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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 Left side

컨덴서 마이크

다이나믹 마이크

• 컴퓨터
오디오 인터페이스
카드 리더

•FRC-8 F 시리즈 리모트 컨트롤러
• 전용 AC 어댑터 (ZOOM AD-17)

•5V 모바일 배터리 (시중에서 판매)

재생장치 등. BTA-1 또는 다른 무선 어댑터

마이크, 악기 및 믹서 용 입력

■ Right side
헤드폰

타임코드

마이크, 악기 및 믹서 용 입력

NOTE
타임 코드 케이블 입력 및 출력에는 다음 사양이 있어야합니다.

Tip:       에 입력  (외부 장치에서 출력) 

Ring: 에서 출력  (외부 장치로 입력) 

Sleeve: 그라운드 (접지)

XLR 1–6 입력은 다음 사양을 갖습니다.

1：GND
2：HOT
3：COLD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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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 단계

전원 공급

AA 배터리, L 배터리 또는 USB를 사용하여 전원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 AA batteries

1. 하단의 배터리 덮개에있는 나사를 풉니다.

2. 하단의 배터리 덮개를 열고 배터리 케이

스를 제거하십시오.

3. 배터리 케이스에 AA 배터리 4 개를 설치하십시오.

4. 케이스를 수납함에 넣습니다.

5. 배터리 덮개를 닫고 나사를 조입니다.

■ L battery

1. 배터리를 화살표 방향으로 밀어서 캠코

더쪽으로 밉니다.

NOTE
배터리를 장착 한 후 Menu> SYSTEM> Setting> Power Source> Type에서 올바른 유형의 배터리를 

설정하십시오.

HINT
USB 유형 C 케이블을 USB 포트에 연결하여 AC 전원을 사용하여 USB 포트를 작동시킬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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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마운트 어댑터 설치

1. 상단에서 4 개의 나사를 제거하십시오.

2. 카메라 마운트 어댑터의 나사 위치를  의 

나사 위치에 맞추고 나사를 조입니다.

3. 예를 들어  을 삼각대에 부착 한 다음 카메라 

마운트 어댑터 나사로 카메라를 부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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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 카드 넣기

1. SD 카드 슬롯 커버를 열고 SD 카드를 삽입하십시오.

전원 켜고 끄기

1. 길게 누르면 전원이 꺼집니다.

길게 누르면 전원이 꺼집니다.

HINT

• 디스플레이에 "No Card!"가 나타나면 SD 카드가 올바르게 삽입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디스플레이에 "Card Protected!"가 표시되면 SD 카드 쓰기 방지가 활성화 된 것입니다.
쓰기 방지 기능을 비활성화하려면 SD 카드의 잠금 스위치를 밉니다.

• 디스플레이에 "Invalid Card!"가 표시되면 카드가 올바르게 포맷되지 않은 것입니다.
카드를 포맷하거나 다른 카드를 사용하십시오.

NOTE

HINT
SD 카드를 제거하려면 슬롯에 밀어 넣은 다음 빼십시오.

NOTE
방금 구입했거나 컴퓨터에서 포맷 한 SD 카드를 사용하기 전에     로 포맷해야합니다. SD 카드를 포맷

하려면 Menu> SYSTEM> SD card> format를 통해 진행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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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설정 (처음 설정)

구매 후 처음으로 전원을 켜면 언어 설정 화면이 열릴 때 표시 언어를 설정하십시오.

1. 방향키를 사용하여 언어를 선택하고

체크버튼을 누릅니다.

날짜 및 시간 설정 (처음 설정)

언어 설정 화면 후 날짜 및 시간 설정 화면이 열리면 날짜 및 시간을 설정하십시오.

1. 방향키로 변경할 항목을 선택하고

2.

3.

HINT
언어 설정은 나중에 Menu> SYSTEM> Language 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설정값으로 변경 합니다. 

변경을 마쳤으면 Enter를 선택하고      버튼을 누릅니다. 

HINT
날짜 및 시간 설정은 Menu> System> Settings> Date / Time> Set Date/Time를 통해 나중에 변경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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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플레이 개요

■홈 화면

상태 아이콘

정지

레코딩

일시 중지

재생

녹화 / 재생 샘플 
속도 클리핑
표시기

레벨 미터

트랙 번호
빨간색 : 입력 가능
녹색 : 재생 트랙 활성화 회
색 : 입력 비활성화

프레임 속도
INT : 내부 타임 코드 활성화 EXT : 
외부 입력 타임 코드 활성화Mono

Stereo

Ambisonic

카운터
녹화 중 : 경과 / 남은 녹화 시간) 재생 중 : 경과 / 남
은 재생 시간)

전원 유형 및 잔량
USB : 포트에 연결된 전원 공급 장치
EXT : L 배터리
AA: AA 배터리

녹화 / 재생 타임 코드

녹음 / 재생 테이크 이름 중지되면 
길게 누르면 다음 녹음 테이크에 
부여 될 이름이 표시됩니다.

