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Русский

Меры предосторожности
Табличка с названием модели и ее характеристиками расположена 
на задней части пульта дистанцион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Если необходимо прочитать информацию на ней, отсоедините 
ремень.

В данном руководстве описываются только основные операции, 
которые можно выполнять с устройством просмотра в реальном 
времени RM-LVR3.

Перед использованием необходимо подключить камеру 
с помощью Wi-Fi, как описано в данном руководстве.

Для получения дополнительной информации см. 
“Справочное руководство” (веб-руководство).
http://rd1.sony.net/help/cam/1650/h_zz/

Детали и элементы управления
 Область разъема
 Кнопка  (вкл./режим 

ожидания)
 Индикатор CHG (зарядка)
 Экран LCD
 Кнопки UP/DOWN
 Кнопка REC/ENTER
 Индикатор REC/Wi-Fi
 Кнопка MENU

•	Чтобы выполнить сброс пульта дистанцион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одновременно 
нажмите кнопки MENU, REC/ENTER и DOWN.

Индикации на экране
 Настройка соединения Wi-Fi
 Состояние подключения 

Bluetooth
 Состояние приема сигнала 

GPS камерой
 Показания часов
 Уровень зарядки батареи 

камеры
 Уровень зарядки батареи 

пульта дистанцион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Включение/выключение 
функции блокировки кнопок

 Руководство по эксплуатации
 Коэффициент увеличения
 Угол
 Настройка SteadyShot
 Качество изображения 

(частота кадров)

Дисплей просмотра в 
реальном времени

 Формат видеосъемки
 Доступное время записи/

время записи
 Режим съемки
 Включение/выключение 

аудиозаписи
 Предупреждение о 

повышении температуры 
камеры

Примечание
•	Отображение различается в зависимости от того, какая камера 

подключена.

Зарядка пульта дистанцион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1 Убедитесь, что питание пульта дистанцион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выключено (OFF).

2 Подсоединение пульта дистанцион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к 
базе (прилагается).

Примечание
•	Если область разъема пульта дистанцион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влажная 

или загрязненная, сотрите влагу или пыль перед подсоединением.

3 Подключите базу к включенному компьютеру с 
помощью кабеля Micro USB (прилагается).

Горит желтым 
при зарядке

Кабель Micro USB

После завершения зарядки индикатор CHG (зарядка) погаснет.

Примечания
•	Пульт дистанцион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можно заряжать, даже если он не 

полностью разряжен. Кроме того, даже если пульт дистанцион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был заряжен не полностью, можно использовать частичный 
заряд батарейного блока.

•	При включении питания пульта дистанцион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на него 
подается питание, но зарядка не выполняется.

•	Когда пульт дистанцион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будет полностью заряжен, 
индикатор CHG (зарядка) сразу погаснет.

Настройка даты и времени/зоны

1 Для включения пульта дистанцион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нажмите кнопку  (вкл./режим ожидания).

При первом включении пульта дистанцион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отобразится экран установки даты и времени/региона.

2 Установите дату и время/регион.

Для выбора необходимого элемента нажимайте кнопку UP или 
DOWN, затем нажмите кнопку REC/ENTER для его активации. 
Экран настройки даты и времени/региона переключается в 
следующем порядке.

Значение региона Формат даты

Настройка 
перехода на 
летнее время

Настройка 
отображения: 
год-месяц-день

Подтверждение 
настройки даты и 
времени/региона

Настройка даты и 
времени

Нажмите кнопку REC/ENTER на экране подтверждения 
настройки даты и времени/региона для подтверждения 
необходимого элемента, затем отобразится экран ожидания 
Wi-Fi.

Советы
•	Регионы определяются по разнице времени между средним временем по 

Гринвичу (GMT) и стандартным местным временем. Для получения 
дополнительной информации о разнице во времени см. раздел “Перечень 
значений разницы во времени между мировыми столицами” в документе 
“Справочное руководство” (веб-руководство).

•	Чтобы снова установить дату и время, нажмите кнопку MENU пульта 
дистанцион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для выбора пункта  (настройка даты и 
времени)/  (значение региона)/  (настройка перехода на летнее 
время) в меню  (настройки пульта дистанцион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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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주의사항

기명판은 리모컨 뒷면에 있습니다.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벨트를 분리해 주십시오.

본 설명서에서는 라이브 뷰 리모컨 RM-LVR3의 기본 작동법을 
설명합니다.

사용하기 전에 본 설명서에 설명된 것처럼 Wi-Fi를 통해 
카메라를 연결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도움말 안내"를 참조하십시오(웹 설명서).
http://rd1.sony.net/help/cam/1650/h_zz/

각 부분과 조작 버튼
 단자 부분

 (켬/대기) 버튼

 CHG(충전) 램프

 LCD 화면

 UP/DOWN 버튼

 REC/ENTER 버튼

 REC/Wi-Fi 램프

 MENU 버튼

• 리모컨을 재설정하려면 MENU 버튼을 누르고, REC/ENTER 버튼 및 DOWN 

버튼을 동시에 누릅니다.

화면 표시
 Wi-Fi 연결 설정

 Bluetooth 연결 상태

 카메라의 GPS 수신 상태

 시계 시각

 카메라의 배터리 잔량

 리모컨 배터리 잔량

 버튼 홀드 기능 ON/OFF

 작동 가이드

 줌 배율

 각도

 SteadyShot 설정

 화질(프레임 속도)

 동영상 형식

라이브 뷰 디스플레이

 녹화 가능한 시간/녹화 시간

 촬영 모드

 오디오 녹음 ON/OFF

 카메라 온도 상승 경고

주의점

• 연결된 카메라에 따라 표시가 달라집니다.

리모컨 충전

1 리모컨 전원이 OFF 상태인지 확인합니다.

2 리모컨을 크래들(부속)에 장착합니다.

주의점

• 리모컨의 단자 부분이 젖었거나 먼지가 낀 경우 장착하기 전에 물기 또는 

먼지를 닦으십시오.

3 마이크로 USB 케이블(부속)을 사용하여 작동 중인 컴퓨터에 
크래들을 연결합니다.

충전 중 
호박색으로 점등

마이크로 USB 케이블

충전이 완료되면 CHG(충전) 램프가 꺼집니다.

주의

• 리모컨이 완전히 방전되지 않았더라도 충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리모컨이 

만충전되지 않았더라도 일부만 충전된 상태로 배터리 팩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리모컨의 전원이 켜져 있으면 전원이 공급되지만 충전은 되지 않습니다.

• 리모컨이 완전히 충전되면 CHG(충전) 램프가 즉시 꺼집니다.

날짜 및 시간/지역 설정

1 (켬/대기) 버튼을 눌러 리모컨을 켭니다.

리모컨을 처음 켜면 날짜 및 시간/지역 설정 화면이 표시됩니다.

2 날짜 및 시간/지역을 설정합니다.

UP 버튼 또는 DOWN 버튼을 눌러 원하는 항목을 선택한 다음 
REC/ENTER 버튼을 눌러 실행합니다. 날짜 및 시간/지역 설정 
화면이 다음 순서로 전환됩니다.

지역 설정 날짜 형식
일광 절약 시간(서머 
타임) 설정

연-월-일 설정
날짜 및 시간/지역 
설정 확인시계 시각 설정

날짜 및 시간/지역 설정 확인 화면에서 REC/ENTER 버튼을 눌러 
원하는 항목을 확인하면 Wi-Fi 대기 화면이 표시됩니다.

힌트

• 지역은 그리니치 표준시(GMT)와 거주 지역 간의 시차로 정의됩니다. 시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도움말 안내"(웹 설명서)의 "세계 수도의 시차 목록"을 

참조하십시오.

• 날짜 및 시간을 다시 설정하려면 리모컨의 MENU 버튼을 눌러 (리모컨 설정)

에서 (날짜 및 시간 설정)/ (지역 설정)/ (일광 절약 시간(서머 타임) 

설정)을 선택합니다.

리모컨을 카메라에 연결

본 설명서는 리모컨을 카메라 1대에 연결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리모컨을 카메라 여러 대에 연결하는 방법은 "도움말 안내"(웹 설명서)를 
참조 하십시오.
카메라 조작에 대한 내용은 카메라의 사용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1 리모컨을 켭니다.

리모컨이 활성화되면 Wi-Fi 대기 화면이 표시됩니다.

2 카메라를 켠 다음, 카메라 설정을 확인합니다.

카메라의 디스플레이 패널에 Wi-Fi 마크가 표시되는지 확인합니다.

3 리모컨에 연결할 카메라를 선택한 다음, REC/ENTER 
버튼을 누릅니다.

4 리모컨을 카메라에 등록합니다.

카메라의 디스플레이 패널에 가 표시되면 [OK]를 선택한 
다음, 카메라의 REC/ENTER 버튼을 누릅니다.

주의점

• 카메라의 디스플레이 패널에 가 표시되지 않으면 카메라를 

재시작하고 2단계부터 다시 시도하십시오.

리모컨의 LCD 화면이 라이브 뷰 화면으로 전환되면 카메라와의 
연결이 완료됩니다.

주의점

• 카메라와의 연결이 완료되지 않으면 신호 트래픽이 많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다른 위치로 이동하여 다시 시도해 보십시오.

촬영 모드 전환

1 MENU 버튼을 눌러 (촬영 모드)를 선택한 다음, REC/
ENTER 버튼을 누릅니다.

2 UP 버튼 또는 DOWN 버튼을 눌러 촬영 모드를 선택한 다음 
REC/ENTER 버튼을 누릅니다.

디스플레이 왼쪽 아래에 촬영 모드 아이콘이 표시됩니다.

촬영

동영상 촬영 시
다음 조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도움말 안내"(웹 설명서) 또는 카메라의 
사용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 정지 이미지
• 타임랩스 캡처
• 루프 녹화

1 REC/ENTER 버튼을 눌러 녹화를 시작합니다.

REC/Wi-Fi 램프가 파란색에서 빨간색으로 바뀝니다.

2 REC/ENTER 버튼을 다시 눌러 녹화를 중지합니다.

REC/Wi-Fi 램프가 빨간색에서 파란색으로 바뀝니다.

카메라 설정

1 MENU 버튼을 눌러 (촬영 설정)을 선택한 다음, REC/
ENTER 버튼을 누릅니다.

2 UP 버튼 또는 DOWN 버튼을 눌러 촬영 항목을 선택한 다음 
REC/ENTER 버튼을 누릅니다.

아이콘 설정 항목

화질 설정

동영상 형식

타임랩스 캡처 이미지 

크기

루프 녹화 시간

정지 이미지 모드 전환

정지 이미지 촬영 간격

셀프타이머

타임랩스 촬영 간격

타임랩스 샷 번호

SteadyShot(동영상)

아이콘 설정 항목

SteadyShot(정지 

이미지)

각도 설정

줌 설정

뒤집기

AE 시프트

타임랩스 AE 모드

장면

화이트 밸런스

컬러 모드

오디오 녹음 설정

바람 소리 감소

설정 항목에 자세한 내용은 "도움말 안내"(웹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http://rd1.sony.net/help/cam/1650/h_zz/

주의점

• 설정할 수 있는 항목은 촬영 모드에 따라 다릅니다.

리모컨 설정

리모컨 전원에 따라 카메라 켜기/끄기
리모컨을 켜거나 끄면 해당 카메라 도 함께 켜지거나 꺼집니다.
이 기능을 OFF로 설정하려면 카메라의 MENU 버튼을 누른 다음, UP 
버튼 또는 DOWN 버튼을 눌러 (카메라 설정)  (Bluetooth 
리모컨 전원 설정)  를 선택합니다.

촬영 중에 LCD 화면 디스플레이를 
자동으로 끄기
배터리 소비를 줄이기 위해 촬영 중에는 LCD 화면 디스플레이가 
자동으로 꺼집니다.
이 기능을 OFF로 설정하려면 MENU 버튼을 누른 다음, UP 버튼 또는 
DOWN 버튼을 눌러 (리모컨 설정)  (촬영 중 자동 모니터 
끔)  를 선택합니다.

리모컨 장착

리모컨을 벨트에 장착
 손가락으로 벨트 뒷면의 해제 레버를 반대편으로 민 상태에서 벨트의 

오목한 부분에 리모컨의 돌출부를 맞춥니다.
 리모컨이 벨트에 제대로 들어갔는지 확인한 다음, 손가락을 해제 

레버에서 뗍니다.
• 해제 레버가 원래 위치로 복귀되고 리모컨이 벨트에 장착됩니다.

 

벨트를 팔에 착용

벨트의 한쪽 끝을 반대쪽 끝의 구멍에 통과시키고 벨트를 로 
고정합니다. 그런 다음 를 밀어서 벨트를 단단히 고정합니다.



리모컨을 마운트 어댑터에 장착
 손가락으로 해제 레버를 반대편으로 민 상태에서 마운트 어댑터의 

오목한 부분에 리모컨의 돌출부를 맞춥니다.
 리모컨이 마운트 어댑터에 제대로 들어갔는지 확인한 다음, 손가락을 

해제 레버에서 뗍니다.
• 해제 레버가 원래 위치로 복귀되고 리모컨이 마운트 어댑터에 장착됩니다.

