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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의 :
●  화재의 위험을 줄이려면, 본 장비를 비 혹은 습기에 노출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화재의 위험을 줄이려면, 본 장비를 모든 종류의 액체로부터 멀리하시기

바랍니다. 액체가 흐르거나 튈 염려가 없는 장소에 보관하시고,
장비 위에 어떤 종류의 액체 용기도 올려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경 고 :
적당한 통풍을 유지하려면, 본 제품을 책장, 빌트인 캐비닛 혹은 기타 좁은
공간에 설치하거나 두지 않도록 합니다.
과열로 인한 화재의 위험을 방지하려면, 커튼이나 기타 다른 것들이 통풍구를
막지 않도록 합니다.

경 고 :
화재의 위험과 귀찮은 간섭을 줄이려면 추천 액세서리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경 고 :
나사를 풀어 패널 커버를 제거하지 않도록 합니다.
내부 부품은 사용자 서비스 부품이 아닙니다.
공인된 서비스 전문가에게 서비스를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는 안전에 관한 표시입니다.

등급 플레이트는 제품의 하단면에 있습니다.

먼저 읽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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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품에 사용된 소프트웨어
이 제품은 GNU General Public License(GPL)와 GNU Lesser General Public 
License(LGPL)의 조건으로 제공되는 소프트웨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원하는 대로 소스 코드를 획득, 변경, 재분배할 권리를 가집니다.

소스 코드를 구하려면, 아래의 웹 사이트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http://pro-av.panasonic.net/

획득한 소스 코드에 대한 질문은 하지 않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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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soft와 Windows는 미국에서 Microsoft Corporation의 등록된 트레이드
마크입니다.  
Macintosh, Mac, Mac OS는 미국에서 Apple Inc.의 등록된 트레이드
마크입니다.
다른 회사와 제품의 이름은 각 회사의 트레이드 마크 혹은 등록된 트레이드
마크입니다.
●  이 설명서에서, Microsoft   Windows  , Windows  7 Professional, Windows  7

® ®

®

Ultimate, Windows  8, Windows 8.1은 각각 “Windows”, “Windows 7 Professional”,®

®

“Windows 7 Ultimate”, “Windows 8”, “Windows 8.1”로 표시됩니다.

●  이 설명서에서, Macintosh   , Mac   , Mac   Pro, Mac OS  X는 각각 ®®

®®

“Macintosh”, “Mac”, “Mac Pro”, “Mac OS X”로 표시됩니다.
●  이 설명서에서, express P2 카드, P2 카드, 메모리 카드(AJ-P2AD1)는 

“P2 카드”로 통일되어 사용됩니다.
이 설명서에 사용되는 일러스트레이션은 예로 express P2 카드를 그려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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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기 전에
• 웹사이트에서 퍼스널 컴퓨터로 USB 드라이버를 설치합니다.

드라이버의 설치 방법에 대한 정보는 웹사이트의 설치 매뉴얼을 
참조합니다.

드라이버에 대한 최신 정보에 대해, 아래 웹사이트의 “Products & Solutions”
페이지를 방문합니다.
http://pro-av.panasonic.net/

• P2 드라이브(AU-XPD1)는 사용 도중 따뜻해지지만,  
이는 오작동이 아닙니다.

개요
AU-XPD1(이 설명서에서는 “P2 드라이브”로 언급)는 USB 3.0 혹은 USB 2.0을 통해
Windows 혹은 Mac 컴퓨터에 연결되었을 때, P2 카드의 P2 콘텐트를 읽고 쓰는데
(한번에 하나의 카드) 사용되는 싱글 슬롯 드라이브입니다.
P2 드라이브는 P2 카드용 메모리 카드 카메라-레코더로 촬영한 클립 데이터를
퍼스널 컴퓨터(Windows/Macintosh)로 고속 전송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디바이스는 P2 카드에 레코드된 클립의 전송과 복사뿐만 아니라 직접 편집까지
지원합니다.