인접 트랙 번호가 연결되어 입력 
링크 설정을 보여줍니다.

Linear: 이 모드는 일반 16/24 bit WAV 파일을 기록합니다. 레코딩시 클립 표시등이 켜지지 않도록
입력 (트림) 레벨을 조정하십시오. 레벨 미터는 조정 후 입력 레벨을 보여줍니다.

Float: 이 모드는 32 비트 플로트 WAV 파일을 기록합니다. 입력 레벨을 조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최대 입력 레벨을 초과하지 않는 한 조용한 소리와 큰 소리를 모두 고품질로 녹음 할 수 있습니다. 
        레벨 미터는 [Track]     노브로 조정 한 후의 레벨을 보여줍니다.

HINT
     에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진 두 가지 레코드 설정 모드 인 Linear (16/24 bit) 및 Float (32 bit)가  

있습니다.

NOTE
레코딩 모드가 Float (32 bit) 인 경우 일부 화면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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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및 출력 설정

입력 소스 설정

Menu> INPUT> PFL> INPUT 1-6> Source를 사용하

여 입력 소스를 설정하십시오

 / 

메뉴 화면을 엽니 다.

위 / 아래를 선택하십시오.

확인.

설정 설명

Mic 입력 레벨이 낮은 마이크 또는 기타 장비를 연결할 때이 옵션을 선택하십시오.

Mic (PH) 팬텀 전원이있는 마이크 레벨에 이 설정을 사용하십시오.

Line 라인 레벨 장비를 연결할 때 이것을 선택하십시오.
"Mic"을 선택한 경우에 비해 입력 레벨이 20dB 감소합니다.

Line (PH) 팬텀 전원이있는 라인 레벨에이 설정을 사용하십시오.

USB 1–4 "Rec with Rec"설정이 켜져 있으면 컴퓨터 출력 신호가 입력 신호로 처리됩
니다.

• Menu> INPUT> Phantom Settings을 사용하여 팬텀 전원 전압을 설정하고 전원 절약 설정 (재생 중
전원 공급 장치)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메뉴 화면에서 홈 화면으로 돌아가려면을 버튼을 누르면 한 번에 하나의 메뉴 레벨로 돌아갑니다.

H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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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레벨 조정 (트림)

녹화 설정 모드가 "Float (32 bit)"가 아닌 경우 Menu> 

INPUT> PFL> INPUT 1-6> Trim을 사용하여 입력 레벨

을 조정하십시오.

 / 

메뉴 화면을 엽니다.

위 / 아래를 선택하고 값을 조정하십시오.

확인.

트랙 활성화

사용할 입력 1-6 중 어느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입력은 같은 번호의 트랙에 녹음됩니다. 

예를 들어, 입력 1은 트랙 1에 기록되고 입력 2는 트랙 2에 기록됩니다.

1. 녹음하려는 입력과 같은 번호로을 돌려
트랙 상태 표시등을 켜십시오.

상태 표시기
트랙 번호 화면 

배경색
   설명

Lit red Red 입력이 가능합니다.

Unlit Gray 입력이 비활성화 되었습니다.

HINT
헤드폰 볼륨을 조정하는 방법은 "헤드폰 볼륨 조정"(→ 10 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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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랙 음량 조절

1. 다이얼 을 돌려 음량을 조절하십시오.

헤드폰 음량 조절

1.  Tur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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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버튼 .

누르면 녹화가 시작됩니다 .

2. 버튼 .

누르면 녹화가 정지됩니다.

■녹음 중 조작

기능 조작

일시정지 & 마크 / 다시시작 Press .

다음 테이크 기록 시작

Press .
현재 테이크에서 녹음이 중지되고 중단없이 새 

테이크에서 녹음이 시작됩니다.

• 큰 소리가 입력되면 클립 표시등이 켜집니다.
클립 표시등이 켜지지 않도록 입력 레벨을 조정하십시오.

• 한 번 나타난 클립 표시기는  를 누른상태에서
 를 눌러 지울 수 있습니다.

HINT

2 1

레코딩

NOTE
녹음 중에 파일 크기가 2GB를 초과하면 새로운 테이크가 자동으로 생성되고 중단없이 녹음이 계속됩니

다. 이 경우 두 테이크 사이에 사운드 간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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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ress .

재생이 시작됩니다.

2. Press .

재생이 중지됩니다.

■재생 조작

기능 조작

일시중지 / 재개 Press .

표시할 테이크 / 마크로 이동 Press  / .

앞으로 검색 Press and hold .

뒤로 검색 Press and hold .