 

식별부호 : MSIP-RMI-SOK-RM-LVR3

상호명 : 소니코리아㈜

제품명칭 : Live-View Remote

모델명 : RM-LVR3

제조연월 : 제품에 표시

제조자/제조국가 : Sony Corporation/China

경고

화재나 감전 위험을 줄이려면
1)본 제품에 비 등 물기가 닿지 않도록 하십시오.
2)본 제품 위에 꽃병 등 액체가 들어있는 물건을 올려놓지 마십시오.

배터리를 햇빛, 불 등과 같은 과도한 열에 노출시키지 마십시오.

경고

열기가 나오거나 화재 또는 폭발할 위험이 있으므로 다음 주의 사항을 잘 
읽으십 시오.

* 리튬 이온 배터리는 제품에 내장되어 있습니다.
• 지정된 충전 방법으로 제품을 충전하십시오.
• 제품을 소각하거나 화기 근처에 두지 마십시오. 제품을 전자레인지에 

넣지 마십 시오.
• 날씨가 더울 때는 제품을 차량에 놓아 두지 마십시오.
• 대중 목욕탕과 같은 고온다습한 장소에 제품을 보관하거나 사용하지 

마십시오.
• 제품을 분해하거나 찌그러트리거나 구멍을 내지 마십시오.
• 높은 곳에서 떨어트리는 등 제품에 과도한 충격을 주지 마십시오.
• 60℃가 넘는 고온에 제품을 방치하지 마십시오.
• 건조한 상태를 유지하십시오.
• 다 쓴 배터리는 함부로 버리지 마십시오.
• 배터리를 폐기할 경우 소각 및 불속에 버리지 마십시오. 열로 인해 폭발 

및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배터리는 집안 쓰레기들과 같이 버리지 말아주십시오. 재활용으로 

분리배출 하십시오.
• 2차 단전지나 전지를 폐기할 때는 서로 다른 전기 화학 시스템을 가진 

단전지나 전지를 서로 격리해 주십시오.
• 단락으로 인한 전지의 발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전상태로 폐기하여 

주십시오.
• 단자 부분이 쇼트(단락)하지 않도록 테이프 등으로 싸서 버려 주십시오.
• 취급설명서로 지정한 충전 방법을 따 라서 충전하십시오.

제조 년월 : 전지 제조년월은 라벨을 붙이기 위한 곳에 표시됩니다.

AC 어댑터(별매)
AC 어댑터(별매)를 사용할 경우 주변의 콘센트를 사용하십시오. 제품 
사용 중에 오작동이 발생한 경우 즉시 콘센트에서 AC 어댑터(별매)를 
빼십시오.

이 기기는 가정용(B 급) 전자파적합기기로서 주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모든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의점
데이터 전송 중에 정전기나 전자기 등의 영향으로 인하여 전송이 
중지되었을 경우 (데이터 전송에 실패했을 경우) 에는 응용프로그램을 
다시 실행하거나 통신 케이블 (USB 등) 을 뺐다가 다시 접속하여 
주십시오.

본 제품은 검사를 통하여 3 미터 이내의 연결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 
EMC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전자파 적합) 규정의 기준 
한계를 준수함이 판명되었습니다.

본 기기의 화상 및 사운드는 특정 주파수의 전자기장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해당 무선설비는 전파혼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인명안전과 관련된 
서비스를 할 수 없습니다.

사용 시 주의 사항

[라이브 뷰 리모컨]

리모컨 장착
리모컨을 벨트 또는 마운트 어댑터에 단단히 장착하십시오. 잘못하면 
떨어져서 다치거나 파손될 수 있습니다.
다음 장소에서 리모컨을 사용하거나 보관하지 마십시오.
• 너무 더운 장소 

햇볕 아래에 주차된 자동차 실내와 같은 곳에서는 리모컨 본체가 
변형되어 고장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직사광선이 비치는 곳 또는 히터 근처 
리모컨을 직사광선이 비치는 곳이나 히터 근처에 두면 리모컨이 변색 
또는 변형되어 고장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강한 진동에 취약한 장소
• 강한 자기장 근처
• 모래나 먼지가 많은 곳 

모래나 먼지가 리모컨 내부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리모컨이 고장날 수 있고 심한 경우 고칠 수 없게 됩니다.

Wi-Fi/Bluetooth 기능
• 사용 지역의 규정에 따라 리모컨을 사용하십시오.
• 물속에서는 리모컨의 Wi-Fi/Bluetooth 기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무선 LAN 장치 사용 시 보안
• 해킹, 제삼자의 악의적인 액세스 및 기타 취약점을 방지하려면 무선 

LAN이 항상 보안되는지 확인하십시오.
• 무선 LAN에서 보안을 설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 부적절한 보안 수단이나 예측 가능한 환경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 경우 

Sony Corporation은 그에 따른 손해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응결에 대하여
리모컨을 추운 장소에서 따뜻한 장소로 바로 가져가면 리모컨 내부나 
외부에 습기가 맺힐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응결로 인해 리모컨이 고장날 수 
있습니다.

응결이 발생한 경우
리모컨을 끄고 습기가 증발할 때까지 한 시간 정도 기다리십시오.
작동 온도
• 리모컨은 -10℃ ~ +40℃ 범위의 온도에서 사용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범위를 벗어나 너무 춥거나 더운 장소에서의 사용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 LCD 화면과 캐비넷은 작동 중에 온도가 상승합니다. 이것은 
정상입니다.

LCD 화면 취급
• 화면이 손상될 수 있으므로 LCD 화면이 햇빛을 바라보도록 하지 

마십시오. 창가에 리모컨을 둘 때 주의하십시오.
• 리모컨을 추운 장소에서 사용할 경우 LCD 화면에 가로 선이나 잔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고장이 아닙니다. 리모컨이 예열되면 LCD 
화면이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리모컨의 방수 성능에 대하여

본 리모컨은 방수 설계되었습니다. 오용, 남용 또는 잘못된 유지 관리로 
인한 손상은 제한된 보증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수도꼭지 등 수압이 높은 곳에서 리모컨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 뜨거운 물에서 사용하지 마십시오.
• 0℃ ~ 40℃의 수온에서 리모컨을 사용하십시오.

물속/물가에서 리모컨을 사용하기 전 주의 사항
• 리모컨의 단자 부분(크래들에 연결되는 부분)에 먼지나 모래가 들어간 

경우 보풀이 없는 부드러운 천으로 해당 부위를 닦아내십시오.
• 물 근처에서 리모컨을 사용했거나, 젖은 손 또는 모래가 묻은 손으로 

리모컨을 만졌을 경우 크래들로 리모컨을 충전하기 전에 "물속/
물가에서 리모컨 사용 후 청소"에 설명된 절차를 수행하십시오.

물속/물가에서 리모컨 사용 시 주의 사항
• 물속에 뛰어드는 등의 충격을 리모컨에 주지 마십시오.
• 리모컨이 물에 빠집니다. 리모컨에 부속된 벨트를 사용하여 물에 빠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 리모컨이 물속에 있으면 거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고장이 

아닙니다.

물속/물가에서 리모컨 사용 후 청소
• 항상 사용 후 60분 이내에 물로 리모컨을 청소하십시오. 보이지 않는 

내부로 모래나 물이 들어갈 수 있으며 씻어내지 않으면 방수 성능이 
저하됩니다.

• 대야에 깨끗한 물을 넣고 리모컨을 5분 정도 담그십시오. 그런 다음 
리모컨을 가볍게 흔들고 물속에서 각 버튼을 눌러 버튼 주변에 묻은 
소금, 모래 또는 기타 물질을 씻어내십시오.

• 물기를 털어낸 다음 부드러운 헝겊으로 남은 물기를 닦아내십시오. 
통풍이 잘 되는 그늘진 장소에서 리모컨을 완전히 말리십시오. 리모컨이 
변형되거나 방수 성능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헤어 드라이어로 말리지 
마십시오.

• 부드럽고 마른 천으로 물방울이나 먼지를 닦으십시오.
• 리모컨이 완전히 마른 후에 리모컨을 크래들에 장착하십시오.
• 리모컨 본체가 선크림이나 선탠오일에 닿으면 변색될 수 있습니다. 

리모컨에 선크림이나 선탠오일이 묻은 경우 신속히 닦아내십시오.
• 리모컨 내부 또는 표면에 바닷물이 닿지 않게 하십시오. 그러면 

리모컨이 부식되거나 변색되고 방수 성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폐기
리모컨을 폐기하기 전에 배터리 팩을 분리하십시오.

배터리 팩 분리
내장 배터리 팩은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리모컨 폐기 시 내장 배터리 팩을 분리하십시오.

주의
배터리 팩 분리 시 다음 사항에 주의하십시오.
• 유아가 실수로 삼키지 않도록 나사 등을 제거하십시오.

• 손톱이나 손가락이 다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중요 정보
리모컨을 폐기할 때를 제외하고 나사를 분리하지 마십시오.
보증되지 않은 분해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면 수리나 교체가 
거부됩니다.

1 (켬/대기) 버튼을 눌러 리모컨의 전원을 끕니다.

2 십자 드라이버로 나사를 제거합니다. (나사 4개)

3 커버를 분리합니다.

4 배터리 팩을 꺼냅니다.

주요 제원

전원 요구 사항: 충전식 배터리 팩: 3.7 V(내장 배터리)
 마이크로 USB 단자: 5.0 V
USB 충전: DC 5.0 V, 500 mA
방수 성능: 수심 3 m, 30분 연속(모든 상황에서 방수 성능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작동 온도: -10℃ ~ +40℃
보관 온도: -20℃ ~ +60℃
외형 치수(약): 47.8 mm × 52.6 mm × 19.0 mm 

(W/H/D, 돌출부 제외)
중량: 약 46 g(본체만)
총 중량(사용 시): 약 83 g

(부속된 벨트 포함)
포함된 품목: 라이브 뷰 리모컨(1), 마이크로 USB 케이블(1)*, 

벨트(1), 마운트 어댑터(1), 크래들(1), 인쇄물
괄호 안의 숫자는 번들 품목의 수량을 나타냅니다.

* 카메라와 함께 판매된 리모컨인 경우에도 마이크로 USB 케이블이 하나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 디자인 및 주요 제원은 차기 업그레이드에서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제원은 "도움말 안내"(웹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상표에 대하여
• Wi-Fi, Wi-Fi 로고, Wi-Fi PROTECTED SET-UP은 Wi-Fi Alliance의 

등록 상표입니다.

• Adobe, Adobe 로고, Adobe Acrobat은 미국 및/또는 기타 국가에서 Adobe 

Systems Incorporated의 상표 또는 등록 상표입니다.

• Bluetooth® 문자 상표 및 로고는 Bluetooth SIG, Inc. 소유의 등록 상표이며 

Sony Corporation의 모든 해당 상표 사용은 라이센스 계약에 따릅니다. 기타 

상표 및 상호는 해당 소유자의 소유입니다.

또한 본 설명서에서 사용된 시스템 및 제품 이름은 일반적으로 해당 
개발업체 또는 제조업체의 상표 또는 등록 상표입니다. ™ 또는  마크는 
이 설명서에서 표시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한국어

주의사항

기명판은 리모컨 뒷면에 있습니다.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벨트를 분리해 주십시오.

본 설명서에서는 라이브 뷰 리모컨 RM-LVR3의 기본 작동법을 
설명합니다.

사용하기 전에 본 설명서에 설명된 것처럼 Wi-Fi를 통해 
카메라를 연결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도움말 안내"를 참조하십시오(웹 설명서).
http://rd1.sony.net/help/cam/1650/h_zz/

각 부분과 조작 버튼
 단자 부분

 (켬/대기) 버튼

 CHG(충전) 램프

 LCD 화면

 UP/DOWN 버튼

 REC/ENTER 버튼

 REC/Wi-Fi 램프

 MENU 버튼

• 리모컨을 재설정하려면 MENU 버튼을 누르고, REC/ENTER 버튼 및 DOWN 

버튼을 동시에 누릅니다.

화면 표시
 Wi-Fi 연결 설정

 Bluetooth 연결 상태

 카메라의 GPS 수신 상태

 시계 시각

 카메라의 배터리 잔량

 리모컨 배터리 잔량

 버튼 홀드 기능 ON/OFF

 작동 가이드

 줌 배율

 각도

 SteadyShot 설정

 화질(프레임 속도)

 동영상 형식

라이브 뷰 디스플레이

 녹화 가능한 시간/녹화 시간

 촬영 모드

 오디오 녹음 ON/OFF

 카메라 온도 상승 경고

주의점

• 연결된 카메라에 따라 표시가 달라집니다.

리모컨 충전

1 리모컨 전원이 OFF 상태인지 확인합니다.

2 리모컨을 크래들(부속)에 장착합니다.

주의점

• 리모컨의 단자 부분이 젖었거나 먼지가 낀 경우 장착하기 전에 물기 또는 

먼지를 닦으십시오.