특징
• USB 3.0 인터페이스를 갖춘 싱글 슬롯 P2 카드 드라이브
• 경량, 컴팩트, 휴대 가능
• Windows와 Mac OS를 모두 지원
• 메모리 카드 어댑터(AJ-P2AD1) 사용 가능

참 조 :
• 메모리 카드 어댑터와 micrP2 카드에 대한 상세 내용은, 각 디바이스에 제공되는

사용 설명서를 참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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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액세서리
USB 케이블 (2)

• 제품 포장을 풀었을 때 포장재는 반드시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하시기
바랍니다.

설치를 위한 필수 작동 환경
P2 드라이브를 작동하기 위해 호스트 컴퓨터는 아래의 작동 환경이
필요합니다.

USB 3.0 혹은 USB 2.0 포트(1개 이상)

각 P2 드라이브는 데이터 전송과 전원 공급을 위해 최소 하나의 USB 3.0(초고속 USB) 
포트가 필요합니다. 하나의 컴퓨터에 최대 2대의 P2 드라이브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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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과 그 기능들

① ② ③ ④ ⑤ ⑥

① 액세스 표시기
P2 카드 액세스 도중 녹색으로 켜집니다.

참 조 : 
• 전원 공급이 충분하지 않을 때 적색으로 빠르게 깜빡입니다.( 8 페이지)
• 액세스 도중 P2 카드를 제거하지 않도록 합니다. 파일 데이터에 오류가 생기거나

P2 카드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② P2 카드 슬롯

P2 카드를 삽입합니다.
 P2 드라이브는 P2 카드용으로 설계되었으며 다른 카드에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③ EJECT 버튼

이 버튼을 눌러 P2 드라이브에서 P2 카드를 제거합니다.
④ USB 3.0 커넥터(POWER 커넥터)

제공된 USB 케이블을 이용하여 제공된 AC 어댑터의 USB 커넥터와
연결합니다.

⑤ USB 3.0 커넥터(SIGNAL 커넥터)
제공된 USB 케이블을 이용하여 이 커넥터를 퍼스널 컴퓨터의 USB 3.0 포트에 
연결하여 데이터를 전송하고 컴퓨터에서 P2 드라이브에 전원을 제공합니다.

⑥ FAN
제품 냉각 팬용 통풍구입니다.
팬은 작동 온도에 따라 자동으로 작동합니다.
제품을 작동하는 동안 통풍구가 막히지 않도록 합니다.

참 조 :
•  팬 모터에 오작동이 발생하면, 액세스 표시기는 적색으로 천천히 깜빡입니다.

(약 1초 간격)

참 조 :
• P2 드라이브를 세워서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세워서 사용하면 P2 드라이브의

오작동 혹은 손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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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 드라이브를 퍼스널 컴퓨터에 
연결하기

1  제공된 USB 케이블을 P2 드라이브의
각 USB 3.0 커넥터(SIGNAL, POWER)에
연결합니다.

2 각 USB 케이블의 다른 끝을 
퍼스널 컴퓨터의 USB 3.0 포트에
연결합니다.

액세스 표시기가 녹색으로 깜빡이고 나서
꺼지고, P2 드라이브용 드라이브 글자가
퍼스널 컴퓨터에 나타납니다.

참 조 :
• USB 3.0 커넥터(POWER)를 퍼스널 컴퓨터의 USB 2.0 포트에 연결하면

P2 드라이브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3 실행합니다.

 “Windows용 USB 드라이버 설치”(12 페이지)를 참조합니다.

 “Mac용 USB 드라이버 설치”(12 페이지)를 참조합니다.

 USB 케이블
• 제공된 1.0m USB 케이블을 사용합니다. 제공된 USB 케이블을 분실하면,

1.0m 혹은 그것보다 짧은 USB 케이블(USB 2.0 compliant)을 두 개 구입합니다.
P2 드라이브가 다른 길이의 USB 케이블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USB 케이블을 연결한 채로 P2 드라이브를 이동하지 않도록 합니다.
P2 드라이브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USB 케이블 연결
• P2 드라이브를 연결하는 데 두 개의 USB 케이블이 필요합니다.
• P2 드라이브의 USB(SIGNAL) 커넥터만 퍼스널 컴퓨터와 연결되면,

해당 드라이버 글자가 나타나지만, 삽입된 P2 카드의 내용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액세스 표시기가 적색으로 빠르게 깜빡입니다.