2 1

녹음 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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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튼을 누르고 다음 기능 및 설정을 사용할 수있는 메뉴 화면을 엽니다.홈 화면에서

기능 설명

FINDER Finder를 사용하면 SD 카드의 테이크 및 폴더를보고 편집하고 프로젝트 / 장면 폴더를 생
성하며 녹음 / 재생 폴더 설정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INPUT

PFL PFL 화면이 열려있을 때 입력 소스, 트림, HPF, 리미터, 위상, 지연 및 팬과 모니터링 
사운드를 설정하는 데 사용합니다.

Phantom Settings 팬텀 전원 전압 및 에너지 절약 기능을 설정하는 데 사용합니다.

Link Settings 입력 및 트림 연결을 설정하는 데 사용합니다.

Auto Mix 다중 입력을 사용하는 경우 자동으로 레벨을 감쇠시켜 입력 레벨이 낮은 트랙의 배경 
노이즈를 줄이려면이 기능을 설정하십시오.

OUTPUT
Headphone Out 헤드폰 출력 라우팅, 디지털 부스트, 볼륨 커브 및 경고음 레벨을 설정하는 데 사용합니다.

Line Out 라인 출력 레벨, 라우팅, 리미터 및 지연을 설정하는 데 사용합니다.

REC

Mode
(촬영 메뉴에 표시되는 

항목은 설정 모드에 따
라 다릅니다. )

기록 된 WAV 파일의 기록 모드 및 비트 심도를 설정하는 데 사용합니다.

When the 
mode is 
not MP3

Sample Rate WAV 파일을 기록하는 데 사용되는 샘플 속도를 설정하는 데 사용합니다.

File Format 파일을 기록하는 데 사용되는 파일 형식을 설정하는 데 사용합니다.

Metadata 장면 이름이 추가되는 방법을 설정하고 음표 및 트랙 이름이 메타 데이터로 저장됩니다.

LR Track L / R 트랙을 녹음할지 여부를 설정하고 L / R 트랙 볼륨을 설정하는 데 사용합니다.

Pre Rec 녹음을 시작하기 전에 오디오를 캡처하는 사전 녹음을 설정하는 데 사용합니다.

When the 
mode is 
MP3

Sample Rate MP3 파일을 기록하는 데 사용되는 샘플 속도를 설정하는 데 사용합니다.

Bit Rate MP3 파일을 기록하는 데 사용되는 비트 전송률을 설정하는 데 사용합니다.

Scene Name Scene 이름 지정 방법을 설정하는 데 사용합니다.

LR Fader L / R 트랙의 볼륨을 설정하는 데 사용합니다.

Pre Rec 녹음을 시작하기 전에 오디오를 캡처하는 사전 녹음을 설정하는 데 사용합니다.

PLAY
LR Fader L / R 트랙의 볼륨을 설정하는 데 사용합니다.

Repeat 재생 반복 기능을 설정하는 데 사용합니다.

TIMECODE

Mode 타임 코드 모드, 녹음 중지시 타임 코드 출력, 오디오 시계와 동기화 및 외부 타임 코드 
입력이없는 경우 내부 타임 코드 작동을 설정하는 데 사용합니다.

FPS 내부 타임 코드의 프레임 속도를 설정하는 데 사용합니다.

Jam 내부 타임 코드에 의해 TIMECODE IN / OUT 잭을 통해 입력 된 타임 코드의 걸림을 설정하는 
데 사용합니다. 선택한 설정 값으로 내부 타임 코드를 다시 시작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Ubits 타임 코드에 포함될 수있는 사용자 비트의 모드와 내용을 설정하는 데 사용합니다.

Auto Rec Delay 타임 코드를 수신 한 후 녹화가 시작될 때까지의 시간을 설정하는 데 사용합니다.

Start TC jamming 타임 코드가 시작될 때 사용되는 값을 설정하고 RTC로 재밍 할 때 정밀도를 높
이기 위해 교정에 사용합니다.

SYSTEM

SD card SD 카드의 성능, 테스트 성능 및 포맷에 대한 정보를 표시 할뿐만 아니라 설정을 백업 
및로드하는 데 사용합니다.

USB 카드 리더, 오디오 인터페이스 및 동시 녹음 및 오디오 인터페이스 사용 기능을 설정하고 
FRC-8에 연결될 때 설정하는 데 사용합니다.

Bluetooth iOS 및 타임 코드 장치와의 블루투스 연결에 사용하십시오.

Settings 날짜 및 시간, 전원, 버튼 작동, 절전 기능 및 디스플레이를 설정하고 모든 설정을 공장 
기본값으로 복원하는 데 사용합니다.

Firmware Version 펌웨어 버전을 확인하는 데 사용합니다.

Language 디스플레이에 표시되는 언어를 설정하는 데 사용합니다.