3 마이크로 USB 케이블(부속)을 사용하여 작동 중인 컴퓨터에 
크래들을 연결합니다.

충전 중 
호박색으로 점등

마이크로 USB 케이블

충전이 완료되면 CHG(충전) 램프가 꺼집니다.

주의

• 리모컨이 완전히 방전되지 않았더라도 충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리모컨이 

만충전되지 않았더라도 일부만 충전된 상태로 배터리 팩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리모컨의 전원이 켜져 있으면 전원이 공급되지만 충전은 되지 않습니다.

• 리모컨이 완전히 충전되면 CHG(충전) 램프가 즉시 꺼집니다.

날짜 및 시간/지역 설정

1 (켬/대기) 버튼을 눌러 리모컨을 켭니다.

리모컨을 처음 켜면 날짜 및 시간/지역 설정 화면이 표시됩니다.

2 날짜 및 시간/지역을 설정합니다.

UP 버튼 또는 DOWN 버튼을 눌러 원하는 항목을 선택한 다음 
REC/ENTER 버튼을 눌러 실행합니다. 날짜 및 시간/지역 설정 
화면이 다음 순서로 전환됩니다.

지역 설정 날짜 형식
일광 절약 시간(서머 
타임) 설정

연-월-일 설정
날짜 및 시간/지역 
설정 확인시계 시각 설정

날짜 및 시간/지역 설정 확인 화면에서 REC/ENTER 버튼을 눌러 
원하는 항목을 확인하면 Wi-Fi 대기 화면이 표시됩니다.

힌트

• 지역은 그리니치 표준시(GMT)와 거주 지역 간의 시차로 정의됩니다. 시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도움말 안내"(웹 설명서)의 "세계 수도의 시차 목록"을 

참조하십시오.

• 날짜 및 시간을 다시 설정하려면 리모컨의 MENU 버튼을 눌러 (리모컨 설정)

에서 (날짜 및 시간 설정)/ (지역 설정)/ (일광 절약 시간(서머 타임) 

설정)을 선택합니다.

리모컨을 카메라에 연결

본 설명서는 리모컨을 카메라 1대에 연결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리모컨을 카메라 여러 대에 연결하는 방법은 "도움말 안내"(웹 설명서)를 
참조 하십시오.
카메라 조작에 대한 내용은 카메라의 사용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1 리모컨을 켭니다.

리모컨이 활성화되면 Wi-Fi 대기 화면이 표시됩니다.

2 카메라를 켠 다음, 카메라 설정을 확인합니다.

카메라의 디스플레이 패널에 Wi-Fi 마크가 표시되는지 확인합니다.

3 리모컨에 연결할 카메라를 선택한 다음, REC/ENTER 
버튼을 누릅니다.

4 리모컨을 카메라에 등록합니다.

카메라의 디스플레이 패널에 가 표시되면 [OK]를 선택한 
다음, 카메라의 REC/ENTER 버튼을 누릅니다.

주의점

• 카메라의 디스플레이 패널에 가 표시되지 않으면 카메라를 

재시작하고 2단계부터 다시 시도하십시오.

리모컨의 LCD 화면이 라이브 뷰 화면으로 전환되면 카메라와의 
연결이 완료됩니다.

주의점

• 카메라와의 연결이 완료되지 않으면 신호 트래픽이 많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다른 위치로 이동하여 다시 시도해 보십시오.

촬영 모드 전환

1 MENU 버튼을 눌러 (촬영 모드)를 선택한 다음, REC/
ENTER 버튼을 누릅니다.

2 UP 버튼 또는 DOWN 버튼을 눌러 촬영 모드를 선택한 다음 
REC/ENTER 버튼을 누릅니다.

디스플레이 왼쪽 아래에 촬영 모드 아이콘이 표시됩니다.

촬영

동영상 촬영 시
다음 조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도움말 안내"(웹 설명서) 또는 카메라의 
사용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 정지 이미지
• 타임랩스 캡처
• 루프 녹화

1 REC/ENTER 버튼을 눌러 녹화를 시작합니다.

REC/Wi-Fi 램프가 파란색에서 빨간색으로 바뀝니다.

2 REC/ENTER 버튼을 다시 눌러 녹화를 중지합니다.

REC/Wi-Fi 램프가 빨간색에서 파란색으로 바뀝니다.

카메라 설정

1 MENU 버튼을 눌러 (촬영 설정)을 선택한 다음, REC/
ENTER 버튼을 누릅니다.

2 UP 버튼 또는 DOWN 버튼을 눌러 촬영 항목을 선택한 다음 
REC/ENTER 버튼을 누릅니다.

아이콘 설정 항목

화질 설정

동영상 형식

타임랩스 캡처 이미지 

크기

루프 녹화 시간

정지 이미지 모드 전환

정지 이미지 촬영 간격

셀프타이머

타임랩스 촬영 간격

타임랩스 샷 번호

SteadyShot(동영상)

아이콘 설정 항목

SteadyShot(정지 

이미지)

각도 설정

줌 설정

뒤집기

AE 시프트

타임랩스 AE 모드

장면

화이트 밸런스

컬러 모드

오디오 녹음 설정

바람 소리 감소

설정 항목에 자세한 내용은 "도움말 안내"(웹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http://rd1.sony.net/help/cam/1650/h_zz/

주의점

• 설정할 수 있는 항목은 촬영 모드에 따라 다릅니다.

리모컨 설정

리모컨 전원에 따라 카메라 켜기/끄기
리모컨을 켜거나 끄면 해당 카메라 도 함께 켜지거나 꺼집니다.
이 기능을 OFF로 설정하려면 카메라의 MENU 버튼을 누른 다음, UP 
버튼 또는 DOWN 버튼을 눌러 (카메라 설정)  (Bluetooth 
리모컨 전원 설정)  를 선택합니다.

촬영 중에 LCD 화면 디스플레이를 
자동으로 끄기
배터리 소비를 줄이기 위해 촬영 중에는 LCD 화면 디스플레이가 
자동으로 꺼집니다.
이 기능을 OFF로 설정하려면 MENU 버튼을 누른 다음, UP 버튼 또는 
DOWN 버튼을 눌러 (리모컨 설정)  (촬영 중 자동 모니터 
끔)  를 선택합니다.

리모컨 장착

리모컨을 벨트에 장착
 손가락으로 벨트 뒷면의 해제 레버를 반대편으로 민 상태에서 벨트의 

오목한 부분에 리모컨의 돌출부를 맞춥니다.
 리모컨이 벨트에 제대로 들어갔는지 확인한 다음, 손가락을 해제 

레버에서 뗍니다.
• 해제 레버가 원래 위치로 복귀되고 리모컨이 벨트에 장착됩니다.

 

벨트를 팔에 착용

벨트의 한쪽 끝을 반대쪽 끝의 구멍에 통과시키고 벨트를 로 
고정합니다. 그런 다음 를 밀어서 벨트를 단단히 고정합니다.



리모컨을 마운트 어댑터에 장착
 손가락으로 해제 레버를 반대편으로 민 상태에서 마운트 어댑터의 

오목한 부분에 리모컨의 돌출부를 맞춥니다.
 리모컨이 마운트 어댑터에 제대로 들어갔는지 확인한 다음, 손가락을 

해제 레버에서 뗍니다.
• 해제 레버가 원래 위치로 복귀되고 리모컨이 마운트 어댑터에 장착됩니다.

 

식별부호 : MSIP-RMI-SOK-RM-LVR3

상호명 : 소니코리아㈜

제품명칭 : Live-View Remote

모델명 : RM-LVR3

제조연월 : 제품에 표시

제조자/제조국가 : Sony Corporation/China

경고

화재나 감전 위험을 줄이려면
1)본 제품에 비 등 물기가 닿지 않도록 하십시오.
2)본 제품 위에 꽃병 등 액체가 들어있는 물건을 올려놓지 마십시오.

배터리를 햇빛, 불 등과 같은 과도한 열에 노출시키지 마십시오.

경고

열기가 나오거나 화재 또는 폭발할 위험이 있으므로 다음 주의 사항을 잘 
읽으십 시오.

* 리튬 이온 배터리는 제품에 내장되어 있습니다.
• 지정된 충전 방법으로 제품을 충전하십시오.
• 제품을 소각하거나 화기 근처에 두지 마십시오. 제품을 전자레인지에 

넣지 마십 시오.
• 날씨가 더울 때는 제품을 차량에 놓아 두지 마십시오.
• 대중 목욕탕과 같은 고온다습한 장소에 제품을 보관하거나 사용하지 

마십시오.
• 제품을 분해하거나 찌그러트리거나 구멍을 내지 마십시오.
• 높은 곳에서 떨어트리는 등 제품에 과도한 충격을 주지 마십시오.
• 60℃가 넘는 고온에 제품을 방치하지 마십시오.
• 건조한 상태를 유지하십시오.
• 다 쓴 배터리는 함부로 버리지 마십시오.
• 배터리를 폐기할 경우 소각 및 불속에 버리지 마십시오. 열로 인해 폭발 

및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배터리는 집안 쓰레기들과 같이 버리지 말아주십시오. 재활용으로 

분리배출 하십시오.
• 2차 단전지나 전지를 폐기할 때는 서로 다른 전기 화학 시스템을 가진 

단전지나 전지를 서로 격리해 주십시오.
• 단락으로 인한 전지의 발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전상태로 폐기하여 

주십시오.
• 단자 부분이 쇼트(단락)하지 않도록 테이프 등으로 싸서 버려 주십시오.
• 취급설명서로 지정한 충전 방법을 따 라서 충전하십시오.

제조 년월 : 전지 제조년월은 라벨을 붙이기 위한 곳에 표시됩니다.

AC 어댑터(별매)
AC 어댑터(별매)를 사용할 경우 주변의 콘센트를 사용하십시오. 제품 
사용 중에 오작동이 발생한 경우 즉시 콘센트에서 AC 어댑터(별매)를 
빼십시오.

이 기기는 가정용(B 급) 전자파적합기기로서 주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모든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의점
데이터 전송 중에 정전기나 전자기 등의 영향으로 인하여 전송이 
중지되었을 경우 (데이터 전송에 실패했을 경우) 에는 응용프로그램을 
다시 실행하거나 통신 케이블 (USB 등) 을 뺐다가 다시 접속하여 
주십시오.

본 제품은 검사를 통하여 3 미터 이내의 연결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 
EMC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전자파 적합) 규정의 기준 
한계를 준수함이 판명되었습니다.

본 기기의 화상 및 사운드는 특정 주파수의 전자기장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해당 무선설비는 전파혼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인명안전과 관련된 
서비스를 할 수 없습니다.

사용 시 주의 사항

[라이브 뷰 리모컨]

리모컨 장착
리모컨을 벨트 또는 마운트 어댑터에 단단히 장착하십시오. 잘못하면 
떨어져서 다치거나 파손될 수 있습니다.
다음 장소에서 리모컨을 사용하거나 보관하지 마십시오.
• 너무 더운 장소 

햇볕 아래에 주차된 자동차 실내와 같은 곳에서는 리모컨 본체가 
변형되어 고장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직사광선이 비치는 곳 또는 히터 근처 
리모컨을 직사광선이 비치는 곳이나 히터 근처에 두면 리모컨이 변색 
또는 변형되어 고장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강한 진동에 취약한 장소
• 강한 자기장 근처
• 모래나 먼지가 많은 곳 

모래나 먼지가 리모컨 내부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리모컨이 고장날 수 있고 심한 경우 고칠 수 없게 됩니다.

Wi-Fi/Bluetooth 기능
• 사용 지역의 규정에 따라 리모컨을 사용하십시오.
• 물속에서는 리모컨의 Wi-Fi/Bluetooth 기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무선 LAN 장치 사용 시 보안
• 해킹, 제삼자의 악의적인 액세스 및 기타 취약점을 방지하려면 무선 

LAN이 항상 보안되는지 확인하십시오.
• 무선 LAN에서 보안을 설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 부적절한 보안 수단이나 예측 가능한 환경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 경우 

Sony Corporation은 그에 따른 손해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응결에 대하여
리모컨을 추운 장소에서 따뜻한 장소로 바로 가져가면 리모컨 내부나 
외부에 습기가 맺힐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응결로 인해 리모컨이 고장날 수 
있습니다.

응결이 발생한 경우
리모컨을 끄고 습기가 증발할 때까지 한 시간 정도 기다리십시오.
작동 온도
• 리모컨은 -10℃ ~ +40℃ 범위의 온도에서 사용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범위를 벗어나 너무 춥거나 더운 장소에서의 사용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 LCD 화면과 캐비넷은 작동 중에 온도가 상승합니다. 이것은 
정상입니다.

