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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릿말:  
Intova  스포츠 프로를 구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제품 모델은 SP1 이며 1080p 

고해상도 비디오 포맷을 지원하며 수중 60 미터/200 피트까지 방수가 되는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본 제품과 관련된 주변 기기를 구매하시고자 할 경우 www.intova.net  
방문하셔서 더욱 상세한 내용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보 본 제품과 즐거운 시간을 
만들어 보십시오!! 
 

주요사양:  
* 비디오 해상도:  

1080P （1920×1080 30fps） 
720P （1280×720 30fps） 
WVGA1 （848×480  60fps） 
WVGA （848×480 30fps） 
VGA  （640×480 30fps） 

 
* 사진 해상도:  

12M 4000X3000Pixels (보정 후) 
8M 3200X2400Pixels (보정 후) 
5M  2592X1944Pixels 
3M  2048X1536Pixels 

 
* 1.5 인치 TFT LCD 
* 4x 디지털 카메라 줌(1080P 모드에서는 줌 기능 지원안됨) 
* 140° 와이드 앵글 렌즈 
* 충전가능한 1400mAh 리튬 이온 배터리 내장 
* 마이크로 SD 카드 32GB 용량 지원 (4GB SDHC CLASS 4 혹은 이상이 필요) 
 

악세사리:  
사용자설명서 CD  / USB 케이블 / TV 출력케이블 / 핸드 스트립 
 

컴퓨터 작업 시스템 요구 상황:  
Windows 2000/XP:  
● 128 MB RAM,  최소  125 MB  사용 가능한 공간. 
● 사용 가능한 USB 인터페이스. 
● 화면 해상도 1024 × 768 픽셀 혹은 그 이상. 
● 16-비트 칼라 혹은 그 이상의 디스플레이 어뎁터. 
  
Windows Vista :  
● 800MHz 프로세서 및 시스템 메모리 512 MB  . 
● 20GB 하드 드라이버, 최소한  15GB 의 가용 가능한 공간 . 
● 수퍼 VGA  그래픽 지원. 
● 사용 가능한 USB 인터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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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dows 7 :  
● 1 GHz 혹은 빠른 32-bit(x86) 및 64-bit (x64) 프로세서. 
● 1GB RAM (32-bit)  혹은 2GB RAM (64-bit).  
● 16GB 가능한 시스템 RAM(32-bit) 혹은 20GB(64-bit) . 
● WDDM1.0 혹은 그 이상의 버전의 드라이버 Direct X9  그래픽 디바이스. 

 
Macintosh :  
● 파워 맥컨토스 G3 500 MHz  혹은 그 이상 . 
● Mac OS X 버전 10.2.6 혹은 그  이후 버전. 
● 128 MB  최소 사용 가능 시스템 RAM (256 MB  권장), 150 MB 사용 가능한 디스크 

공간 . 
● 800 x 600 혹은 그 이상의 해상도를 갖춘 밀리언즈 칼라 . 
주의: 본 하드웨어는 Mac 에서 사용했을 경우  플러그 앤 플레이 기능이 사용됩니다. 
포함된 소프트웨어는 윈도우 시스템 전용의 소프트웨어입니다. 
 

사용 전 주의 사항: 
● 본 제품의 임의로 분해하실 경우 제품의 기능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고전압의 

전류가 생성되어 기기 및 사람의 신체에 상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본 제품을 직사광선이나 고온에서 보관하시 마십시오. 
● 본 제품을 사용 시 과열 현상이 발생하면 잠시 전원을 끄고 사용을 중단해 주십시오. 
● 본 제품을 오랜 시간 동안 사용하지 않을 경우, 메모리카드  제거해 주시고, 건조하고 

통풍이 잘되는 곳에 보관해 주십시오. 또한 방수팩을 약간 열고 안전하게 보관해 
주십시오. 

● 수중에서 사용 시 부주의로 본 제품을 놓칠 염려가 있으므로 SPI 수중 손잡이(선택구매) 
를 구입해서 사용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각 부위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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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설치:  
덮개를 열은 후:  

아래 화살표 그림과 같은 방향으로 뒷덮개의 걸림부를 열어 주십시오.  
 