Note: 각 설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사용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기능 및 설정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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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사양

Recording 
media

SD cards, SDHC cards, SDXC cards (that conform to standards)

Inputs Inputs 1–6 Connectors XLR jack (pin 2 hot)
Input (mic) Input gain +12 dB - +75 dB

Input impedance 3 kΩ or more
Maximum input level +4 dBu

Input (line) Input gain −8 dB - +55 dB
Input impedance 5 kΩ or more
Maximum input level +24 dBu

Phantom power +24/+48V 10mA maximum for each channel
Equivalent input noise −127 dBu or less (A-weighted, +75 dB input gain, 150 Ω input)

Outputs Line output Connectors 3.5 mm stereo mini unbalanced output
Output impedance 100 Ω or less
Reference output level –10 dBV, 1 kHz, 10 kΩ load
Maximum output level +10 dBV, 1 kHz, 10 kΩ load
D/A dynamic range 95 dB typ (−60dBFS input, A-weighted)

Headphone output Connector 3.5 mm stereo mini unbalanced output
Output impedance 15 Ω or less
Maximum output level 100 mW + 100 mW (32Ω load)
D/A dynamic range 108 dB typ (−60dBFS input, A-weighted)

Recording 
formats

When WAV selected
Supported formats 44.1/47.952/48/48.048/88.2/96/192 kHz, 16/24-bit/32-bit float, 

mono/stereo/2-8ch poly, BWF/iXML
Maximum simultaneous  
recording tracks

14 (6 inputs x 2 (Linear and Floating) + LR mix)
6 (6 inputs (Linear or Floating) at Float(32bit) Mode, 192 kHz)

When MP3 selected
Supported formats 128/192/320 kbps, 44.1/48 kHz, ID3v1 tags
Maximum simultaneous  
recording tracks

2

Recording 
time

Using a 32 GB card
30:46:00 (48 kHz/24-bit stereo WAV)
7:41:00 (192 kHz/24-bit stereo WAV)

Timecode Connectors 3.5 mm stereo mini (Tip: IN, Ring: OUT)
Modes Off, Int Free Run, Int Record Run, Int RTC Run, Ext, Ext Auto Rec  

(audio clock can be synchronized to timecode)
Frame rates 23.976 ND, 24 ND, 25 ND, 29.97 ND, 29.97 D, 30 ND, 30 D
Precision ±0.2 ppm
Allowed input level 0.2 – 5.0 Vpp
Allowed input impedance 4.6 kΩ
Output level 3.3 Vpp
Output impedance 50 Ω or less

Power AC adapter : DC 5V (supports USB bus power)
Sony® L-Series battery
4 AA batteries (alkaline, lithium or rechargeable NiMH batt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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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inuous 
recording time

48 kHz/16-bit 2ch recording to SD card
(LINE OUT off, TIMECODE off, LED/LCD Brightness 5, headphones into 32Ω load, PHANTOM off)

Alkaline batteries 7.5 hours or more
NiMH batteries  
(2450 mAh)

10.5 hours or more

Lithium batteries 16.5 hours or more
48 kHz/24-bit 6ch recording to SD card
(LINE OUT off, TIMECODE off, LED/LCD Brightness 5, headphones into 32Ω load, PHANTOM off)

Alkaline batteries 5.0 hours or more
NiMH batteries  
(2450 mAh)

7.0 hours or more

Lithium batteries 10.5 hours or more
192 kHz/24-bit 6ch recording to SD card
(LINE OUT on, TIME CODE set to Int Free Run, LED/LCD Brightness 60, headphones into 32Ω load, 
PHANTOM at 48 V)

Alkaline batteries 0.5 hours or more
NiMH batteries (2450 
mAh)

1.5 hours or more

Lithium batteries 3.5 hours or more
Display 1.54" full-color LCD (240 × 240)
USB Mass storage operation

Class USB 2.0 High Speed
Multitrack audio interface operation (driver required for Windows, no driver required for MacOS)

Class USB 2.0 High Speed
Specifications Sampling rate 44.1/48/88.2/96 kHz 

Bit Rate 16/24-bit
Channels 6 in/4 out

Stereo mix audio interface operation (no driver required)
Class USB 2.0 Full Speed
Specifications Sampling rate 44.1/48 kHz 

Bit Rate 16-bit
Channels 2 in/2 out

Note: iOS device audio interface operation supported (stereo mode only)
AIF with Rec operation (driver required for Windows, no driver required for MacOS)

Class USB 2.0 High Speed
Specifications Sampling rate 44.1/48 kHz 

Bit Rate 16/24-bit
Channels 8 in/4 out

Power  
consumption

10 W

External 
dimensions

100 mm (W) x 119.8 mm (D) x 62.9 mm (H)

Weight 520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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