• P2 드라이브의 USB(POWER) 커넥터만 퍼스널 컴퓨터와 연결되면,
해당 드라이브 글자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P2 드라이브를 연결하는 데 두 개의 
USB 케이블이 필요합니다.

P2 드라이브를 처음으로 사용할 때, USB 드라이버 설치를



9

한
  

국
  

어

 USB 허브 이용
• 자체 전원 USB 허브(AC 어댑터를 통해 자체의 전력을 공급하는 허브)만 

사용합니다.(모선 전원 USB 허브는 이 디바이스와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USB 3.0(초고속 USB)을 지원하는 USB 허브를 사용합니다.

(작동은 USB 2.0과 USB 1.1 허브에서 보장되지 않습니다.)

참 조 :
• USB 허브에 두 개의 P2 드라이브의 USB 3.0(SIGNAL) 커넥터가 연결되면,

P2 드라이브는 인식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디바이스 드라이버는 적용되지 않고,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P2 드라이브를 퍼스널 컴퓨터에서
제거하기

 Windows
 P2 드라이브에 P2 카드가 삽입되었으면, 데스크톱 업무 트레이에서 상향 화살표 

아이콘을 클릭하여, “하드웨어 안전 제거와 미디어 배출”을 선택하고, 두 개의 USB 
케이블을  분리하기 전에 “P2 드라이브 제거”를 선택합니다. 
드라이브에 P2 카드가 없을 때, 어떠한 컴퓨터 작동없이 USB 케이블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Mac OS X
 P2 드라이브에 P2 카드가 삽입되었으면, P2 카드 아이콘을 휴지통으로 드래그하고,

USB 케이블을 분리하기 전에 아이콘이 사라졌는지와 P2 드라이브의 액세스 표시가
꺼졌는지 확인합니다.

 P2 드라이브에 P2 카드가 없을 때, 어떠한 컴퓨터 작동없이 USB 케이블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참 조 :
• Windows에서 안전 하드웨어 제거를 한 후, 두 개의 USB 케이블을 연결하여

컴퓨터가 다시 P2 드라이브를 인식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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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 카드 삽입

1  P2 카드 슬롯에 P2 카드를 삽입합니다.

EJECT 버튼이 튀어 나올 때까지 카드를
누릅니다.

참 조 : 
• P2 카드를 반드시 수평으로 삽입합니다.

비스듬하게 카드를 강제로 삽입하면,
손상될 수 있습니다.

• 액세스되는 중이거나 삽입 직후에 P2 카드를
제거하지 않도록 합니다. 그럴 경우,
카드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 P2 카드를 삽입한 채로 드라이브를 이동하지
않도록 합니다. 그럴 경우, P2 드라이브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2 EJECT 버튼을 화살표 방향으로
접습니다.

참 조 : 
• EJECT 버튼을 완전히 펼친 채로 P2 드라이브를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그럴 경우, 
EJECT 버튼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EJECT 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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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 카드 제거

1  EJECT 버튼을 화살표 방향으로
펼칩니다.

2 EJECT 버튼을 누릅니다.

P2 카드는 사용자가 제거할 수 있도록 
충분히 빠져 나옵니다.

참 조 : 
• P2 카드를 Mac에서 제거하려면, P2 카드 아이콘을 휴지통으로 드래그합니다.

그리고, P2 카드를 물리적으로 제거하기 전에 아이콘이 사라졌는지와 P2 드라이브의
액세스 표시가 꺼졌는지 확인합니다.

• 액세스되는 도중 P2 카드를 제거하지 않도록 합니다. 액세스 도중 P2 카드를 
제거하면 P2 드라이브의 오작동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오작동이 발생하면, 두 개의 
USB 케이블을 다시 연결합니다.

P2 카드 쓰기 방지
P2 카드는 쓰기 방지 스위치가 있습니다.
이 스위치를 “PROTEC”로 설정하면, 
데이터 쓰기와 삭제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참조 : P2 드라이브에 P2 카드가 삽입되었을
때, 쓰기 방지 스위치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스위치 설정을 유효하게 하려면, P2  
드라이브에서 P2 카드를 제거하여 스위치를
설정하고, 그리고 나서 카드를 다시 
삽입합니다.