 
 
 
 
 
 
 
 

 
 
 
메모리카드 삽입하기:  

아래 화살표 그림과 같은 방향으로 Micro SD 메모리카드를 삽입해 주십시오.  
메모리카드 삽입을 마치면  아이콘이 LCD 스크린 상에 나타나게 됩니다.  
*메모리카드를 설치하거나 제거하실 때 반드시 전원을 먼저 꺼 주십시오. 
 

 
주의사항:  
1. 사용하시기 전 메모리카드를 먼저 포맷해 주십시오. 
2. DV 에서 메모리카드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새로운 카드로 

교체해 사용해 보십시오.  
3. 메모리카드를 삽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DV 는 비디오 녹화 혹은 사진 찍기 기능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USB 충전하기와  전송하기:  

USB 케이블을 이용해 DV 와 본 제품을 연결합니다. 연결이 끝난 후 전원 버튼을 
누릅니다. 이어서 업/다운 버튼을 눌러 MDSC/CHARGE/OPEN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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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SC:  비디오 혹은 이미지 파일을 로드합니다. 
CHARGE: 배터리 충전만을 실행하고 기타 다른 기능들은 수행하지 않습니다. 6 시간 
정도 충전하시면 충전 완료가됩니다.  
OPEN:  충전을 진행하면서 DV 를 조작하실 수 있습니다.      
 
TV 아웃:  

DV 와 TV 를 TV 케이블을 사용해 연결하면 DV 파일을 TV 로 출력시킬 수 있습니다.  
 

기본 조작: 
 
FUNCTI 켜기 S: 

 비디오 

 사진 

 재생 
 
전원:  

 ”전원 버튼” 을 눌러 전원 켜기/끄기를 합니다. 
 
모드스위치:  

 ” MODE 버튼” 을 눌러 비디오/사진/재생 모드를 선택합니다.  
 
비디오/카메라 :  

 ”셔터 버튼“ 을 눌렀을 때 비디오  혹은 사진으로 제작 가능합니다. 
 
재생:  

 ”모드 버튼” 을 눌러 재생 모드로 들어가면 비디오나 이미지 파일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비디오  혹은 카메라 모드에서업 버튼을 누르면 LCD 가 꺼지며 전원 절약 모드로 
들어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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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화 버튼:  
DV 가 작동을 하지 않거나 버튼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이쑤시게나 혹은 

기타 뾰족한 도구를 사용해 본 버튼을 누르면 DV 가 재시작됩니다. 
 

비디오 모드:  
DV 의 기본 설정 모드는 비디오 모드입니다.  ”셔터 버튼“ 을 누르면 녹화 혹은 녹화 

중지가 됩니다. 
 
디지털 줌:  

대상물을 정하는 동안  “ 다운 버튼” 을 누르면 화면 줌 기능이 작동하게 되며, 줌  설정 
구역이 LCD 에 표시되고, 4X (줌 기능을 사용하면 해상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줌 기능이 
실행됩니다. 
* 1080P 모드에서는 줌 기능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비디오 모드 디스플레이:  

아래 그림은 비디오 모드에서 스크린 상에 나타나는 각종 버튼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설정들:  

비디오 모드에서 “메뉴 버튼” 을 누른 후 업 / 다운 버튼을 사용해 다양한 설정들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아이콘들은 비디오 모드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모든 아이콘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오디오 / 사이즈 / EV / 화이트 밸런스 / 측광 / 대비 / 샤프니스 / 효과 / 
순환녹화 / 비디오 플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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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디오: 설정 리스트에서 업 / 다운 버튼을 사용해  “오디오”를 선택한 후 “OK 버튼”을 
누르면 설정화면으로 들어갑니다. 켜기(ON) 혹은 끄기(OFF) 버튼을 선택한 후 “OK 
버튼”을 누르면 설정확인이 됩니다. 이어서 메뉴 버튼을 누르면 원래 화면으로 되돌아 
갑니다. 

