 
gain을 설정합니다.



 AMP 1dB -20dB
│

0dB
│

20dB

MIC2의 진폭을 설정합니다. 

INCOM - - -

 MIC TYPE - DYN
ECM
CBN

인터콤 마이크로폰의 타입을 선택합니다.
DYN : Dynamic 타입
ECM : Condenser 타입
CBN : Carbon 타입



 MIC GAIN 1dB -12dB
│

0dB
│

12dB

인터콤 마이크로폰의 gain을 선택합니다. 

 MIC POWER - ON
OFF

인터콤 마이크로폰의 전원 공급을 ON 혹은 OFF로
설정합니다.



 SIDE TONE 3dB OFF
-36dB
│

-6dB
│

0dB

인터콤의 사이드 톤을 ON 혹은 OFF로 설정합니다. 

 PGM MIX - ON
OFF

인터콤의 PGM 믹싱을 ON 혹은 OFF로 설정합니다. 

*2 [!LED] 메뉴에서 [ON]으로의 아이템 설정이 이 제품에서 비정상적인 작동 상태로 되면, 뷰 파인더의 [!] LED가 켜집니다.

조정 설정 범위표 (계속)

(밑줄친 값이 공장 출하 설정값입니다.)

메뉴 아이템 이름 가변 스텝 가변 범위 설정
OPERATION 
FILE 레코딩

아이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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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INTENANCE

SD CARD R/W READ SELECT 1 1
│
8

READ용 카메라 작동 파일을 선택합니다.

 READ - YES
NO

카메라 작동 파일의 읽기를 실행합니다.

WRITE SELECT 1 1
│
8

WRITE용 카메라 작동 파일을 선택합니다.

 WRITE - YES
NO

카메라 작동 파일의 쓰기를 실행합니다.

CARD FORMAT - YES
NO

메모리 카드의 FORMAT을 실행합니다.

CAC ADJUST CAC CONTROL - ON
OFF

색수차 보상을 가능하게 혹은 불가능하게 합니다.

CAC FILE DELETE*1 - YES
NO

[CAC FILE NUMBER] 아이템에서 선택된 CAC 파일의
삭제를 실행합니다.

CAC FILE NUMBER 1 1
│
32

CAC MANUAL 보상에 대한 CAC 파일을 선택하고,
[CAC FILE DELETE]에서 삭데될 CAC 파일을 
선택합니다.

TITLE SCROLL *2 1 1
│
25

CAC 파일 타이틀을 스크롤 합니다.

CAC FILE CARD 
READ

CARD FILE SELECT 1 1
│
32

작동에 대한 번호를 선택합니다.
(READ/DELETE).

 READ *3 - YES
NO

메모리 카드에서 읽기를 실행합니다.

 DELETE *5 - YES
NO

메모리 카드에서 CAC 파일의 삭제를 실행합니다.

TITLE READ - YES
NO

메모리 카드에서 CAC 파일 타이틀을 읽고
그것을 디스플레이합니다.

TITLE SCROLL 1 1
│
25

메모리 카드에서 CAC 파일 타이틀을 스크롤합니다.

 FILE READ *4 TITLE - - [CAC FILE CARD READ]의 [READ] 아이템에서
선택된 CAC 파일 타이틀을 디스플레이합니다.

 YES - - 메모리 카드에서 읽은 CAC 파일을 내부 메모리에
저장합니다.

 NO - - 메모리 카드에서 읽은 CAC 파일을 내부 메모리에
저장하지 않습니다.(CANCEL)

MEM STORE NO *6 1 EMPTY
1
│
32

CAC 파일의 저장 번호를 내부 메모리로 선택합니다.
EMPTY : 숫자 순서대로 검색하고 빈 위치에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1 ~ 32 : 데이터를 선택된 번호에 저장합니다.

TITLE SCROLL *2 1 1
│
25

내부 메모리에서 CAC 파일 타이틀을 스크롤합니다.

*1  카메라의 내부 메모리에 저장되고 [CAC FILE NUMBER] 아이템에서 선택된 CAC 파일을 삭제합니다.  
<SELECT> JOG 다이얼 버튼을 눌러 커서를 YES/NO 선택 스크린으로 이동합니다.

*2 커서와 <SELECT> JOG 다이얼 버튼으로 CAC 파일이 선택되었을 때, 타이틀은 <SELECT> JOG 다이얼 버튼을 돌려 스크롤될 수 있습니다.