LCD 화면 취급
• 화면이 손상될 수 있으므로 LCD 화면이 햇빛을 바라보도록 하지 

마십시오. 창가에 리모컨을 둘 때 주의하십시오.
• 리모컨을 추운 장소에서 사용할 경우 LCD 화면에 가로 선이나 잔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고장이 아닙니다. 리모컨이 예열되면 LCD 
화면이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리모컨의 방수 성능에 대하여

본 리모컨은 방수 설계되었습니다. 오용, 남용 또는 잘못된 유지 관리로 
인한 손상은 제한된 보증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수도꼭지 등 수압이 높은 곳에서 리모컨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 뜨거운 물에서 사용하지 마십시오.
• 0℃ ~ 40℃의 수온에서 리모컨을 사용하십시오.

물속/물가에서 리모컨을 사용하기 전 주의 사항
• 리모컨의 단자 부분(크래들에 연결되는 부분)에 먼지나 모래가 들어간 

경우 보풀이 없는 부드러운 천으로 해당 부위를 닦아내십시오.
• 물 근처에서 리모컨을 사용했거나, 젖은 손 또는 모래가 묻은 손으로 

리모컨을 만졌을 경우 크래들로 리모컨을 충전하기 전에 "물속/
물가에서 리모컨 사용 후 청소"에 설명된 절차를 수행하십시오.

물속/물가에서 리모컨 사용 시 주의 사항
• 물속에 뛰어드는 등의 충격을 리모컨에 주지 마십시오.
• 리모컨이 물에 빠집니다. 리모컨에 부속된 벨트를 사용하여 물에 빠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 리모컨이 물속에 있으면 거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고장이 

아닙니다.

물속/물가에서 리모컨 사용 후 청소
• 항상 사용 후 60분 이내에 물로 리모컨을 청소하십시오. 보이지 않는 

내부로 모래나 물이 들어갈 수 있으며 씻어내지 않으면 방수 성능이 
저하됩니다.

• 대야에 깨끗한 물을 넣고 리모컨을 5분 정도 담그십시오. 그런 다음 
리모컨을 가볍게 흔들고 물속에서 각 버튼을 눌러 버튼 주변에 묻은 
소금, 모래 또는 기타 물질을 씻어내십시오.

• 물기를 털어낸 다음 부드러운 헝겊으로 남은 물기를 닦아내십시오. 
통풍이 잘 되는 그늘진 장소에서 리모컨을 완전히 말리십시오. 리모컨이 
변형되거나 방수 성능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헤어 드라이어로 말리지 
마십시오.

• 부드럽고 마른 천으로 물방울이나 먼지를 닦으십시오.
• 리모컨이 완전히 마른 후에 리모컨을 크래들에 장착하십시오.
• 리모컨 본체가 선크림이나 선탠오일에 닿으면 변색될 수 있습니다. 

리모컨에 선크림이나 선탠오일이 묻은 경우 신속히 닦아내십시오.
• 리모컨 내부 또는 표면에 바닷물이 닿지 않게 하십시오. 그러면 

리모컨이 부식되거나 변색되고 방수 성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폐기
리모컨을 폐기하기 전에 배터리 팩을 분리하십시오.

배터리 팩 분리
내장 배터리 팩은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리모컨 폐기 시 내장 배터리 팩을 분리하십시오.

주의
배터리 팩 분리 시 다음 사항에 주의하십시오.
• 유아가 실수로 삼키지 않도록 나사 등을 제거하십시오.

• 손톱이나 손가락이 다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중요 정보
리모컨을 폐기할 때를 제외하고 나사를 분리하지 마십시오.
보증되지 않은 분해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면 수리나 교체가 
거부됩니다.

1 (켬/대기) 버튼을 눌러 리모컨의 전원을 끕니다.

2 십자 드라이버로 나사를 제거합니다. (나사 4개)

3 커버를 분리합니다.

4 배터리 팩을 꺼냅니다.

주요 제원

전원 요구 사항: 충전식 배터리 팩: 3.7 V(내장 배터리)
 마이크로 USB 단자: 5.0 V
USB 충전: DC 5.0 V, 500 mA
방수 성능: 수심 3 m, 30분 연속(모든 상황에서 방수 성능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작동 온도: -10℃ ~ +40℃
보관 온도: -20℃ ~ +60℃
외형 치수(약): 47.8 mm × 52.6 mm × 19.0 mm 

(W/H/D, 돌출부 제외)
중량: 약 46 g(본체만)
총 중량(사용 시): 약 83 g

(부속된 벨트 포함)
포함된 품목: 라이브 뷰 리모컨(1), 마이크로 USB 케이블(1)*, 

벨트(1), 마운트 어댑터(1), 크래들(1), 인쇄물
괄호 안의 숫자는 번들 품목의 수량을 나타냅니다.

* 카메라와 함께 판매된 리모컨인 경우에도 마이크로 USB 케이블이 하나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 디자인 및 주요 제원은 차기 업그레이드에서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제원은 "도움말 안내"(웹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상표에 대하여
• Wi-Fi, Wi-Fi 로고, Wi-Fi PROTECTED SET-UP은 Wi-Fi Alliance의 

등록 상표입니다.

• Adobe, Adobe 로고, Adobe Acrobat은 미국 및/또는 기타 국가에서 Adobe 

Systems Incorporated의 상표 또는 등록 상표입니다.

• Bluetooth® 문자 상표 및 로고는 Bluetooth SIG, Inc. 소유의 등록 상표이며 

Sony Corporation의 모든 해당 상표 사용은 라이센스 계약에 따릅니다. 기타 

상표 및 상호는 해당 소유자의 소유입니다.

또한 본 설명서에서 사용된 시스템 및 제품 이름은 일반적으로 해당 
개발업체 또는 제조업체의 상표 또는 등록 상표입니다. ™ 또는  마크는 
이 설명서에서 표시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한국어

주의사항

기명판은 리모컨 뒷면에 있습니다.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벨트를 분리해 주십시오.

본 설명서에서는 라이브 뷰 리모컨 RM-LVR3의 기본 작동법을 
설명합니다.

사용하기 전에 본 설명서에 설명된 것처럼 Wi-Fi를 통해 
카메라를 연결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도움말 안내"를 참조하십시오(웹 설명서).
http://rd1.sony.net/help/cam/1650/h_zz/

각 부분과 조작 버튼
 단자 부분

 (켬/대기) 버튼

 CHG(충전) 램프

 LCD 화면

 UP/DOWN 버튼

 REC/ENTER 버튼

 REC/Wi-Fi 램프

 MENU 버튼

• 리모컨을 재설정하려면 MENU 버튼을 누르고, REC/ENTER 버튼 및 DOWN 

버튼을 동시에 누릅니다.

화면 표시
 Wi-Fi 연결 설정

 Bluetooth 연결 상태

 카메라의 GPS 수신 상태

 시계 시각

 카메라의 배터리 잔량

 리모컨 배터리 잔량

 버튼 홀드 기능 ON/OFF

 작동 가이드

 줌 배율

 각도

 SteadyShot 설정

 화질(프레임 속도)

 동영상 형식

라이브 뷰 디스플레이

 녹화 가능한 시간/녹화 시간

 촬영 모드

 오디오 녹음 ON/OFF

 카메라 온도 상승 경고

주의점

• 연결된 카메라에 따라 표시가 달라집니다.

리모컨 충전

1 리모컨 전원이 OFF 상태인지 확인합니다.

2 리모컨을 크래들(부속)에 장착합니다.

주의점

• 리모컨의 단자 부분이 젖었거나 먼지가 낀 경우 장착하기 전에 물기 또는 

먼지를 닦으십시오.

3 마이크로 USB 케이블(부속)을 사용하여 작동 중인 컴퓨터에 
크래들을 연결합니다.

충전 중 
호박색으로 점등

마이크로 USB 케이블

충전이 완료되면 CHG(충전) 램프가 꺼집니다.

주의

• 리모컨이 완전히 방전되지 않았더라도 충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리모컨이 

만충전되지 않았더라도 일부만 충전된 상태로 배터리 팩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리모컨의 전원이 켜져 있으면 전원이 공급되지만 충전은 되지 않습니다.

• 리모컨이 완전히 충전되면 CHG(충전) 램프가 즉시 꺼집니다.

날짜 및 시간/지역 설정

1 (켬/대기) 버튼을 눌러 리모컨을 켭니다.

리모컨을 처음 켜면 날짜 및 시간/지역 설정 화면이 표시됩니다.

2 날짜 및 시간/지역을 설정합니다.

UP 버튼 또는 DOWN 버튼을 눌러 원하는 항목을 선택한 다음 
REC/ENTER 버튼을 눌러 실행합니다. 날짜 및 시간/지역 설정 
화면이 다음 순서로 전환됩니다.

지역 설정 날짜 형식
일광 절약 시간(서머 
타임) 설정

연-월-일 설정
날짜 및 시간/지역 
설정 확인시계 시각 설정

날짜 및 시간/지역 설정 확인 화면에서 REC/ENTER 버튼을 눌러 
원하는 항목을 확인하면 Wi-Fi 대기 화면이 표시됩니다.

힌트

• 지역은 그리니치 표준시(GMT)와 거주 지역 간의 시차로 정의됩니다. 시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도움말 안내"(웹 설명서)의 "세계 수도의 시차 목록"을 

참조하십시오.

• 날짜 및 시간을 다시 설정하려면 리모컨의 MENU 버튼을 눌러 (리모컨 설정)

에서 (날짜 및 시간 설정)/ (지역 설정)/ (일광 절약 시간(서머 타임) 

설정)을 선택합니다.

리모컨을 카메라에 연결

본 설명서는 리모컨을 카메라 1대에 연결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리모컨을 카메라 여러 대에 연결하는 방법은 "도움말 안내"(웹 설명서)를 
참조 하십시오.
카메라 조작에 대한 내용은 카메라의 사용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1 리모컨을 켭니다.

리모컨이 활성화되면 Wi-Fi 대기 화면이 표시됩니다.

2 카메라를 켠 다음, 카메라 설정을 확인합니다.

카메라의 디스플레이 패널에 Wi-Fi 마크가 표시되는지 확인합니다.

3 리모컨에 연결할 카메라를 선택한 다음, REC/ENTER 
버튼을 누릅니다.

4 리모컨을 카메라에 등록합니다.

카메라의 디스플레이 패널에 가 표시되면 [OK]를 선택한 
다음, 카메라의 REC/ENTER 버튼을 누릅니다.

주의점

• 카메라의 디스플레이 패널에 가 표시되지 않으면 카메라를 

재시작하고 2단계부터 다시 시도하십시오.

리모컨의 LCD 화면이 라이브 뷰 화면으로 전환되면 카메라와의 
연결이 완료됩니다.

주의점

• 카메라와의 연결이 완료되지 않으면 신호 트래픽이 많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다른 위치로 이동하여 다시 시도해 보십시오.

촬영 모드 전환

1 MENU 버튼을 눌러 (촬영 모드)를 선택한 다음, REC/
ENTER 버튼을 누릅니다.

2 UP 버튼 또는 DOWN 버튼을 눌러 촬영 모드를 선택한 다음 
REC/ENTER 버튼을 누릅니다.

디스플레이 왼쪽 아래에 촬영 모드 아이콘이 표시됩니다.

촬영

동영상 촬영 시
다음 조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도움말 안내"(웹 설명서) 또는 카메라의 
사용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 정지 이미지
• 타임랩스 캡처
• 루프 녹화

1 REC/ENTER 버튼을 눌러 녹화를 시작합니다.

REC/Wi-Fi 램프가 파란색에서 빨간색으로 바뀝니다.

2 REC/ENTER 버튼을 다시 눌러 녹화를 중지합니다.

REC/Wi-Fi 램프가 빨간색에서 파란색으로 바뀝니다.

카메라 설정

1 MENU 버튼을 눌러 (촬영 설정)을 선택한 다음, REC/
ENTER 버튼을 누릅니다.

2 UP 버튼 또는 DOWN 버튼을 눌러 촬영 항목을 선택한 다음 
REC/ENTER 버튼을 누릅니다.

아이콘 설정 항목

화질 설정

동영상 형식

타임랩스 캡처 이미지 

크기

루프 녹화 시간

정지 이미지 모드 전환

정지 이미지 촬영 간격

셀프타이머

타임랩스 촬영 간격

타임랩스 샷 번호

SteadyShot(동영상)

아이콘 설정 항목

SteadyShot(정지 

이미지)

각도 설정

줌 설정

뒤집기

AE 시프트

타임랩스 AE 모드

장면

화이트 밸런스

컬러 모드

오디오 녹음 설정

바람 소리 감소

설정 항목에 자세한 내용은 "도움말 안내"(웹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http://rd1.sony.net/help/cam/1650/h_zz/

주의점

• 설정할 수 있는 항목은 촬영 모드에 따라 다릅니다.

리모컨 설정

리모컨 전원에 따라 카메라 켜기/끄기
리모컨을 켜거나 끄면 해당 카메라 도 함께 켜지거나 꺼집니다.
이 기능을 OFF로 설정하려면 카메라의 MENU 버튼을 누른 다음, UP 
버튼 또는 DOWN 버튼을 눌러 (카메라 설정)  (Bluetooth 
리모컨 전원 설정)  를 선택합니다.

