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繁體中⽂

注意事項

標牌位於底部。
若需查看標牌，請先解開腕帶。

本⼿冊說明即時檢視遙控器RM-LVR2的基本操作。

在使⽤之前，必須按照本⼿冊所述，透過Wi-Fi連接到相機。

有關詳細資訊，請參閱線上說明指南。
http://rd1.sony.net/help/cam/1530/h_zz/

各部件和控制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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螢幕顯⽰

 按鈕鎖定圖⽰

 時鐘顯⽰

 遙控器電池電量指⽰器

 ⾶機模式圖⽰
遙控器處於⾶機模式時顯⽰。

 拍攝模式

 拍攝模式切換指⽰器

 REC圖⽰

 記憶卡警告指⽰器

 相機電池電量指⽰器

注意事項

• 顯⽰視連接的相機⽽異。

時鐘顯⽰

即時檢視顯⽰

對遙控器充電

1 確定遙控器電源為OFF。

2 使⽤Micro USB電纜（附件）將遙控器連接到啟動的電腦。

接頭蓋
充電時亮起⿈⾊燈光

Micro USB電纜

充電完成後，CHG（充電）指⽰燈熄滅。

注意事項

• 即使遙控器尚未完全放電，仍可進⾏充電。同時，即使遙控器電量尚未充滿，亦可

使⽤充有部分電量的遙控器。

• 遙控器電源開啟時，供電⽽不進⾏充電。

• 遙控器完全充電後，CHG（充電）指⽰燈會⽴即熄滅。

• 如果您沒有電腦，請使⽤變電器AC-UD10（另售）。

開啟遙控器的電源

1 按ON/OFF按鈕開啟遙控器的電源。

第⼀次開啟遙控器電源時，將會顯⽰⽇期和時間/地區設定畫⾯。

2 設定⽇期和時間/地區。

• 按下UP按鈕或DOWN按鈕選擇需要的項⽬，再按下REC/ENTER按鈕。
• ⽇期和時間/地區設定畫⾯以下列順序切換。

地區設定

年-⽉-⽇設定

⽇期格式

⽇期和時間/地區設定
確認

⽇光節約時間設定

時間設定

• 按下⽇期和時間/地區設定確認畫⾯內的REC/ENTER按鈕，以確認所要的
項⽬，然後會顯⽰Wi-Fi待命畫⾯。

注意事項

• 地區是依據格林威治標準時間（GMT）與您住家標準時間之間的時差⽽定義。如需關

於時差的詳細資訊，請參閱線上說明指南內的“世界⾸都時差表”。

• 若要再次設定⽇期和時間，請按下遙控器的MENU按鈕，從 （遙控器設定）中選

擇“⽇期和時間/地區/⽇光節約時間設定”。

透過Wi-Fi將遙控器連接相機

將遙控器連接單台相機（單⼀連接）
如需下列操作的詳細資訊，請參閱線上說明指南，或相機的操作指⽰。
• 多台相機（多重連接）
• Action Cam之外的相機

1 開啟遙控器的電源。

啟動遙控器時，會顯⽰Wi-Fi待命畫⾯。

注意事項

• 如果顯⽰ （多重連接）圖⽰，請按下遙控器的MENU按鈕，從 （遙控器設

定）中選擇 （連接模式），並設定為 （單⼀連接）。

2 開啟相機的電源。

HDR-AZ1之外的Action Cam
按下NEXT或PREV按鈕。

HDR-AZ1
按下ON/OFF按鈕。

上圖為FDR-X1000V。

3 檢查相機設定。

確定Wi-Fi標記顯⽰在相機的顯⽰⾯板上。

HDR-AZ1之外的Action Cam HDR-AZ1

或

注意事項

• 如果相機的連接模式設定為多重連接，請切換為單⼀連接。

• 若為HDR-AS15/AS30V，請將記憶卡插⼊相機內。

4 選擇您要連接到遙控器的相機。

 從連接⽬的地清單中選擇SSID（⽬的地）。
 按下REC/ENTER按鈕。
 遙控器處於待命狀態時，請在2分鐘內進⾏步驟5。

  