메모리 카드 어댑터(AJ-P2AD1)을 사용할 때,
데이터의 쓰기와 삭제를 방지하려면, 어댑터에서
메모리 카드 쓰기 방지 스위치를 설정합니다.

EJECT 버튼

쓰기 방지
스위치

PROTECT

P2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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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dows용 USB 드라이버 설치
Windows용 USB 드라이버 설치 방법의 정보에 관해 웹사이트의 설치 매뉴얼의
“Windows용”을 참조합니다.

Mac용 USB 드라이버 설치
Mac용 USB 드라이버 설치 방법의 정보에 관해 웹사이트의 설치 매뉴얼의
“Mac용”을 참조합니다.

참 조 : 
• 
드라이버에 대한 최신 정보는 아래 웹사이트의 “Products & Solutions” 페이지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http://pro-av.panasonic.net/

USB 드라이버가 설치되지 않으면, 충분한 전송 속도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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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액세스 표시기가 적색으로 빠르게 깜박이고, P2 드라이브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두 개의 제공된 USB 케이블을 사용하여 USB 3.0 커넥터(POWER)와 USB 3.0 
커넥터(SIGNAL)를 퍼스널 컴퓨터에 연결합니다. USB 3.0 커넥터(POWER)가 
연결되지 않았거나 USB 2.0 포트에 연결되면, 액세스 표시기가 적색으로 빠르게
 깜빡입니다.

 두 개의 USB 케이블로 연결했을 때 퍼스널 컴퓨터가 P2 드라이브를 인식하지 
않습니다.

퍼스널 컴퓨터의 USB 2.0 포트 혹은 USB 1.1 포트에 연결되었으면,
USB 3.0 포트로 다시 연결합니다.

USB 케이블이 1.0m보다 길면, 제공된 두 개의 1.0m USB 케이블을 이용하여
다시 연결합니다.

모선 전원 USB 허브가 아닌 자체 전원 USB 허브(AC 어댑터를 통해 자체의 
전력을 공급하는 허브)를 사용합니다.

 P2 카드가 아닌 다른 카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P2 드라이브는 P2 카드용으로 설계되어 P2 카드가 아닌 다른 카드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P2 카드가 슬립 혹은 하이버네이션에서 재작동 후 액세스되지 않습니다.

일부 퍼스널 컴퓨터는 슬립 혹은 하이버네이션에서 재작동 후 P2 드라이브의
P2 카드에 액세스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두 개의 USB 케이블을 
다시 연결합니다.

 액세스 표시기가 적색으로 느리게 깜빡이고 꺼지지 않습니다.

팬 교체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고객 상담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팬이 회전하지 않습니다.

팬은 P2 드라이브의 내부 온도가 높을 때만 회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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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격 전압 : 5 V DC
정격 전류 소비 : 1.8 A 

(USB 커넥터의 합계)

 는 안전에 관한 정보입니다.

외부 크기 (W × H × D) 
 97 mm × 33 mm × 155 mm
 (돌출부 제외)
무게
 280g(포장재 제외)
커넥터 구성
 USB 3.0 Type B 커넥터 (2)

[환경 조건]
작동 온도
 0°C ~ 40°C
작동 습도
 10 % ~ 85 % (무결로)

[퍼스널 컴퓨터 작동 조건]
지원 작동 시스템
 Windows 7 Professional (SP1) 

32 bit/64 bit  
 Windows 7 Ultimate (SP1) 32 bit/ 

64 bit 
 Windows 8 32 bit/64 bit
 Windows 8.1 32 bit/64 bit
 Mac OS X 10.7.5
 Mac OS X 10.8.5
 Mac OS X 10.9.3
메인 메모리
 1 GB 이상 추천
인터페이스
 USB Ver. 3.0 compliant

[카드 슬롯]
 PC card slot (1) (CardBus/PCI 

Express Base Specification)

사양



15

M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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