촬영 중에 LCD 화면 디스플레이를 
자동으로 끄기
배터리 소비를 줄이기 위해 촬영 중에는 LCD 화면 디스플레이가 
자동으로 꺼집니다.
이 기능을 OFF로 설정하려면 MENU 버튼을 누른 다음, UP 버튼 또는 
DOWN 버튼을 눌러 (리모컨 설정)  (촬영 중 자동 모니터 
끔)  를 선택합니다.

리모컨 장착

리모컨을 벨트에 장착
 손가락으로 벨트 뒷면의 해제 레버를 반대편으로 민 상태에서 벨트의 

오목한 부분에 리모컨의 돌출부를 맞춥니다.
 리모컨이 벨트에 제대로 들어갔는지 확인한 다음, 손가락을 해제 

레버에서 뗍니다.
• 해제 레버가 원래 위치로 복귀되고 리모컨이 벨트에 장착됩니다.

 

벨트를 팔에 착용

벨트의 한쪽 끝을 반대쪽 끝의 구멍에 통과시키고 벨트를 로 
고정합니다. 그런 다음 를 밀어서 벨트를 단단히 고정합니다.



리모컨을 마운트 어댑터에 장착
 손가락으로 해제 레버를 반대편으로 민 상태에서 마운트 어댑터의 

오목한 부분에 리모컨의 돌출부를 맞춥니다.
 리모컨이 마운트 어댑터에 제대로 들어갔는지 확인한 다음, 손가락을 

해제 레버에서 뗍니다.
• 해제 레버가 원래 위치로 복귀되고 리모컨이 마운트 어댑터에 장착됩니다.

 

식별부호 : MSIP-RMI-SOK-RM-LVR3

상호명 : 소니코리아㈜

제품명칭 : Live-View Remote

모델명 : RM-LVR3

제조연월 : 제품에 표시

제조자/제조국가 : Sony Corporation/China

경고

화재나 감전 위험을 줄이려면
1)본 제품에 비 등 물기가 닿지 않도록 하십시오.
2)본 제품 위에 꽃병 등 액체가 들어있는 물건을 올려놓지 마십시오.

배터리를 햇빛, 불 등과 같은 과도한 열에 노출시키지 마십시오.

경고

열기가 나오거나 화재 또는 폭발할 위험이 있으므로 다음 주의 사항을 잘 
읽으십 시오.

* 리튬 이온 배터리는 제품에 내장되어 있습니다.
• 지정된 충전 방법으로 제품을 충전하십시오.
• 제품을 소각하거나 화기 근처에 두지 마십시오. 제품을 전자레인지에 

넣지 마십 시오.
• 날씨가 더울 때는 제품을 차량에 놓아 두지 마십시오.
• 대중 목욕탕과 같은 고온다습한 장소에 제품을 보관하거나 사용하지 

마십시오.
• 제품을 분해하거나 찌그러트리거나 구멍을 내지 마십시오.
• 높은 곳에서 떨어트리는 등 제품에 과도한 충격을 주지 마십시오.
• 60℃가 넘는 고온에 제품을 방치하지 마십시오.
• 건조한 상태를 유지하십시오.
• 다 쓴 배터리는 함부로 버리지 마십시오.
• 배터리를 폐기할 경우 소각 및 불속에 버리지 마십시오. 열로 인해 폭발 

및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배터리는 집안 쓰레기들과 같이 버리지 말아주십시오. 재활용으로 

분리배출 하십시오.
• 2차 단전지나 전지를 폐기할 때는 서로 다른 전기 화학 시스템을 가진 

단전지나 전지를 서로 격리해 주십시오.
• 단락으로 인한 전지의 발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전상태로 폐기하여 

주십시오.
• 단자 부분이 쇼트(단락)하지 않도록 테이프 등으로 싸서 버려 주십시오.
• 취급설명서로 지정한 충전 방법을 따 라서 충전하십시오.

제조 년월 : 전지 제조년월은 라벨을 붙이기 위한 곳에 표시됩니다.

AC 어댑터(별매)
AC 어댑터(별매)를 사용할 경우 주변의 콘센트를 사용하십시오. 제품 
사용 중에 오작동이 발생한 경우 즉시 콘센트에서 AC 어댑터(별매)를 
빼십시오.

이 기기는 가정용(B 급) 전자파적합기기로서 주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모든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의점
데이터 전송 중에 정전기나 전자기 등의 영향으로 인하여 전송이 
중지되었을 경우 (데이터 전송에 실패했을 경우) 에는 응용프로그램을 
다시 실행하거나 통신 케이블 (USB 등) 을 뺐다가 다시 접속하여 
주십시오.

본 제품은 검사를 통하여 3 미터 이내의 연결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 
EMC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전자파 적합) 규정의 기준 
한계를 준수함이 판명되었습니다.

본 기기의 화상 및 사운드는 특정 주파수의 전자기장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해당 무선설비는 전파혼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인명안전과 관련된 
서비스를 할 수 없습니다.

사용 시 주의 사항

[라이브 뷰 리모컨]

리모컨 장착
리모컨을 벨트 또는 마운트 어댑터에 단단히 장착하십시오. 잘못하면 
떨어져서 다치거나 파손될 수 있습니다.
다음 장소에서 리모컨을 사용하거나 보관하지 마십시오.
• 너무 더운 장소 

햇볕 아래에 주차된 자동차 실내와 같은 곳에서는 리모컨 본체가 
변형되어 고장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직사광선이 비치는 곳 또는 히터 근처 
리모컨을 직사광선이 비치는 곳이나 히터 근처에 두면 리모컨이 변색 
또는 변형되어 고장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강한 진동에 취약한 장소
• 강한 자기장 근처
• 모래나 먼지가 많은 곳 

모래나 먼지가 리모컨 내부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리모컨이 고장날 수 있고 심한 경우 고칠 수 없게 됩니다.

Wi-Fi/Bluetooth 기능
• 사용 지역의 규정에 따라 리모컨을 사용하십시오.
• 물속에서는 리모컨의 Wi-Fi/Bluetooth 기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무선 LAN 장치 사용 시 보안
• 해킹, 제삼자의 악의적인 액세스 및 기타 취약점을 방지하려면 무선 

LAN이 항상 보안되는지 확인하십시오.
• 무선 LAN에서 보안을 설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 부적절한 보안 수단이나 예측 가능한 환경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 경우 

Sony Corporation은 그에 따른 손해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응결에 대하여
리모컨을 추운 장소에서 따뜻한 장소로 바로 가져가면 리모컨 내부나 
외부에 습기가 맺힐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응결로 인해 리모컨이 고장날 수 
있습니다.

응결이 발생한 경우
리모컨을 끄고 습기가 증발할 때까지 한 시간 정도 기다리십시오.
작동 온도
• 리모컨은 -10℃ ~ +40℃ 범위의 온도에서 사용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범위를 벗어나 너무 춥거나 더운 장소에서의 사용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 LCD 화면과 캐비넷은 작동 중에 온도가 상승합니다. 이것은 
정상입니다.

LCD 화면 취급
• 화면이 손상될 수 있으므로 LCD 화면이 햇빛을 바라보도록 하지 

마십시오. 창가에 리모컨을 둘 때 주의하십시오.
• 리모컨을 추운 장소에서 사용할 경우 LCD 화면에 가로 선이나 잔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고장이 아닙니다. 리모컨이 예열되면 LCD 
화면이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리모컨의 방수 성능에 대하여

본 리모컨은 방수 설계되었습니다. 오용, 남용 또는 잘못된 유지 관리로 
인한 손상은 제한된 보증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수도꼭지 등 수압이 높은 곳에서 리모컨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 뜨거운 물에서 사용하지 마십시오.
• 0℃ ~ 40℃의 수온에서 리모컨을 사용하십시오.

물속/물가에서 리모컨을 사용하기 전 주의 사항
• 리모컨의 단자 부분(크래들에 연결되는 부분)에 먼지나 모래가 들어간 

경우 보풀이 없는 부드러운 천으로 해당 부위를 닦아내십시오.
• 물 근처에서 리모컨을 사용했거나, 젖은 손 또는 모래가 묻은 손으로 

리모컨을 만졌을 경우 크래들로 리모컨을 충전하기 전에 "물속/
물가에서 리모컨 사용 후 청소"에 설명된 절차를 수행하십시오.

물속/물가에서 리모컨 사용 시 주의 사항
• 물속에 뛰어드는 등의 충격을 리모컨에 주지 마십시오.
• 리모컨이 물에 빠집니다. 리모컨에 부속된 벨트를 사용하여 물에 빠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 리모컨이 물속에 있으면 거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고장이 

아닙니다.

물속/물가에서 리모컨 사용 후 청소
• 항상 사용 후 60분 이내에 물로 리모컨을 청소하십시오. 보이지 않는 

내부로 모래나 물이 들어갈 수 있으며 씻어내지 않으면 방수 성능이 
저하됩니다.

• 대야에 깨끗한 물을 넣고 리모컨을 5분 정도 담그십시오. 그런 다음 
리모컨을 가볍게 흔들고 물속에서 각 버튼을 눌러 버튼 주변에 묻은 
소금, 모래 또는 기타 물질을 씻어내십시오.

• 물기를 털어낸 다음 부드러운 헝겊으로 남은 물기를 닦아내십시오. 
통풍이 잘 되는 그늘진 장소에서 리모컨을 완전히 말리십시오. 리모컨이 
변형되거나 방수 성능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헤어 드라이어로 말리지 
마십시오.

• 부드럽고 마른 천으로 물방울이나 먼지를 닦으십시오.
• 리모컨이 완전히 마른 후에 리모컨을 크래들에 장착하십시오.
• 리모컨 본체가 선크림이나 선탠오일에 닿으면 변색될 수 있습니다. 

리모컨에 선크림이나 선탠오일이 묻은 경우 신속히 닦아내십시오.
• 리모컨 내부 또는 표면에 바닷물이 닿지 않게 하십시오. 그러면 

리모컨이 부식되거나 변색되고 방수 성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폐기
리모컨을 폐기하기 전에 배터리 팩을 분리하십시오.

배터리 팩 분리
내장 배터리 팩은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리모컨 폐기 시 내장 배터리 팩을 분리하십시오.

주의
배터리 팩 분리 시 다음 사항에 주의하십시오.
• 유아가 실수로 삼키지 않도록 나사 등을 제거하십시오.

• 손톱이나 손가락이 다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중요 정보
리모컨을 폐기할 때를 제외하고 나사를 분리하지 마십시오.
보증되지 않은 분해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면 수리나 교체가 
거부됩니다.

1 (켬/대기) 버튼을 눌러 리모컨의 전원을 끕니다.

2 십자 드라이버로 나사를 제거합니다. (나사 4개)

3 커버를 분리합니다.

4 배터리 팩을 꺼냅니다.

주요 제원

전원 요구 사항: 충전식 배터리 팩: 3.7 V(내장 배터리)
 마이크로 USB 단자: 5.0 V
USB 충전: DC 5.0 V, 500 mA
방수 성능: 수심 3 m, 30분 연속(모든 상황에서 방수 성능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작동 온도: -10℃ ~ +40℃
보관 온도: -20℃ ~ +60℃
외형 치수(약): 47.8 mm × 52.6 mm × 19.0 mm 

(W/H/D, 돌출부 제외)
중량: 약 46 g(본체만)
총 중량(사용 시): 약 83 g

(부속된 벨트 포함)
포함된 품목: 라이브 뷰 리모컨(1), 마이크로 USB 케이블(1)*, 

벨트(1), 마운트 어댑터(1), 크래들(1), 인쇄물
괄호 안의 숫자는 번들 품목의 수량을 나타냅니다.

* 카메라와 함께 판매된 리모컨인 경우에도 마이크로 USB 케이블이 하나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 디자인 및 주요 제원은 차기 업그레이드에서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제원은 "도움말 안내"(웹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상표에 대하여
• Wi-Fi, Wi-Fi 로고, Wi-Fi PROTECTED SET-UP은 Wi-Fi Alliance의 

등록 상표입니다.

• Adobe, Adobe 로고, Adobe Acrobat은 미국 및/또는 기타 국가에서 Adobe 

Systems Incorporated의 상표 또는 등록 상표입니다.

• Bluetooth® 문자 상표 및 로고는 Bluetooth SIG, Inc. 소유의 등록 상표이며 

Sony Corporation의 모든 해당 상표 사용은 라이센스 계약에 따릅니다. 기타 

상표 및 상호는 해당 소유자의 소유입니다.

또한 본 설명서에서 사용된 시스템 및 제품 이름은 일반적으로 해당 
개발업체 또는 제조업체의 상표 또는 등록 상표입니다. ™ 또는  마크는 
이 설명서에서 표시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한국어

주의사항

기명판은 리모컨 뒷면에 있습니다.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벨트를 분리해 주십시오.

본 설명서에서는 라이브 뷰 리모컨 RM-LVR3의 기본 작동법을 
설명합니다.