     

 
* 사이즈: 설정 리스트에서 업 / 다운 버튼을 사용해 “사이즈”를 선택한 후,  “OK 버튼” 을 
누르면 설정화면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1080P / 720P / WVGA1 / WVGA / VGA 중 
하나를 선택하신 후,  “OK 버튼”을 누르면 설정확인이 됩니다. 이어서 메뉴 버튼을 
누르면 원래 화면으로 되돌아 갑니다. 

     

 
* EV: 설정 리스트에서 업 / 다운 버튼을 사용해 “EV”를 선택한 후,  “OK 버튼” 을 누르면 
설정화면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2 / +1.7 / +1.3 / +1 / +0.7 / +0.3 / 0 / -0.3 / -0.7 / -1 / -1.3 / 
-1.7 / -2 중 하나를 선택하신 후, “OK 버튼”을 누르면 설정확인이 됩니다. 이어서 메뉴 
버튼을 누르면 원래 화면으로 되돌아 갑니다. 

     



7 
 

* 화이트밸런스: 설정 리스트에서 업 / 다운 버튼을 사용해 “화이트밸런스” 를 선택한 후,  
“OK 버튼” 을 누르면 설정화면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자동 / 맑음 / 흐림 / 텅스텐 / 
형광등(AUTO / SUNNY / CLOUDY / TUNGSTEN / FLUORESCENT) 중 하나를 선택하신 
후, “OK 버튼”을 누르면 설정확인이 됩니다. 이어서 메뉴 버튼을 누르면 원래 화면으로 
되돌아 갑니다. 

     

 
* 측광: 설정 리스트에서 업 / 다운 버튼을 사용해 “측광” 을 선택한 후,  “OK 버튼” 을 
누르면 설정화면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평균/ 스팟 / 센터 (AVERAGE / SPOT / CENTER) 
중 하나를 선택하신 후, “OK 버튼”을 누르면 설정확인이 됩니다. 이어서 메뉴 버튼을 
누르면 원래 화면으로 되돌아 갑니다. 

     

* 대비: 설정 리스트에서 업 / 다운 버튼을 사용해 “대비”를 선택한 후,  “OK 버튼” 을 
누르면 설정화면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표준 / 하드 / 소프트 (STANDARD / HARD / 
SOFT) 중 하나를 선택하신 후, “OK 버튼”을 누르면 설정확인이 됩니다. 이어서 메뉴 
버튼을 누르면 원래 화면으로 되돌아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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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프니스: 설정 리스트에서 업 / 다운 버튼을 사용해 “샤프니스”를 선택한 후,  “OK 
버튼” 을 누르면 설정화면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표준 / 하드 / 소프트(STANDARD / 
HARD / SOFT) 중 하나를 선택하신 후, “OK 버튼”을 누르면 설정확인이 됩니다. 이어서 
메뉴 버튼을 누르면 원래 화면으로 되돌아 갑니다. 

     

 
* 이펙트: 설정 리스트에서 업 / 다운 버튼을 사용해 “이펙트”를 선택한 후,  “OK 버튼” 을 
누르면 설정화면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끄기 / 아트 / 암갈색 / 네거티브 / 모노크롬 / 
선명 (OFF/ ART / SEPIA / NEGATIVE / MONOCHROME / VIVID) 중 하나를 선택하신 후, 
“OK 버튼”을 누르면 설정확인이 됩니다. 이어서 메뉴 버튼을 누르면 원래 화면으로 
되돌아 갑니다. 

     

 
*순환촬영: 설정 리스트에서 업 / 다운 버튼을 사용해 “순환촬영”을 선택한 후,  “OK 버튼” 
을 누르면 설정화면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켜기 / 1 분 / 2 분 / 3 분 / 4 분 / 5 분 / 10 분 / 
15 분 (ON/1 MIN / 2 MINS / 3 MINS / 4 MINS / 5 MINS / 10 MINS / 15 MINS) 중 하나를 
선택한 후,  “OK 버튼”을 누르면 설정확인이 됩니다. 이어서 메뉴 버튼을 누르면 원래 
화면으로 되돌아 갑니다. 
주의사항: 본 기능은 DV 에서 자동으로 일정한 각격을 두고 파일을 SD 카드에 저장시키게 
됩니다.  SD 카드 공간이 다 찼을 경우 제일 먼저 저장된 파일부터 새로운 파일로 
덮어쓰기를 진행합니다. 반드시 사용자의 SD 카드 용량을 주의 깊게 확인해주시고, 파일 
유실을 방지하기 위해 파일들을 컴퓨터에 저장 해주시기 바랍니다.. 