*3 <SELECT> JOG 다이얼 버튼을 눌러 커서를 [FILE READ] 스크린으로 이동합니다.

*4 [CAC FILE CARD READ]>[ CARD FILE SELECT]>[READ]에서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5 <SELECT> JOG 다이얼 버튼을 눌러 커서를 YES/NO 선택 스크린으로 이동합니다.

*6 CAC 파일이 선택된 번호에 이미 저장되었으면, 덮어쓰기가 됩니다.

조정 설정 범위표 (계속)

(밑줄친 값이 공장 출하 설정값입니다.)

메뉴 아이템 이름 가변 스텝 가변 범위 설정
OPERATION 
FILE 레코딩

아이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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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O SET UP FILTER - REF
CURRENT

자동 설정시 ND/CC 필터 모드를 설정합니다.

SETUP MODE - FULL
EASY

자동 셋업 모드를 설정합니다.

REFERENCE FILE - FACTORY
USER1
USER2
USER3

자동 셋업을 위한 레퍼런스 파일을 설정합니다.

MASTER PED TARGET 0.5 % 0.0%
│

2.0%
│

7.5%

자동 셋업을 위한 마스터 페데스털을 설정합니다.

AUTO SET UP EXECUTE - YES
NO

자동 셋업을 실행합니다.

TALLY GUARD - ON
OFF

Tally가 ON일 때 AWB, ABB, ASU의 실행을
금지합니다.

COLOR BAR - SMPTE
FULL BAR

ARIB

컬러 바의 타입을 선택합니다.

DIAGNOSTIC PULSE - (Version 
display)

PULSE FPGA 버젼을 디스플레이합니다.

CAM - (Version 
display)

CAM FPGA 버젼을 디스플레이합니다.

AVIO - (Version 
display)

AVIO FPGA 버젼을 디스플레이합니다.

CAMERA SOFT - (Version 
display)

CAMERA SOFT 버젼을 디스플레이합니다.

CAMERA TABLE - (Version 
display)

CAMERA TABLE 버젼을 디스플레이합니다.

HOURS METER [h] - - -

HEAD 1 0
│

65000

카메라 헤드의 작동 시간을 디스플레이합니다.

FAN 1 0
│

65000

팬의 작동 시간을 디스플레이합니다.

SYSTEM FORMAT - 59.94i
50i

시스템 포맷을 설정합니다.

SCAN REVERSE - ON
OFF

SCAN REVERSE을 ON 혹은 OFF로 설정합니다.

DNR - ON
OFF

DNR을 ON 혹은 OFF로 설정합니다.

SYSTEM FILE DATA - - -

 WRITE CARD - YES
NO

시간, 버젼, 시리얼 번호를 메모리 카드에 
저장합니다.

GAIN MAX LIMIT - 12dB
36dB

GAIN MAX LIMIT 값(12dB 혹은 36dB)을 설정합니다.

UPDATE - YES
NO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합니다.

조정 설정 범위표 (계속)

(밑줄친 값이 공장 출하 설정값입니다.)

메뉴 아이템 이름 가변 스텝 가변 범위 설정
OPERATION 
FILE 레코딩

아이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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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에서 취급되는 데이터

아래는 카메라에서 취급되는 데이터를 보여줍니다.

관리되는
시스템

컴포넌트
이름 수량 설명

카메라 작동 데이터 (카메라 용) 1 ~ 8 카메라 메뉴의 [OPERATION]에서 설정되는 마커와 버튼 설정같은 장비 구성 데이터는
카메라에 의해 구성됩니다. 카메라로 관리됩니다. 카메라 메뉴 작동으로 저장되고 읽을 수
있습니다. 카메라 메뉴 작동에 의해 메모리 카드로 저장되고 카드에서 읽어올 수도 있습니다.

렌즈 파일 1 ~ 32 이 데이터는 비디오 엔지니어(VE)가 렌즈에 지정된 특징을 정정하는 데 사용되고 카메라로
관리됩니다. ROP의 작동으로 저장되고 읽을 수 있습니다.
또한 ROP에서 메모리 카드로 저장되고 카드에서 읽어올 수도 있습니다.
데이터 리스트는 AK-HRP200G용 사용 설명서를 참조합니다.