사용하기 전에 본 설명서에 설명된 것처럼 Wi-Fi를 통해 
카메라를 연결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도움말 안내"를 참조하십시오(웹 설명서).
http://rd1.sony.net/help/cam/1650/h_zz/

각 부분과 조작 버튼
 단자 부분

 (켬/대기) 버튼

 CHG(충전) 램프

 LCD 화면

 UP/DOWN 버튼

 REC/ENTER 버튼

 REC/Wi-Fi 램프

 MENU 버튼

• 리모컨을 재설정하려면 MENU 버튼을 누르고, REC/ENTER 버튼 및 DOWN 

버튼을 동시에 누릅니다.

화면 표시
 Wi-Fi 연결 설정

 Bluetooth 연결 상태

 카메라의 GPS 수신 상태

 시계 시각

 카메라의 배터리 잔량

 리모컨 배터리 잔량

 버튼 홀드 기능 ON/OFF

 작동 가이드

 줌 배율

 각도

 SteadyShot 설정

 화질(프레임 속도)

 동영상 형식

라이브 뷰 디스플레이

 녹화 가능한 시간/녹화 시간

 촬영 모드

 오디오 녹음 ON/OFF

 카메라 온도 상승 경고

주의점

• 연결된 카메라에 따라 표시가 달라집니다.

리모컨 충전

1 리모컨 전원이 OFF 상태인지 확인합니다.

2 리모컨을 크래들(부속)에 장착합니다.

주의점

• 리모컨의 단자 부분이 젖었거나 먼지가 낀 경우 장착하기 전에 물기 또는 

먼지를 닦으십시오.

3 마이크로 USB 케이블(부속)을 사용하여 작동 중인 컴퓨터에 
크래들을 연결합니다.

충전 중 
호박색으로 점등

마이크로 USB 케이블

충전이 완료되면 CHG(충전) 램프가 꺼집니다.

주의

• 리모컨이 완전히 방전되지 않았더라도 충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리모컨이 

만충전되지 않았더라도 일부만 충전된 상태로 배터리 팩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리모컨의 전원이 켜져 있으면 전원이 공급되지만 충전은 되지 않습니다.

• 리모컨이 완전히 충전되면 CHG(충전) 램프가 즉시 꺼집니다.

날짜 및 시간/지역 설정

1 (켬/대기) 버튼을 눌러 리모컨을 켭니다.

리모컨을 처음 켜면 날짜 및 시간/지역 설정 화면이 표시됩니다.

2 날짜 및 시간/지역을 설정합니다.

UP 버튼 또는 DOWN 버튼을 눌러 원하는 항목을 선택한 다음 
REC/ENTER 버튼을 눌러 실행합니다. 날짜 및 시간/지역 설정 
화면이 다음 순서로 전환됩니다.

지역 설정 날짜 형식
일광 절약 시간(서머 
타임) 설정

연-월-일 설정
날짜 및 시간/지역 
설정 확인시계 시각 설정

날짜 및 시간/지역 설정 확인 화면에서 REC/ENTER 버튼을 눌러 
원하는 항목을 확인하면 Wi-Fi 대기 화면이 표시됩니다.

힌트

• 지역은 그리니치 표준시(GMT)와 거주 지역 간의 시차로 정의됩니다. 시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도움말 안내"(웹 설명서)의 "세계 수도의 시차 목록"을 

참조하십시오.

• 날짜 및 시간을 다시 설정하려면 리모컨의 MENU 버튼을 눌러 (리모컨 설정)

에서 (날짜 및 시간 설정)/ (지역 설정)/ (일광 절약 시간(서머 타임) 

설정)을 선택합니다.

리모컨을 카메라에 연결

본 설명서는 리모컨을 카메라 1대에 연결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리모컨을 카메라 여러 대에 연결하는 방법은 "도움말 안내"(웹 설명서)를 
참조 하십시오.
카메라 조작에 대한 내용은 카메라의 사용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1 리모컨을 켭니다.

리모컨이 활성화되면 Wi-Fi 대기 화면이 표시됩니다.

2 카메라를 켠 다음, 카메라 설정을 확인합니다.

카메라의 디스플레이 패널에 Wi-Fi 마크가 표시되는지 확인합니다.

3 리모컨에 연결할 카메라를 선택한 다음, REC/ENTER 
버튼을 누릅니다.

4 리모컨을 카메라에 등록합니다.

카메라의 디스플레이 패널에 가 표시되면 [OK]를 선택한 
다음, 카메라의 REC/ENTER 버튼을 누릅니다.

주의점

• 카메라의 디스플레이 패널에 가 표시되지 않으면 카메라를 

재시작하고 2단계부터 다시 시도하십시오.

리모컨의 LCD 화면이 라이브 뷰 화면으로 전환되면 카메라와의 
연결이 완료됩니다.

주의점

• 카메라와의 연결이 완료되지 않으면 신호 트래픽이 많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다른 위치로 이동하여 다시 시도해 보십시오.

촬영 모드 전환

1 MENU 버튼을 눌러 (촬영 모드)를 선택한 다음, REC/
ENTER 버튼을 누릅니다.

2 UP 버튼 또는 DOWN 버튼을 눌러 촬영 모드를 선택한 다음 
REC/ENTER 버튼을 누릅니다.

디스플레이 왼쪽 아래에 촬영 모드 아이콘이 표시됩니다.

촬영

동영상 촬영 시
다음 조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도움말 안내"(웹 설명서) 또는 카메라의 
사용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 정지 이미지
• 타임랩스 캡처
• 루프 녹화

1 REC/ENTER 버튼을 눌러 녹화를 시작합니다.

REC/Wi-Fi 램프가 파란색에서 빨간색으로 바뀝니다.

2 REC/ENTER 버튼을 다시 눌러 녹화를 중지합니다.

REC/Wi-Fi 램프가 빨간색에서 파란색으로 바뀝니다.

카메라 설정

1 MENU 버튼을 눌러 (촬영 설정)을 선택한 다음, REC/
ENTER 버튼을 누릅니다.

2 UP 버튼 또는 DOWN 버튼을 눌러 촬영 항목을 선택한 다음 
REC/ENTER 버튼을 누릅니다.

아이콘 설정 항목

화질 설정

동영상 형식

타임랩스 캡처 이미지 

크기

루프 녹화 시간

정지 이미지 모드 전환

정지 이미지 촬영 간격

셀프타이머

타임랩스 촬영 간격

타임랩스 샷 번호

SteadyShot(동영상)

아이콘 설정 항목

SteadyShot(정지 

이미지)

각도 설정

줌 설정

뒤집기

AE 시프트

타임랩스 AE 모드

장면

화이트 밸런스

컬러 모드

오디오 녹음 설정

바람 소리 감소

설정 항목에 자세한 내용은 "도움말 안내"(웹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http://rd1.sony.net/help/cam/1650/h_zz/

주의점

• 설정할 수 있는 항목은 촬영 모드에 따라 다릅니다.

리모컨 설정

리모컨 전원에 따라 카메라 켜기/끄기
리모컨을 켜거나 끄면 해당 카메라 도 함께 켜지거나 꺼집니다.
이 기능을 OFF로 설정하려면 카메라의 MENU 버튼을 누른 다음, UP 
버튼 또는 DOWN 버튼을 눌러 (카메라 설정)  (Bluetooth 
리모컨 전원 설정)  를 선택합니다.

촬영 중에 LCD 화면 디스플레이를 
자동으로 끄기
배터리 소비를 줄이기 위해 촬영 중에는 LCD 화면 디스플레이가 
자동으로 꺼집니다.
이 기능을 OFF로 설정하려면 MENU 버튼을 누른 다음, UP 버튼 또는 
DOWN 버튼을 눌러 (리모컨 설정)  (촬영 중 자동 모니터 
끔)  를 선택합니다.

리모컨 장착

리모컨을 벨트에 장착
 손가락으로 벨트 뒷면의 해제 레버를 반대편으로 민 상태에서 벨트의 

오목한 부분에 리모컨의 돌출부를 맞춥니다.
 리모컨이 벨트에 제대로 들어갔는지 확인한 다음, 손가락을 해제 

레버에서 뗍니다.
• 해제 레버가 원래 위치로 복귀되고 리모컨이 벨트에 장착됩니다.

 

벨트를 팔에 착용

벨트의 한쪽 끝을 반대쪽 끝의 구멍에 통과시키고 벨트를 로 
고정합니다. 그런 다음 를 밀어서 벨트를 단단히 고정합니다.



리모컨을 마운트 어댑터에 장착
 손가락으로 해제 레버를 반대편으로 민 상태에서 마운트 어댑터의 

오목한 부분에 리모컨의 돌출부를 맞춥니다.
 리모컨이 마운트 어댑터에 제대로 들어갔는지 확인한 다음, 손가락을 

해제 레버에서 뗍니다.
• 해제 레버가 원래 위치로 복귀되고 리모컨이 마운트 어댑터에 장착됩니다.

 

식별부호 : MSIP-RMI-SOK-RM-LVR3

상호명 : 소니코리아㈜

제품명칭 : Live-View Remote

모델명 : RM-LVR3

제조연월 : 제품에 표시

제조자/제조국가 : Sony Corporation/China

경고

화재나 감전 위험을 줄이려면
1)본 제품에 비 등 물기가 닿지 않도록 하십시오.
2)본 제품 위에 꽃병 등 액체가 들어있는 물건을 올려놓지 마십시오.

배터리를 햇빛, 불 등과 같은 과도한 열에 노출시키지 마십시오.

경고

열기가 나오거나 화재 또는 폭발할 위험이 있으므로 다음 주의 사항을 잘 
읽으십 시오.

* 리튬 이온 배터리는 제품에 내장되어 있습니다.
• 지정된 충전 방법으로 제품을 충전하십시오.
• 제품을 소각하거나 화기 근처에 두지 마십시오. 제품을 전자레인지에 

넣지 마십 시오.
• 날씨가 더울 때는 제품을 차량에 놓아 두지 마십시오.
• 대중 목욕탕과 같은 고온다습한 장소에 제품을 보관하거나 사용하지 

마십시오.
• 제품을 분해하거나 찌그러트리거나 구멍을 내지 마십시오.
• 높은 곳에서 떨어트리는 등 제품에 과도한 충격을 주지 마십시오.
• 60℃가 넘는 고온에 제품을 방치하지 마십시오.
• 건조한 상태를 유지하십시오.
• 다 쓴 배터리는 함부로 버리지 마십시오.
• 배터리를 폐기할 경우 소각 및 불속에 버리지 마십시오. 열로 인해 폭발 

및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배터리는 집안 쓰레기들과 같이 버리지 말아주십시오. 재활용으로 

분리배출 하십시오.
• 2차 단전지나 전지를 폐기할 때는 서로 다른 전기 화학 시스템을 가진 

단전지나 전지를 서로 격리해 주십시오.
• 단락으로 인한 전지의 발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전상태로 폐기하여 

주십시오.
• 단자 부분이 쇼트(단락)하지 않도록 테이프 등으로 싸서 버려 주십시오.
• 취급설명서로 지정한 충전 방법을 따 라서 충전하십시오.

제조 년월 : 전지 제조년월은 라벨을 붙이기 위한 곳에 표시됩니다.

AC 어댑터(별매)
AC 어댑터(별매)를 사용할 경우 주변의 콘센트를 사용하십시오. 제품 
사용 중에 오작동이 발생한 경우 즉시 콘센트에서 AC 어댑터(별매)를 
빼십시오.

이 기기는 가정용(B 급) 전자파적합기기로서 주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모든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의점
데이터 전송 중에 정전기나 전자기 등의 영향으로 인하여 전송이 
중지되었을 경우 (데이터 전송에 실패했을 경우) 에는 응용프로그램을 
다시 실행하거나 통신 케이블 (USB 등) 을 뺐다가 다시 접속하여 
주십시오.

본 제품은 검사를 통하여 3 미터 이내의 연결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 
EMC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전자파 적합) 규정의 기준 
한계를 준수함이 판명되었습니다.

본 기기의 화상 및 사운드는 특정 주파수의 전자기장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해당 무선설비는 전파혼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인명안전과 관련된 
서비스를 할 수 없습니다.

사용 시 주의 사항

[라이브 뷰 리모컨]

리모컨 장착
리모컨을 벨트 또는 마운트 어댑터에 단단히 장착하십시오. 잘못하면 
떨어져서 다치거나 파손될 수 있습니다.
다음 장소에서 리모컨을 사용하거나 보관하지 마십시오.
• 너무 더운 장소 

햇볕 아래에 주차된 자동차 실내와 같은 곳에서는 리모컨 본체가 
변형되어 고장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직사광선이 비치는 곳 또는 히터 근처 
리모컨을 직사광선이 비치는 곳이나 히터 근처에 두면 리모컨이 변색 
또는 변형되어 고장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강한 진동에 취약한 장소
• 강한 자기장 근처
• 모래나 먼지가 많은 곳 

모래나 먼지가 리모컨 내부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리모컨이 고장날 수 있고 심한 경우 고칠 수 없게 됩니다.