如果您在中所⽰狀態內按下REC/ENTER按鈕，遙控器將解除待命狀
態。在此狀況下，再次選擇相機的SSID。

5 將遙控器連接相機。

HDR-AZ1之外的Action Cam
相機的顯⽰⾯板上顯⽰[ACPT?]時，請按下相機的ENTER按鈕。

注意事項

• 如果相機的顯⽰⾯板上沒有顯⽰[ACPT?]，請重新啟動相機，然後從步驟3再次

嘗試。

HDR-AZ1
您聽到連接確認的嗶聲時，請按住相機的Wi-Fi按鈕，直到聽到連接完
成的嗶聲。

注意事項

• 若為HDR-AZ1，如果 （嗶聲）設定為OFF，就不會發出連接確認的嗶聲。

• 如果沒有發出連接確認的嗶聲，請重新啟動相機，然後從步驟3再次嘗試。

REC/Wi-Fi指⽰燈亮藍⾊，遙控器的LCD螢幕切換為即時檢視顯⽰畫
⾯，並且已建⽴連接。

注意事項

• 如果沒有完成與相機的連接，可能是訊號傳輸量龐⼤。在這種情況下，請移動

到另⼀個位置然後重試。

切換拍攝模式

按下遙控器即時檢視顯⽰幕上的UP/DOWN按鈕，以切換拍攝模式。
拍攝模式圖⽰將顯⽰於顯⽰幕的左上⾓。

錄製

錄製動畫時
如需下列操作的詳細資訊，請參閱線上說明指南，或相機的操作指⽰。
• 靜態影像
• 間隔靜態影像
• 循環錄製

1 按下REC/ENTER按鈕開始錄製。

REC/Wi-Fi指⽰燈從藍⾊變為紅⾊。

2 再次按下REC/ENTER按鈕停⽌錄製。

REC/Wi-Fi指⽰燈從紅⾊變為藍⾊。

連接腕帶⾄遙控器的注意事項

• 您可根據和的黏貼位置來調整腕帶的⾧度。
• 若要將遙控器固定到⼿臂上，將它佩戴在⼿的背⾯上。然後，將腕帶穿過
，使REC/ENTER按鈕朝向您的指尖，⽽LCD螢幕朝向⼿肘。 
連接後，移動以蓋住的末端。

• 若腕帶連接不正確，則可能導致受傷。
• 將遙控器固定到右⼿臂上時，請將遙控器設定中的螢幕旋轉設定為ON。
• 使⽤遙控器並佩戴於⼿臂上時，務必正確連接隨附的底座及腕帶。
• 取下腕帶時請⼩⼼，不要使遙控器摔落。
• 如需將腕帶連接⾄遙控器的詳細資訊，請參閱說明指南。

警告

為減少⽕災或觸電的⾵險，
1) 請勿讓本裝置接觸到⾬⽔或濕氣。
2) 請勿把裝滿液體的物品放在本設備上，例如花瓶等。

注意

請遵循以下注意事項，因為可能會有熱量產⽣、⽕災或爆炸的危險。
* 產品內建鋰離⼦電池。
• 請以指定充電⽅法為產品充電。
• 切勿將產品放在⽕中或附近，或將產品放⼊微波爐中。
• 切勿將產品放在炎熱天氣下的汽⾞內。
• 切勿在⾼溫潮濕的場所，例如桑拿房中，存放或使⽤本產品。
• 切勿拆解、擠壓或刺穿本產品。
• 切勿使產品遭受過度撞擊，例如從⾼處掉落。
• 切勿將產品暴露在超過60℃的⾼溫下。
• 請使產品保持乾燥。
請適當丟棄產品。
請以使⽤說明書中指定的充電⽅法為產品充電。