CAC 파일 1 ~ 32 이 데이터는 렌즈에 지정된 색수차를 정정하는 데 사용되고 카메라로 관리됩니다.
카메라 메뉴 작동으로 메모리 카드에서 읽을 수만 있습니다.

씬 파일 1 ~ 4 픽쳐를 생성하는 이 데이터는 주로 비디오 엔지니어(VE)가 다루고 카메라로 관리됩니다.
ROP의 작동으로 저장되고 읽을 수 있습니다.
또한 ROP에서 메모리 카드로 저장되고 카드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데이터 리스트는 AK-HRP200G용 사용 설명서를 참조합니다.

CAC 파일

AK-HC3800G/GS (카메라)

작동 데이터
(카메라용)

씬 파일
(카메라용)

렌즈 파일

CAC 파일

실제 작동 영역

CAC 파일 1

CAC 파일 32

메모리 카드

내장 메모리

CAC 파일 1

CAC 파일 32

①

②

① CAC 파일 읽기
CAC 파일은 카메라의 메모리 카드 슬롯에 삽입된 메모리 카드에서 내장
메모리로 카메라 메뉴의 [MAINTENANCE]>[CAC FILE CARD READ]로 
전송될 수 있습니다.
각 렌즈에 지정되는 CAC 파일 이름은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1 
메모리 카드에 32개 이상의 CAC 파일이 있으면, 새로운 것부터 순서대로
32개의 파일이 읽혀집니다.

*1  Panasonic의 웹사이트에서 이 제품에 사용이 보장되는 CAC 호환
렌즈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Panasonic 웹사이트의 support desk에서
CAC 파일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http://pro-av.panasonic.net/

② CAC 파일 액세스
렌즈에 따라 CAC 파일은 자동으로 선택되고 실제 작동 영역에서 액세스
됩니다.

작동 데이터(카메라용)

AK-HC3800G/GS (카메라)

작동 데이터
(카메라용)

씬 파일
(카메라용)

렌즈 파일

CAC 파일

실제 작동 영역

작동 데이터 1
(카메라용)

작동 데이터 8
(카메라용)

메모리 카드

①

① 작동 데이터 저장과 읽기
작동 데이터는 카메라의 메모리 카드 슬롯에 삽입된 메모리 카드에서
실제 작동 영역으로 카메라 메뉴의 [MAINTENANCE]>[SD CARD R/W]로
전송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실제 작동 영역의 작동 데이터는 메모리 카드에 저장될 수 
있습니다.
저장 날짜와 시간은 "0:00, January 1, 2099."의 형태로 고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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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장비에서 펌웨어 업데이트

펌웨어와 사용 설명서에 대한 새로운 업데이트가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아래의 웹사이트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http://pro-av.panasonic.net/

치수 외형도

단위 : mm (inch)

LINE MIC

RET
CTRL

PROMPTER
   OUT

+48V
OFF
AB

+48V

INCOM

LEVEL

PGM

CALL OPT

TALK

OFF
AB

FRONT

REAR

DC OUT
12V 1A

DC IN

MIC 1 MIC 2

LINE MIC

ON
OFF
PTT

26
0
(1
0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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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양

 ■일반사항
파워 서플라이 입력

파워 서플라이  :  12 V DC (외부 파워 서플라이 작동 도중)  
190 V DC (CCU 연결 시)

전력 소비 
        : 25 W  (외부 파워 서플라이 작동 도중,

카메라만)
         53 W  (모든 액세서리가 연결되고 각 출력 커넥터에 최대

전력이 공급되었을 때 외부 파워 서플라이 작동 도중
최대 전력)

         60 W  (CCU가 연결되고 모든 액세서리가 연결되고 각 출력
커넥터에 최대 전력이 공급되었을 때 최대 전력)

는 안전에 관한 안내입니다.

작동 온도    :  –10 °C ~ 45 °C (14 °F ~ 113 °F)
[0 °C (32 °F) 이하의 온도에서는 
예열이 필요함]

보관 온도    : –20 °C ~ 60 °C (–4 °F ~ 140 °F)
작동 습도    : 85 % 이하
무게       : 약 3.7 kg (8.16 lb)
크기      :  135 mm  x 260 mm x 367.5 mm

(W x H x D) (5-5/16 inches  x 10-1/4 
inches   x 14-7/16 inches)  
[돌출부 제외]