Wi-Fi/Bluetooth 기능
• 사용 지역의 규정에 따라 리모컨을 사용하십시오.
• 물속에서는 리모컨의 Wi-Fi/Bluetooth 기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무선 LAN 장치 사용 시 보안
• 해킹, 제삼자의 악의적인 액세스 및 기타 취약점을 방지하려면 무선 

LAN이 항상 보안되는지 확인하십시오.
• 무선 LAN에서 보안을 설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 부적절한 보안 수단이나 예측 가능한 환경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 경우 

Sony Corporation은 그에 따른 손해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응결에 대하여
리모컨을 추운 장소에서 따뜻한 장소로 바로 가져가면 리모컨 내부나 
외부에 습기가 맺힐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응결로 인해 리모컨이 고장날 수 
있습니다.

응결이 발생한 경우
리모컨을 끄고 습기가 증발할 때까지 한 시간 정도 기다리십시오.
작동 온도
• 리모컨은 -10℃ ~ +40℃ 범위의 온도에서 사용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범위를 벗어나 너무 춥거나 더운 장소에서의 사용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 LCD 화면과 캐비넷은 작동 중에 온도가 상승합니다. 이것은 
정상입니다.

LCD 화면 취급
• 화면이 손상될 수 있으므로 LCD 화면이 햇빛을 바라보도록 하지 

마십시오. 창가에 리모컨을 둘 때 주의하십시오.
• 리모컨을 추운 장소에서 사용할 경우 LCD 화면에 가로 선이나 잔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고장이 아닙니다. 리모컨이 예열되면 LCD 
화면이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리모컨의 방수 성능에 대하여

본 리모컨은 방수 설계되었습니다. 오용, 남용 또는 잘못된 유지 관리로 
인한 손상은 제한된 보증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수도꼭지 등 수압이 높은 곳에서 리모컨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 뜨거운 물에서 사용하지 마십시오.
• 0℃ ~ 40℃의 수온에서 리모컨을 사용하십시오.

물속/물가에서 리모컨을 사용하기 전 주의 사항
• 리모컨의 단자 부분(크래들에 연결되는 부분)에 먼지나 모래가 들어간 

경우 보풀이 없는 부드러운 천으로 해당 부위를 닦아내십시오.
• 물 근처에서 리모컨을 사용했거나, 젖은 손 또는 모래가 묻은 손으로 

리모컨을 만졌을 경우 크래들로 리모컨을 충전하기 전에 "물속/
물가에서 리모컨 사용 후 청소"에 설명된 절차를 수행하십시오.

물속/물가에서 리모컨 사용 시 주의 사항
• 물속에 뛰어드는 등의 충격을 리모컨에 주지 마십시오.
• 리모컨이 물에 빠집니다. 리모컨에 부속된 벨트를 사용하여 물에 빠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 리모컨이 물속에 있으면 거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고장이 

아닙니다.

물속/물가에서 리모컨 사용 후 청소
• 항상 사용 후 60분 이내에 물로 리모컨을 청소하십시오. 보이지 않는 

내부로 모래나 물이 들어갈 수 있으며 씻어내지 않으면 방수 성능이 
저하됩니다.

• 대야에 깨끗한 물을 넣고 리모컨을 5분 정도 담그십시오. 그런 다음 
리모컨을 가볍게 흔들고 물속에서 각 버튼을 눌러 버튼 주변에 묻은 
소금, 모래 또는 기타 물질을 씻어내십시오.

• 물기를 털어낸 다음 부드러운 헝겊으로 남은 물기를 닦아내십시오. 
통풍이 잘 되는 그늘진 장소에서 리모컨을 완전히 말리십시오. 리모컨이 
변형되거나 방수 성능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헤어 드라이어로 말리지 
마십시오.

• 부드럽고 마른 천으로 물방울이나 먼지를 닦으십시오.
• 리모컨이 완전히 마른 후에 리모컨을 크래들에 장착하십시오.
• 리모컨 본체가 선크림이나 선탠오일에 닿으면 변색될 수 있습니다. 

리모컨에 선크림이나 선탠오일이 묻은 경우 신속히 닦아내십시오.
• 리모컨 내부 또는 표면에 바닷물이 닿지 않게 하십시오. 그러면 

리모컨이 부식되거나 변색되고 방수 성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폐기
리모컨을 폐기하기 전에 배터리 팩을 분리하십시오.

배터리 팩 분리
내장 배터리 팩은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리모컨 폐기 시 내장 배터리 팩을 분리하십시오.

주의
배터리 팩 분리 시 다음 사항에 주의하십시오.
• 유아가 실수로 삼키지 않도록 나사 등을 제거하십시오.

• 손톱이나 손가락이 다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중요 정보
리모컨을 폐기할 때를 제외하고 나사를 분리하지 마십시오.
보증되지 않은 분해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면 수리나 교체가 
거부됩니다.

1 (켬/대기) 버튼을 눌러 리모컨의 전원을 끕니다.

2 십자 드라이버로 나사를 제거합니다. (나사 4개)

3 커버를 분리합니다.

4 배터리 팩을 꺼냅니다.

주요 제원

전원 요구 사항: 충전식 배터리 팩: 3.7 V(내장 배터리)
 마이크로 USB 단자: 5.0 V
USB 충전: DC 5.0 V, 500 mA
방수 성능: 수심 3 m, 30분 연속(모든 상황에서 방수 성능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작동 온도: -10℃ ~ +40℃
보관 온도: -20℃ ~ +60℃
외형 치수(약): 47.8 mm × 52.6 mm × 19.0 mm 

(W/H/D, 돌출부 제외)
중량: 약 46 g(본체만)
총 중량(사용 시): 약 83 g

(부속된 벨트 포함)
포함된 품목: 라이브 뷰 리모컨(1), 마이크로 USB 케이블(1)*, 

벨트(1), 마운트 어댑터(1), 크래들(1), 인쇄물
괄호 안의 숫자는 번들 품목의 수량을 나타냅니다.

* 카메라와 함께 판매된 리모컨인 경우에도 마이크로 USB 케이블이 하나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 디자인 및 주요 제원은 차기 업그레이드에서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제원은 "도움말 안내"(웹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상표에 대하여
• Wi-Fi, Wi-Fi 로고, Wi-Fi PROTECTED SET-UP은 Wi-Fi Alliance의 

등록 상표입니다.

• Adobe, Adobe 로고, Adobe Acrobat은 미국 및/또는 기타 국가에서 Adobe 

Systems Incorporated의 상표 또는 등록 상표입니다.

• Bluetooth® 문자 상표 및 로고는 Bluetooth SIG, Inc. 소유의 등록 상표이며 

Sony Corporation의 모든 해당 상표 사용은 라이센스 계약에 따릅니다. 기타 

상표 및 상호는 해당 소유자의 소유입니다.

또한 본 설명서에서 사용된 시스템 및 제품 이름은 일반적으로 해당 
개발업체 또는 제조업체의 상표 또는 등록 상표입니다. ™ 또는  마크는 
이 설명서에서 표시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Продолжение на обратной стороне

4-588-898-71(1)

Устройство просмотра в реальном 
времени

Руководство по началу работы

시작 설명서

RM-LVR3



Подключение пульта дистанцион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к камере

В этом руководстве описываются способы подключения пульта 
дистанцион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к одной камере.
Для получения дополнительной информации о способах 
подключения пульта дистанцион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к нескольким 
камерам см. “Справочное руководство” (веб-руководство).
Для получения дополнительной информации об управлении 
камерой см. инструкции по эксплуатации камеры.

1 Включите пульт дистанцион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При включении пульта дистанцион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отобразится экран ожидания Wi-Fi.

2 Включите камеру, затем проверьте ее настройки.

Убедитесь, что на панели дисплея камеры отображается метка 
Wi-Fi.

3 Выберите камеру, которую требуется подключить к 
пульту дистанцион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затем нажмите 
кнопку REC/ENTER.

4 Зарегистрируйте пульт дистанцион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для 
камеры.

Когда на панели дисплея камеры отобразится индикация 
, нажмите кнопку [OK], затем нажмите кнопку REC/

ENTER на камере.

Примечание
•	Если индикация  не отображается на панели дисплея камеры, 

перезагрузите камеру и повторите попытку с шага 2.

Соединение с камерой будет установлено, когда экран LCD на 
пульте дистанцион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переключится в режим 
просмотра в реальном времени.

Примечание
•	Если соединение с камерой не установлено, передача сигнала может 

быть затруднена. В этом случае перейдите в другое местоположение 
и повторите попытку.

Переключение режимов съемки

1 Нажмите кнопку MENU, чтобы выбрать пункт  (режим 
съемки), затем нажмите кнопку REC/ENTER.

2 Для выбора режима съемки нажимайте кнопку UP или 
DOWN, затем нажмите кнопку REC/ENTER.

В нижней левой части дисплея отобразится значок режима 
съемки.

Съемка

Видеосъемка
Для получения дополнительной информации о следующих 
операциях см. “Справочное руководство” или инструкции по 
эксплуатации камеры (веб-руководство).
•	Фотографии
•	Режим “Интервальн. Съемка”
•	Циклическая запись

1 Чтобы начать запись, нажмите кнопку REC/ENTER.

Индикатор REC/Wi-Fi изменит цвет с синего на красный.

2 Чтобы остановить запись, нажмите кнопку REC/ENTER.

Индикатор REC/Wi-Fi изменит цвет с красного на синий.

Настройка камеры

1 Нажмите кнопку MENU, чтобы выбрать пункт  
(настройки съемки), затем нажмите кнопку REC/ENTER.

2 Для выбора элемента съемки нажимайте кнопку UP или 
DOWN, затем нажмите кнопку REC/ENTER.

Значки
Настраиваемые 

элементы

Настройка качества 
изображения

Формат видеосъемки

Размер изображения в 
режиме “Интервальн. 
Съемка”

Время циклической 
видеозаписи

Переключение режима 
фотосъемки

Интервал фотосъемки

Автоспуск

Интервал съемки в 
режиме “Интервальн. 
Съемка”

Номер снимка в 
режиме “Интервальн. 
Съемка”

SteadyShot (фильм)

Значки
Настраиваемые 

элементы

SteadyShot 
(фотография)

Настройка угла

Режим увеличения

Переворот

Сдвиг AE

Режим AE “Интервальн. 
Съемка”

Сцена

Баланс белого

Цветовой режим

Настройка системы 
аудиозаписи

Подавление шумов от 
ветра

Для получения дополнительной информации об элементах 
настройки см. “Справочное руководство” (веб-руководство).
http://rd1.sony.net/help/cam/1650/h_zz/

Примечание
•	Выбор элементов, которые можно настроить, зависит от режима 

съемки.

Настройка пульта дистанцион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Включение/выключение камеры вместе 
с пультом дистанцион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При включении/выключении пульта дистанцион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соответствующая камера также включается/выключается.
Чтобы отключить эту функцию (OFF), нажмите кнопку MENU на 
камере, затем нажимайте кнопку UP или DOWN для выбора пункта 

 (настройки видеокамеры)   (настройка питания пульта 
дистанцион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Bluetooth)  .

Автоматическое отключение дисплея 
экрана LCD во время съемки
Для снижения потребления энергии батареи дисплей экрана LCD 
автоматически отключается во время съемки.
Чтобы отключить эту функцию, нажмите кнопку MENU, затем 
нажимайте кнопку UP или DOWN для выбора пункта  (настройки 
пульта дистанцион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автоматическое 
отключение монитора во время съемки)  .

Крепление пульта дистанцион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Крепление пульта дистанцион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к ремню
 Совместите выступающую часть пульта дистанцион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с вогнутой частью ремня, пальцем отжав рычажок 
освобождения на задней части ремня в противоположную 
сторону.

 Убедитесь, что пульт дистанцион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вставлен в 
ремень, затем уберите палец с рычажка освобождения.
•	Рычажок освобождения вернется в исходное положение, и пульт 

дистанцион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будет подсоединен к ремню.

 

Крепление ремня на руке
Пропустите один конец ремня через отверстие в другом, и 
закрепите ремень с помощью выступа . Затем сдвиньте шлевку 
, чтобы надежно зафиксировать ремень.



Крепление пульта дистанцион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к установочному адаптеру
 Совместите выступающую часть пульта дистанцион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с вогнутой частью установочного адаптера, пальцем 
отжав рычажок освобождения на задней части в 
противоположную сторону.

 Убедитесь, что пульт дистанцион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вставлен в 
установочный адаптер, затем уберите палец с рычажка 
освобождения.
•	Рычажок освобождения вернется в исходное положение, и пульт 

дистанцион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будет подсоединен к установочному 
адаптеру.

 

ПРЕДУПРЕЖДЕНИЕ

Для уменьшения риска возгорания или поражения 
электрическим током: 
1) не подвергайте устройство воздействию дождя или влаги. 
2) не устанавливайте на устройство предметы, заполненные 
жидкостью, например, вазы.

Не подвергайте аккумуляторные батареи воздействию 
интенсивного солнечного света, огня или какого-либо 
источника излучения.