通知
如果靜電或電磁導致資料傳送中斷（失敗），請重新啟動應⽤程式或斷開
連接，並重新連接通信電纜（USB等）。

本產品已經過測試並確定符合EMC規定中所提出的使⽤連接電纜不得超過3
公尺的限制。

特定頻率的電磁場可能會影響此機的畫⾯和聲⾳。

經型式認證合格之低功率射頻電機，⾮經許可，公司、商號或使⽤者均不
得擅⾃變更頻率、加⼤功率或變更原設計之特性及功能。
低功率射頻電機之使⽤不得影響⾶航安全及⼲擾合法通信；經發現有⼲擾
現象時，應⽴即停⽤，並改善⾄無⼲擾時⽅得繼續使⽤。前項合法通信，
指依電信法規定作業之無線電通信。低功率射頻電機須忍受合法通信或⼯
業、科學及醫療⽤電波輻射性電機設備之⼲擾。

僅適⽤於台灣

廢電池請回收

僅適⽤於台灣
⽣產國別：中國
製造廠商：SONY CORPORATION
進 ⼝ 商：台灣索尼股份有限公司
地    址：台北市⾧春路145號5樓
諮詢專線：4499111

使⽤須知

[即時檢視遙控器]

請勿將遙控器使⽤/存放於下述場所
• 溫度極⾼之處 
例如，停駐於陽光直射處的⾞內，如此可能使遙控器的機體變形進⽽造成
故障。

• 陽光直射處或加熱器附近 
若將遙控器放置於陽光直射處或加熱器附近，則可能產⽣變⾊或變形等情
形，進⽽造成故障。

• 具有強烈震動的場所
• 接近強烈磁場之處
• 多沙或多塵的地⽅ 
⼩⼼不要讓沙⼦或灰塵進⼊遙控器中。這樣可能會造成遙控器故障，有時
候這種故障是無法修理的。

Wi-Fi功能
• 請根據使⽤地區的規定使⽤遙控器。
• 遙控器的Wi-Fi功能無法於⽔中使⽤。

使⽤無線區域網路裝置的安全性
• 為了避免駭客攻擊、惡意第三⽅存取和其他漏洞，請確認無線區域網路始
終安全。

• 在無線區域網路上設定安全性是很重要的。
• 如果由於缺乏⾜夠的安全措施或因預⾒的情況下發⽣問題，Sony 
Corporation不承擔任何由此產⽣的損害。

關於⽔氣凝結
若將遙控器由較冷處直接帶⼊較溫暖之處，則遙控器內部或外部可能產⽣
⽔氣凝結的情形。⽔氣凝結可能會導致遙控器故障。

產⽣⽔氣凝結時
請關閉遙控器電源，靜待約1⼩時，使⽔氣⾃⾏蒸發。
操作溫度
• 遙控器在設計上適於-10℃⾄+40℃的環境中使⽤。不建議於此溫度範圍以
外的極冷與極熱環境中使⽤。

• 運作期間，LCD螢幕與機殼的溫度會升⾼。這並⾮故障。

操作LCD螢幕
• 切勿使LCD螢幕⾧時照射陽光，以免受損。遙控器放置於窗⼾旁時請務必
注意。

• 若於寒冷環境中使⽤遙控器，則LCD螢幕上可能會出現⽔平線條或殘留影
像。這並⾮故障。遙控器本⾝溫度回暖時，LCD螢幕即能恢復正常。

有關遙控器的防⽔性能

遙控器採⽤防⽔設計。若因誤⽤、濫⽤或不當保養⽽受損，恕不在有限保
固範圍內。
• 切勿使遙控器承受加壓⽔沖刷，例如放置於⽔⿓頭下沖洗。
• 切勿於溫泉中使⽤。
• 請於0℃⾄40℃的⽔溫範圍中操作遙控器。

⽔中/⽔邊使⽤遙控器前的注意事項
• 確認砂⽯、⽑髮或塵⼟等異物並未侵⼊接頭護蓋內部。即使是⼩量的異物
也可能致使⽔分滲⼊遙控器內部。

• 確認密封墊及其接合⾯並未受到任何刮傷。即使是微⼩的刮傷也可能致使
⽔分滲⼊遙控器內部。若發現密封墊及其接合⾯已有刮傷情形，請洽Sony
經銷商或當地Sony特約維修中⼼。