9 
 

     

 
* 비디오 플립: 설정 리스트에서 업 / 다운 버튼을 사용해 “비디오플립”을 선택한 후,  “OK 
버튼” 을 누르면 설정화면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켜기(ON) 혹은 끄기(OFF) 중 하나를 
선택한 후, “OK 버튼”을 누르면 설정확인이 됩니다. 이어서 메뉴 버튼을 누르면 원래 
화면으로 되돌아 갑니다. 
주의사항: 본 기능은 카메라가 아래서 사용되었을 경우 이를 180 도 전환해 주게 됩니다. 

     

 
 

사진모드:  
 모드 버튼을 눌러 사진 모드로 들어갑니다. (LCD 에서 보여지는) 사물에 대해 사진을 

찍기 위해 DVR 을 조절하며 셔터 버튼을 누르면 사진이 촬영됩니다. 
 
디지털 줌:  

대상물을 정하는 동안  “ 다운 버튼” 을 누르면 화면 줌 기능이 작동하게 되며, 줌  설정 
구역이 LCD 에 표시되고, 4X (줌 기능을 사용하면 해상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줌 기능이 
실행됩니다. 
 
사진 모드하에 각종 디스플레이 버튼들:  

아래 그림은 사진 모드에서 스크린 상에 나타나는 각종 버튼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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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들:  

사진 모드에서 “메뉴 버튼” 을 누른 후 업 / 다운 버튼을 사용해 다양한 설정들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아이콘들은 사진 모드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모든 아이콘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사이즈/ EV / 품질/ 화이트 밸런스 / 측광 / 대비 / 샤프니스/ 효과 / 
셀프타이버/ 버스트/ 사진 플립/ 시간 경과 등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사이즈: 설정 리스트에서 업 / 다운 버튼을 사용해 “사이즈”를 선택한 후, “OK 버튼” 을 
누르면 설정화면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12M / 8M / 5M / 3M 중 하나를 선택하신 후, 
“OK 버튼”을 누르면 설정확인이 됩니다. 이어서 메뉴 버튼을 누르면 원래 화면으로 
되돌아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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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 설정 리스트에서 업 / 다운 버튼을 사용해 “EV”를 선택한 후, “OK 버튼” 을 누르면 
설정화면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2 / +1.7 / +1.3 / +1 / +0.7 / +0.3 / 0 / -0.3 / -0.7 / -1 / -1.3 / 
-1.7 / -2 중 하나를 선택하신 후, “OK 버튼”을 누르면 설정확인이 됩니다. 이어서 메뉴 
버튼을 누르면 원래 화면으로 되돌아 갑니다. 

        
 
* 품질: 설정 리스트에서 업 / 다운 버튼을 사용해 “품질”을 선택한 후,  “OK 버튼” 을 
누르면 설정화면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최상 /보통 / 상 (SUPER FINE / NORMAL / FINE) 
중 하나를 선택하신 후, “OK 버튼”을 누르면 설정확인이 됩니다. 이어서 메뉴 버튼을 
누르면 원래 화면으로 되돌아 갑니다. 

     

* 화이트밸런스: 설정 리스트에서 업 / 다운 버튼을 사용해 “화이트밸런스” 를 선택한 후,  
“OK 버튼” 을 누르면 설정화면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자동 / 맑음 / 흐림 / 텅스텐 / 
형광등 (AUTO / SUNNY / CLOUDY / TUNGSTEN / FLUORESCENT) 중 하나를 선택하신 
후, “OK 버튼”을 누르면 설정확인이 됩니다. 이어서 메뉴 버튼을 누르면 원래 화면으로 
되돌아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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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광: 설정 리스트에서 업 / 다운 버튼을 사용해 “측광” 을 선택한 후,  “OK 버튼” 을 
누르면 설정화면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평균/ 스팟 / 센터 (AVERAGE / SPOT / CENTER) 
중 하나를 선택하신 후, “OK 버튼”을 누르면 설정확인이 됩니다. 이어서 메뉴 버튼을 
누르면 원래 화면으로 되돌아 갑니다. 