 ПРЕДУПРЕЖДЕНИЕ

Соблюдайте следующие меры предосторожности, так как 
существует опасность перегрева, возгорания или взрыва.

* Литий-ионная батарея встроена в это изделие.
•	Соблюдайте инструкции при зарядке этого изделия.
•	Не сжигайте изделие и не размещайте его рядом с огнем, а также 

не кладите в микроволновую печь.
•	Не оставляйте изделие в автомобиле в жаркую погоду.
•	Не храните и не используйте изделие в жарком и влажном месте, 

например в сауне.
•	Не разбирайте, не разбивайте и не прокалывайте это изделие.
•	Не подвергайте изделие сильным механическим воздействиям, 

например вследствие падения.
•	Не подвергайте изделие воздействию температур выше 60 °C.
•	Храните изделие в сухом месте.
Утилизируйте изделие надлежащим образом.
При зарядке этого изделия соблюдайте инструкции в руководстве 
по эксплуатации.

Дата изготовления литий-ионного батарейного блока указаны на 
боковой стороне или на поверхности с наклейкой.

Γοд изготовления

Месяц изготовления (с 01 до 12)

XXXXXXXXXXX

Адаптер переменного тока (продается отдельно)
При использовании адаптера переменного тока (продается 
отдельно) воспользуйтесь близлежащей сетевой розеткой. Если 
при использовании аппарата возникает неисправность, 
немедленно отсоедините адаптер переменного тока (продается 
отдельно) от сетевой розетки.

Только для моделей предназначеных для рынков России 
и стран СНГ

Дата изготовления изделия.
Дата изготовления указана на упаковке на этикетке со  
штрих-кодом в следующем формате: MM-YYYY, где MM – месяц, 
YYYY – год изготовления.

Для покупателей в Европе

Уведомление
Если статическое электричество или электромагнитныe силы 
приводят к сбою в передачe данных, перезапустите приложение 
или отключите и снова подключите коммуникационный кабель 
(USB и т.д.).

Данное изделие было испытано и признан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м 
диапазону, установленному инструкцией EMC, по использованию 
соединительных кабелей короче 3 метров.

Электромагнитные поля определенных частот могут влиять на 
изображение и звук данного аппарата.

Утилизация использованных элементов питания и 
отслужившего электрического и электронного 
оборудования (Директива применяется в странах 
Евросоюза и других европейских странах, где действуют 
системы раздельного сбора отходов)

Информация для покупателей в Украине

Уполномоченный представитель в Украине по вопросам 
соответствия требованиям технических регламентов: ООО “Сони 
Украина”, ул. Ильинская, 8, г. Киев, 04070, Украина.

Оборудование отвечает требованиям:
 ˋ Технического регламента ограничения использования некоторых опасных 
веществ в электрическом и электронном оборудовании (постановление 
КМУ от 03.12.2008 No. 1057);

 ˋ Технического регламента по электромагнитной совместимости 
оборудования (постановление КМУ от 29.07.2009 No. 785);

Производитель Сони Корпорейшн этим декларирует, что 
оборудование RM-LVR3/устройство просмотра в реальном 
времени отвечает требованиям и другим применимым 
положениям Технического регламента радиооборудования и 
телекоммуникационного конечного (терминального) 
оборудования. Получить декларацию соответствия можно по 
адресу ООО “Сони Украина”, ул. Ильинская, 8, г. Киев, 04070, 
Украина, e- maіl іnfo@sony.ua.

Производитель: Сони Корпорейшн, 1-7-1 Конан, Минато-ку, 
Токио 108-0075, Япония
Страна-производитель: Китай

Импортер на территории стран Таможенного союза АО «Сони 
Электроникс», Россия, 123103, Москва, Карамышевский проезд, 6

Организация, уполномоченная принимать
претензии от потребителей на территории Казахстана
АО «Сони Электроникс»
Представительство в Казахстане,
050010, Республика Казахстан, г. Алматы, пр. Достык, дом 117/7

Примечание по использованию

[Устройство просмотра в реальном времени]
Крепление пульта дистанцион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Надежно прикрепите пульт дистанцион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к ремню 
или установочному адаптеру. В противном случае он может 
выпасть, что приведет к несчастному случаю или травме.
Не используйте и не храните пульт дистанцион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в следующих местах
•	В очень жарких местах  

Например, в автомобиле, припаркованном на солнечной стороне, 
корпус пульта дистанцион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может 
деформироваться, что может привести к неисправности.

•	Под прямыми солнечными лучами или вблизи нагревателя  
Если хранить пульт дистанцион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под прямыми 
солнечными лучами или вблизи нагревателя, он может 
обесцветиться или деформироваться, что может привести к 
неисправности.

•	В местах, подверженных сильной вибрации
•	Вблизи сильного магнитного поля
•	В местах с повышенным содержанием песка или пыли  

Будьте осторожны, чтобы не допустить попадания песка или пыли 
в пульт дистанцион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Это может привести к 
неисправности пульта дистанцион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которую в 
некоторых случаях не удастся устранить.

Функция Wi-Fi/Bluetooth
•	Используйте пульт дистанцион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правилами региона использования.
•	Функцию Wi-Fi/Bluetooth пульта дистанцион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не 

удастся использовать под водой.

Безопасность при использовании устройств беспроводной 
локальной сети
•	Чтобы не допустить хакерских атак, злоумышленного доступа 

посторонних лиц и других проявлений уязвимости, постоянно 
проверяйте безопасность беспроводной локальной сети.

•	Очень важно настроить безопасность беспроводной сети.
•	Sony Corporation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любой ущерб, 

возникший в результате использования неэффективных мер 
обеспечения безопасности или по причине прогнозируемых 
обстоятельств.

О конденсации влаги
При непосредственном перемещении пульта дистанцион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из холодного помещения в теплое внутри или снаружи 
пульта дистанцион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может конденсироваться 
влага. Эта конденсация влаги может привести к неисправности 
пульта дистанцион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Если произошла конденсация влаги
Выключите пульт дистанцион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и подождите около 
часа, пока влага не испарится.
Рабочая температура
•	Пульт дистанцион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предназначен для 

использования при температуре от -10 °C до +40 °C. Не 
рекомендуется использование в чрезмерно холодных или жарких 
местах, где температура в выходит за пределы указанного 
диапазона.

•	Во время работы экран LCD и корпус могут нагреваться. Это не 
является неисправностью.

Уход за экраном LCD
•	Не оставляйте экран LCD под воздействием солнечных лучей, 

поскольку это может привести к его повреждению. Соблюдайте 
осторожность, размещая пульт дистанцион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у 
окна.

•	При использовании пульта дистанцион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в 
холодном месте, на экране LCD могут появляться горизонтальные 
линии или остаточное изображение. Это не является 
неисправностью. При повышении температуры пульта 
дистанцион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изображение на экране LCD 
нормализуется.

О характеристиках водонепроницаемости пульта 
дистанцион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Пульт дистанцион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разработан 
водонепроницаемым. На повреждения, вызванные 
неправильным использованием, небрежным обращением или 
несоблюдением требований к техническому обслуживанию, не 
распространяется действие ограниченной гарантии.
•	Не подвергайте пульт дистанцион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воздействию 

воды под давлением, например воды из водопроводного крана.
•	Не используйте в горячих источниках.
•	Рекомендуемый диапазон температур при использовании пульта 

дистанцион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в воде: от 0 °C до 40 °C.

Примечания перед использованием пульта дистанцион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под водой или вблизи воды
•	Если на область разъема пульта дистанцион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в 

месте его подключения к базе) попала грязь или песок, очистите 
это место с помощью мягкой ткани, не оставляющей ворса.

•	Если пульт дистанцион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использовался вблизи 
воды или его брали влажными или испачканными песком 
руками, выполните процедуру, описанную в разделе “Очистка 
после использования пульта дистанцион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под 
водой или вблизи воды”, перед зарядкой пульта дистанцион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с помощью базы.

Примечания по использованию пульта дистанцион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под водой или вблизи воды
•	Не подвергайте пульт дистанцион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воздействию 

ударов, как при прыжках в воду.
•	Пульт дистанцион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тонет в воде. Чтобы пульт 

дистанцион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не утонул, закрепите ремешок, 
прилагаемый к пульту дистанцион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	При опускании пульта дистанцион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в воду могут 
образовываться пузырьки. Это не является неисправностью.

Очистка после использования пульта дистанцион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под водой или вблизи воды
•	Всегда промывайте пульт дистанцион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с 

помощью воды не позднее чем через 60 минут после 
использования. Песок или вода могут попасть в такие места, где 
они будут незаметны, и если их не смыть характеристики 
водонепроницаемости ухудшатся.

•	Налейте чистую воду в емкость для очистки, опустите в нее пульт 
дистанцион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и оставьте его в воде 
приблизительно на 5 минут. Затем, не вынимая пульт 
дистанцион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из воды, осторожно встряхните его, 
нажмите каждую кнопку для очистки от соли, песка или других 
веществ, скопившихся вокруг кнопок.

•	После промывки удалите капли воды с помощью мягкой ткани. 
Дайте пульту дистанцион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полностью высохнуть, 
оставив его в затененном хорошо проветриваемом месте. Не 
используйте для сушки фен, так как при этом может возникнуть 
деформация и/или ухудшение характеристик 
водонепроницаемости.

•	Удалите капли воды или пыль с помощью мягкой сухой ткани.
•	Подсоединяйте пульт дистанцион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к базе после 

его полного высыхания.
•	При контакте с солнцезащитным кремом или маслом для загара 

корпус пульта дистанцион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может обесцветиться.  
При попадании солнцезащитного крема или масла для загара на 
пульт дистанцион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незамедлительно протрите 
его.

•	Следите за тем, чтобы внутри пульта дистанцион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или на его поверхности не задерживалась соленая вода. Это 
может вызвать коррозию или обесцвечивание, а также 
ухудшение характеристик водонепроницаемости.

Утилизация
Перед утилизацией пульта дистанцион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извлеките 
батарейный блок.

Извлечение батарейного блока
Встроенный батарейный блок подлежит переработке.
При утилизации пульта дистанцион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извлеките 
встроенную батарею.

Примечания
При извлечении батарейного блока соблюдайте следующие 
меры предосторожности.
•	Убирайте винты и т.п. в места, недоступные для маленьких детей, чтобы 

они не могли случайно их проглотить.
•	Соблюдайте осторожность, чтобы не повредить ногти или пальцы.

Важная информация
За исключением случая утилизации пульта дистанцион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не отвинчивайте винты.
В случае доказанной несанкционированной разборки в ремонте 
или замене изделия будет отказано.

1 Чтобы выключить пульт дистанцион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нажмите 
кнопку  (вкл./режим ожидания).

2 Отвинтите винты с помощью крестообразной отвертки (4 винта).

3 Отсоедините крышку.

4 Извлеките батарейный блок.

Технические характеристики
Требования к источнику питания:
 Перезаряжаемый батарейный блок: 3,7 В 

(внутренняя батарея)
 Разъем Micro USB: 5,0 В
Зарядка USB: 5,0 В постоянного тока, 500 мА
Характеристики водонепроницаемости:
 Глубина воды 3 м, 30 минут непрерывно (в 

некоторых условиях характеристики 
водонепроницаемости не гарантируется)

Рабочая температура:
 от -10 °C до +40 °C
Температура хранения:
 от -20 °C до +60 °C
Размеры (прибл.): 47,8 мм × 52,6 мм × 19,0 мм  

(Ш/В/Г, исключая выступающие части)
Масса: прибл. 46 г (только основной корпус)
Общий вес (при использовании):
 прибл. 83 г 

(включая прилагаемый ремень)
Входящие в комплект элементы:
 устройство просмотра в реальном времени (1), 

кабель Micro USB (1)*, ремень 
(термопластичный полиуретан, сделано в 
Китае) (1), установочный адаптер (1), база (1), 
комплект печатной документации 
Цифра в скобках обозначает количество 
прилагаемых элементов.

* Даже если пульт дистанцион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продается с камерой, в 
комплект входит только один кабель Micro USB.

•	Конструкция и технические характеристики могут быть изменены 
без предварительного уведомления при будущих обновлениях.

•	Для знакомства с дополнительными характеристиками см. 
“Справочное руководство” (веб-руководство).

Товарные знаки
•	Wi-Fi, логотип Wi-Fi, Wi-Fi PROTECTED SET-UP являются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ными товарными знаками Wi-Fi Alliance.
•	Adobe, логотип Adobe и Adobe Acrobat являются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ными 

товарными знаками или товарными знаками Adobe Systems Incorporated в 
США и/или других странах.

•	Слово и логотипы Bluetooth® являются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ными товарными 
знаками Bluetooth SIG, Inc. и любое использование таких знаков Sony 
Corporation выполняется по лицензии. Другие товарные знаки и торговые 
наименования являются собственностью их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владельцев.

Кроме того, названия систем и изделий, используемые в данном 
руководстве являются в общем случае товарными знаками или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ными товарными знаками их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разработчиков или производителей. Однако знаки ™ или  могут 
не использоваться в данном руководств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