• 若密封墊及其接合⾯沾染塵⼟或砂⽯，請使⽤軟質無塵布清除及擦拭。
• 切勿使⽤潮溼或沾染砂⼟的雙⼿或於⽔邊開啟/關閉接頭護蓋。否則可能
使砂⼟或⽔分進⼊內部。開啟接頭護蓋之前，請執⾏“⽔中/⽔邊使⽤遙
控器後的清潔”所述程序。

• 務必於遙控器完全乾燥的情況下開啟端⼦護蓋。
• 務必隨時檢查接頭護蓋是否確實鎖緊。

⽔中/⽔邊使⽤遙控器時的注意事項
• 切勿使遙控器承受衝擊⼒，例如跳⼊⽔中。
• 切勿於⽔中/⽔邊開啟與關閉接頭護蓋。
• 遙控器置於⽔中時會⾃⾏下沉。請使⽤遙控器隨附的腕帶避免遙控器沉⼊
⽔中。

⽔中/⽔邊使⽤遙控器後的清潔
• 務必於使⽤後的60分鐘之內⽤⽔清潔遙控器，且完成清潔之前不可開啟接
頭護蓋。砂⼟或⽔分可能進⼊內部看不⾒的地⽅，若未徹底清洗則可能損
及防⽔性能。

• 將遙控器放置於倒⼊清⽔的清潔盆中約5分鐘。然後，輕輕甩動遙控器並
於⽔中按下各個按鈕，藉以清除卡⼊按鈕周圍的鹽分、砂⽯或其他異物。

• 清洗完成後，⽤軟布擦去所有⽔分。將遙控器放置於陰涼通⾵處，並靜待
完全乾燥。切勿使⽤吹⾵機吹乾，否則可能造成變形及/或降低其防⽔性
能。

• 使⽤軟質乾布將接頭護蓋上的任何⽔分或塵⼟清除乾淨。
• 遙控器置⼊⽔中時可能出現氣泡。這並⾮故障。
• 遙控器若接觸防曬劑或防曬油，則可能造成機殼變⾊。 
遙控器若不慎接觸隔離霜或防曬油，請⽴即擦拭乾淨。

• 遙控器中浸⼊海⽔後或表⾯上沾染海⽔時應⽴即清潔。否則可能造成腐
蝕、變⾊與損及防⽔性能。

廢棄處理
遙控器廢棄處理前，必須先將電池組取出。

取出電池組
內建的電池組可經由回收處理。
廢棄處理遙控器時，請取出內建電池組。

注意事項
取出電池組時請注意下列事項。
• 拆下的螺絲等物件，請放置在幼童無法取得之處，以避免發⽣誤吞意外。

• ⼩⼼勿使指甲或⼿指受到傷害。

重要資訊
除⾮進⾏遙控器的廢棄處理，否則不得拆下螺絲。
若經本公司認定曾擅⾃拆解本產品，恕不接受維修及更換事宜。

1 按下ON/OFF按鈕，關閉遙控器電源。

2 拆下連接的纜線。

3 使⽤⼗字螺絲起⼦拆下螺絲。（4根螺絲）

4 拆下外蓋。

5 將固定鈎向外推，取出電池組。

規格

電源要求： 充電電池組：3.6 V（內建電池）
 Multi/Micro USB端⼦：5.0 V
USB充電： DC 5.0 V，500 mA/800 mA
充電時間： 透過電腦：約4⼩時⼜5分鐘。
 透過AC-UD10（另售）：約2⼩時⼜55分鐘。
功率消耗： 1.0 W（透過Wi-Fi連接和顯⽰即時檢視畫⾯時）
防⽔性能： ⽔深3公尺，持續30分鐘（無法保證在所有狀況下的