      

 
* 대비: 설정 리스트에서 업 / 다운 버튼을 사용해 “대비”를 선택한 후,  “OK 버튼” 을 
누르면 설정화면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표준 / 하드 / 소프트 (STANDARD / HARD / 
SOFT) 중 하나를 선택하신 후, “OK 버튼”을 누르면 설정확인이 됩니다. 이어서 메뉴 
버튼을 누르면 원래 화면으로 되돌아 갑니다.  

      

 
* 샤프니스: 설정 리스트에서 업 / 다운 버튼을 사용해 “샤프니스”를 선택한 후,  “OK 
버튼” 을 누르면 설정화면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표준 / 하드 / 소프트 (STANDARD / 
HARD / SOFT) 중 하나를 선택하신 후, “OK 버튼”을 누르면 설정확인이 됩니다. 이어서 
메뉴 버튼을 누르면 원래 화면으로 되돌아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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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펙트: 설정 리스트에서 업 / 다운 버튼을 사용해 “이펙트”를 선택한 후,  “OK 버튼” 을 
누르면 설정화면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끄기/ 아트 / 암갈색 / 네거티브 / 모노크롬 / 
선명 (OFF/ ART / SEPIA / NEGATIVE / MONOCHROME / VIVID) 중 하나를 선택하신 후, 
“OK 버튼”을 누르면 설정확인이 됩니다. 이어서 메뉴 버튼을 누르면 원래 화면으로 
되돌아 갑니다. 

      

 
* 셀프타이머: 설정 리스트에서 업 / 다운 버튼을 사용해 “셀프타이머”를 선택한 후,  “OK 
버튼” 을 누르면 설정화면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끄기/ 5 초 / 10 초 / 30 초 / 60 초 (OFF/ 5 
SECONDS / 10 SECONDS / 30 SECONDS / 60 SECONDS) 중 하나를 선택하신 후, “OK 
버튼”을 누르면 설정확인이 됩니다. 이어서 메뉴 버튼을 누르면 원래 화면으로 되돌아 
갑니다. 

      

* 버스트: 설정 리스트에서 업 / 다운 버튼을 사용해 “버스트”를 선택한 후,  “OK 버튼” 을 
누르면 설정화면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끄기 / 3 장/ 5 장/ 10 장 (NO/ 3 PICS / 5 PICS / 10 
PICS) 중 하나를 선택하신 후, “OK 버튼”을 누르면 설정확인이 됩니다. 이어서 메뉴 
버튼을 누르면 원래 화면으로 되돌아 갑니다. 
주의사항: 본 기능은 카메라 빠른 속도로 "버스트"에서 이미지를 선택해 찍을 수 있도록 
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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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플립: 설정 리스트에서 업 / 다운 버튼을 사용해 “비디오플립”을 선택한 후, “OK 
버튼” 을 누르면 설정화면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켜기(ON) 혹은 끄기(OFF) 중 하나를 
선택한 후, “OK 버튼”을 누르면 설정확인이 됩니다. 이어서 메뉴 버튼을 누르면 원래 
화면으로 되돌아 갑니다. 
주의사항: 본 기능은 카메라가 아래서 사용되었을 경우 이를 180 도 전환해 주게 됩니다. 