기본 아이템
1) 픽업 디바이스     : 2/3˝ 2.2 million pixel IT, CCD x 3
2) 시스템      : GBR pickup system
3) 컬러 세퍼레이션 옵티컬 시스템
        : f/1.4 prism
4) 옵티컬 필터     :  ND: Clear, 1/4, 1/16, 1/64
5) 렌즈 장착     : Bayonet type
6) 출력 표준    : SMPTE 292M
7) 감도     :  F11 (수직 주파수가 59.94Hz일 때)  

F12 (수직 주파수가 50Hz일 때)  
8) 수평 해상도   : 1100 TV lines
9) S/N      : 60 dB 이상
10) 수평 주파수   :  33.716 kHz, 1125-line frame

(수직 주파수 : 59.94 Hz)  
28.125 kHz, 1125-line frame  
(수직 주파수 : 50 Hz)

11) 수직 주파수   :  59.94 Hz or 50 Hz, interlace

입력/출력 신호
1) MIC 입력      :  –60 dBu to 4 dBu

(XLR 3-pin female x 2)  
카메라 메뉴에서 선택된 Gain

2) 인터콤      :  입력 : -60 dBu ~ -20 dBu 
출력 : 100 mW max.  
(XLR 5-pin female x 1)

3) HD-SDI1/HD-SDI2 출력  :  HD signal = 0.8 V [p-p], 75 Ω (BNC)
HD-SDI2 신호 출력은 카메라 메뉴 아이템
설정을 이용하여 정상 이미지에 추가될 수
있고 VG 혹은 RET 이미지 출력으로 전환
될 수 있습니다.

4) 프롬프트 출력    : VBS signal = 1 V [p-p], 75 Ω (BNC)
5) DC OUT      : 12 V, MAX. 1A

콘트롤
1) 파워 스위칭    : CCU, OFF, EXT
2) USER 1, 2, 3     :  메뉴 아이템에서 지정된 기능이 

스위치로 할당될 수 있습니다.
3) RET A/B 선택    : 리턴 신호 선택용
4) RET/PTT 스위칭   : RET, PPT
5) Gain 선택*1    : LOW, MID, HIGH
6) 출력 선택*1 : CAM, BAR, TEST
7) 화이트 밸런스 모드*1 : A, B, preset
8) 셔터 스피드 선택*1  :  1/100, 1/120, 1/125, 1/250, 1/500, 

1/1000, 1/1500, 1/2000
9) AWB, ABB SW*1

10) 메뉴 선택
11) CALL SW
12) 인터콤      :  MIC ON/OFF, receiving level, or PGM 

level

13) MIC 설정     :  MIC power, MIC gain, MIC1 선택

*1  CCU가 연결되면, 선택 기능은 사용될 수 없습니다. 
콘트롤은 ROP에서 실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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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형 제품과 폐 배터리의 적절한 처리, 복구와 재활용을 위해, 사용자의 국가 정책과 Directives 2002/96/EC와 2006/66/EC에
따라 이용 가능한 수집 장소로 가져 가시기 바랍니다.

유럽 연합의 업무용 사용자들에게

유럽 연합 이외의 국가에서 폐기에 대한 안내

배터리 심볼에 대한 참조 사항(아래쪽 두개의 심볼 예) :
이 심볼은 화학 심볼과 조합하여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화학물 포함 조항으로 설정된 요구 조건에 따릅니다.

구형 장비와 폐 배터리의 폐기와 수집 사용자에 대한 정보

제품과 동봉 서류상의 이 심볼은 사용한 전기/전자 제품과 배터리는 일반 가정 쓰레기와 섞여서는 안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제품의 올바른 폐기는 부적절한 폐기물 처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인간 건강과 환경에 대한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을 막고 
가치있는 자원을 절약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구형 제품과 배터리의 수집과 재활용에 관한 더욱 상세한 내용에 관해서는 지역 당국, 폐기물 서비스 업체, 구입처에 

이 폐기물의 부적절한 폐기에 대한 처벌은 국가별 규정에 따릅니다.

전기/전자 제품을 폐기하고자 한다면, 딜러나 공급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심볼은 유럽 연합에서만 유효합니다.
이 제품을 폐기하고자 한다면, 지역 당국이나 딜러에게 연락하여 올바른 폐기 방법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파나소닉 코리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53-5 오퓨런스 빌딩 17층 
전화 : 02-533-5452 팩스 : 02-533-8766
고객상담실 : 1588-8452 홈페이지 : www.panasonic.co.kr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