     

 
* 시간 경과: 설정 리스트에서 업 / 다운 버튼을 사용해 “시간 경과”를 선택한 후,  “OK 
버튼” 을 누르면 설정화면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끄기 / 1 초 / 2 초 / 5 초 / 10 초 / 30 초 / 
60 초 / 120 초 / 180 초 (OFF / 1 SECOND / 2 SECONDS / 5 SECONDS / 10 SECONDS / 30 
SECONDS / 60 SECONDS / 120 SECONDS / 180 SECONDS) 중 하나를 선택하신 후, “OK 
버튼”을 누르면 설정확인이 됩니다. 이어서 메뉴 버튼을 누르면 원래 화면으로 되돌아 
갑니다. 
주의사항: 선택을 마치고 셔터 버튼을 누르면 해당 기능이 작동하며, 사진은 설정된 시간 
경과 값에 따라 자동으로 찍히게 되며, 다시 한번 셔터 버튼을 누르면 멈추게 됩니다. 

     

 
 

재생 모드:  
모드 버튼을 눌러 재생로 들어갑니다. LCD  상에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표시되며 

업/다운 버튼을 사용해 재생하고자 하는 비디오 혹은 사진 파일을 선택한 후 OK 버튼을 
누리면 재생하기/보기 기능이 실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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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 재생:  

업 /다운 버튼을 사용해 재생하고자 하는 비디오 파일을 선택한 후, OK 버튼을 누르면 
재생됩니다. OK 버튼을 다시 한 번 누르면 비디오 재생이 멈추고 UP 버튼으로 빨리 
재생하기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진 재생:  

업/다운 버튼을 사용해 보기를 원하는사진을 선택합니다. 
재생 설정들: 

재생 모드로 들어간 후, 메뉴 버튼을 선택해 각종 기능들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업/다운 버튼을 통해 삭제 혹은 슬라이드 쇼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삭제: 업/다운 버튼을 통해 삭제하고자 하는 비디오와 사진을 선택합니다. 메뉴 버튼을 
사용해 “삭제하기”를 선택한 후, OK 버튼을 눌러 설정 화면으로 들어갑니다. 업/다운 
버튼으로 YES (단일 이미지) 혹은 모두 삭제를 선택합니다. 

     

 
* 슬라이드 쇼: 재생 모드에서 메뉴 버튼을 눌러 설정 리스트 화면으로 들어갑니다. 
이어서 업/다운 버튼을 사용해  “슬라이드 쇼”를 선택한 후, 다시 끄기 / 1 초 / 3 초 / 5 초 
(NO / 1 SECOND / 3 SECONDS / 5 SECONDS) 중 하나를 선택하고  OK 버튼을 누르면 
설정이 완료됩니다. 메뉴 버튼을 눌러 재생 화면으로 들어가면 이미지들이 슬라이드 
형식으로 보여지며 다시 한번 버튼을 누르면 슬라이드 쇼가 중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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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들: 
메뉴 버튼을 누른 후, 업 버튼과  OK 버튼을 눌러 어떠한 모드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본 

설정 내용에는 언어, 볼륨, 날짜, 시계, 포맷, 시스템 초기화, 자동 꺼짐, 라이트 FREO, 
TV 아웃, 스템프, LCD 끄기, 버전 등의 각종 설정값들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언어: 업/다운 버튼으로 ”언어”를 선택한 후, OK 버튼을 누르면 언어 설정화면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영어, 포르투갈어, 러시아어, 한국어, 스페인어, 이탈리아어, 독일어, 
프랑스어, 일본어, 번체 중국어, 간체 중국어 등과 같은 언어 (ENGLISH, PORTUGUESE, 
русский, KOREAN, SPANISH, ITALIANO, DEUTSCH, FRANÇAIS, 日文, 繁體中文, 
简体中文)중 하나를 선택한 후, OK 버튼을 누르고 다시 메뉴 버튼을 눌러 원래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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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륨:  업/다운 버튼으로  ”볼륨”을 선택한 후, OK 버튼을 누르면 볼륨 설정 화면이 
나타납니다. 7 단계의 볼륨 중 하나의 볼륨을 선택한 후, OK 버튼을 누르고 다시 메뉴 
버튼을 눌러 원래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 날짜: 업/다운 버튼으로  ”날짜”을 선택한 후, OK 버튼을 누르면 날짜 설정 화면이 
나타납니다. 업/다운 버튼을 다시 누르면 날짜를 설정할 수 있으며, 설정을 마친 후, OK 
버튼을 눌러 년도/월/일을(Year/Month/Day) 선택해 설정을 합니다. 설정을 마친 후, OK 
버튼을 누르고 다시 메뉴 버튼을 눌러 원래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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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업/다운 버튼으로  ”시간”을 선택한 후, OK 버튼을 누르면 날짜 설정 화면이 
나타납니다. 업/다운 버튼으로 시간을 조절하고 OK 버튼을 누르면시간 / 분를 (Minute / 
second) 설정할 수 있습니다. 설정을 마친 후, “OK 버튼”을 누르면 설정확인이 됩니다. 
이어서 메뉴 버튼을 누르면 원래 화면으로 되돌아 갑니다. 

     

 
* 포멧: 업/다운 버튼으로  ”시간”을 선택한 후, OK 버튼을 누르면 포맷 설정 화면이 
나타납니다. 예(YES) 혹은 아니오(NO) 중 하나를 선택하하, “OK 버튼”을 누르면 포멧이 
진행됩니다. 이어서 메뉴 버튼을 누르면 원래 화면으로 되돌아 갑니다. 

     

 
* 시스템초기화: 업/다운 버튼으로  ”시스템 초기화”를 선택한 후, OK 버튼을 누르면 
시스템 초기화 화면으로 들어갑니다. OK 버튼을 누르고예(YES) 혹은 아니오(NO) 중 “OK 
버튼”을 누르면 초기화가 진행됩니다. 이어서 메뉴 버튼을 누르면 원래 화면으로 되돌아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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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 꺼짐: 업/다운 버튼으로  ”자동 꺼짐”를 선택한 후, OK 버튼을 누르면 시스템 자동 
꺼짐 설정 화면으로 들어갑니다. 끄기 / 1 분 / 3 분 / 5 분 (OFF / 1 MIN / 3 MINS / 5 MINS) 
중 하나를 선택한 후, “OK 버튼”을 누르면 설정확인이 됩니다. 이어서 메뉴 버튼을 
누르면 원래 화면으로 되돌아 갑니다. 

     

 
* 라이트 주파수:  업/다운 버튼으로 ”라이트 주파수”를 선택한 후, OK 버튼을 누르면 
라이트 주파수 설정 화면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50 HZ / 60 HZ 중 해당 국가에 맞는 
표준 주파수를 선택하여 조절한 후,  “OK 버튼”을 누르면 설정확인이 됩니다. 이어서 
메뉴 버튼을 누르면 원래 화면으로 되돌아 갑니다. 

     

 
* TV 아웃: 업/다운 버튼으로 ”티비 아웃”를 선택한 후, OK 버튼을 누르면 티비 아웃 설정 
화면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NTSC / PAL 중 해당 국가에 맞는 사항을 선택한 후, “OK 
버튼”을 누르면 설정확인이 됩니다. 이어서 메뉴 버튼을 누르면 원래 화면으로 되돌아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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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템프: 업/다운 버튼으로 ”스탬프”를 선택한 후, OK 버튼을 누르면 스탬프 설정 
화면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끄기, 날짜, 시간. / 시계 (OFF、DATE、DATE / CLOCK)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되면 상세한 날짜가 비디오나 혹은 사진에 찍히게 됩니다. 설정을 마친 
후, “OK 버튼”을 누르면 설정확인이 됩니다. 이어서 메뉴 버튼을 누르면 원래 화면으로 
되돌아 갑니다. 

     

 
* LCD 끄기: 업/다운 버튼으로 ”LCD 끄기”를 선택한 후, OK 버튼을 누르면 스탬프 설정 
화면으로 들어갑니다. 끄기、1 분、3 분 (OFF、1 MIN、3 MINS) 중 하나를 선택하고, 
“OK 버튼”을 누르면 설정확인이 됩니다. 이어서 메뉴 버튼을 누르면 원래 화면으로 
되돌아 갑니다. 

     

 
* 버전: 업/다운 버튼을 선택해 사용 중인 소프트웨어의 현재 ”버전” 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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