防⽔效能）
操作溫度： -10℃⾄+40℃
儲存溫度： -20℃⾄+60℃
尺⼨（約）： 72.3 mm × 50.2 mm × 20.8 mm

（寬/⾼/深，不包括突出部分）
質量： 約64 g（僅主機⾝）
總重量（使⽤時）： 約95 g

（包括隨附的腕帶與底座）
內含項⽬： 即時檢視遙控器（1）、Micro USB電纜（1）*、

腕帶（1）、底座（1）、成套印刷⽂件

* 即使遙控器隨相機出售，也僅包含1根Micro USB電纜。
• 未來升級時若設計和規格有所變更，恕不另⾏通知。
• 有關詳細規格，請參閱線上說明指南。

關於商標
• Wi-Fi、Wi-Fi標誌、Wi-Fi PROTECTED SET-UP為Wi-Fi Alliance的註冊商標。

• Adobe、Adobe標誌和Adobe Acrobat為Adobe Systems Incorporated在美國和/或其

他國家的註冊商標或商標。

此外，本⼿冊中使⽤的系統和產品名稱通常是各⾃開發商或製造商的商標
或註冊商標。但是，™或標誌可能未在本⼿冊中註明。

繁體中⽂

注意事項

標牌位於底部。
若需查看標牌，請先解開腕帶。

本⼿冊說明即時檢視遙控器RM-LVR2的基本操作。

在使⽤之前，必須按照本⼿冊所述，透過Wi-Fi連接到相機。

有關詳細資訊，請參閱線上說明指南。
http://rd1.sony.net/help/cam/1530/h_zz/

各部件和控制器

 MENU按鈕

 DISP按鈕

 REC/ENTER按鈕

 REC/Wi-Fi指⽰燈

 LCD螢幕

 DOWN按鈕

 UP按鈕

 CHG（充電）指⽰燈

 RESET（重設）按鈕

 Multi/Micro USB端⼦

 鎖桿

 接頭蓋

 ON/OFF按鈕

 腕帶環

螢幕顯⽰

 按鈕鎖定圖⽰

 時鐘顯⽰

 遙控器電池電量指⽰器

 ⾶機模式圖⽰
遙控器處於⾶機模式時顯⽰。

 拍攝模式

 拍攝模式切換指⽰器

 REC圖⽰

 記憶卡警告指⽰器

 相機電池電量指⽰器

注意事項

• 顯⽰視連接的相機⽽異。

時鐘顯⽰

即時檢視顯⽰

對遙控器充電

1 確定遙控器電源為OFF。

2 使⽤Micro USB電纜（附件）將遙控器連接到啟動的電腦。

接頭蓋
充電時亮起⿈⾊燈光

Micro USB電纜

充電完成後，CHG（充電）指⽰燈熄滅。

注意事項

• 即使遙控器尚未完全放電，仍可進⾏充電。同時，即使遙控器電量尚未充滿，亦可

使⽤充有部分電量的遙控器。

• 遙控器電源開啟時，供電⽽不進⾏充電。

• 遙控器完全充電後，CHG（充電）指⽰燈會⽴即熄滅。

• 如果您沒有電腦，請使⽤變電器AC-UD10（另售）。

開啟遙控器的電源

1 按ON/OFF按鈕開啟遙控器的電源。

第⼀次開啟遙控器電源時，將會顯⽰⽇期和時間/地區設定畫⾯。

2 設定⽇期和時間/地區。

• 按下UP按鈕或DOWN按鈕選擇需要的項⽬，再按下REC/ENTER按鈕。
• ⽇期和時間/地區設定畫⾯以下列順序切換。

地區設定

年-⽉-⽇設定

⽇期格式

⽇期和時間/地區設定
確認

⽇光節約時間設定

時間設定

• 按下⽇期和時間/地區設定確認畫⾯內的REC/ENTER按鈕，以確認所要的
項⽬，然後會顯⽰Wi-Fi待命畫⾯。

注意事項

• 地區是依據格林威治標準時間（GMT）與您住家標準時間之間的時差⽽定義。如需關

於時差的詳細資訊，請參閱線上說明指南內的“世界⾸都時差表”。

• 若要再次設定⽇期和時間，請按下遙控器的MENU按鈕，從 （遙控器設定）中選

擇“⽇期和時間/地區/⽇光節約時間設定”。

透過Wi-Fi將遙控器連接相機

將遙控器連接單台相機（單⼀連接）
如需下列操作的詳細資訊，請參閱線上說明指南，或相機的操作指⽰。
• 多台相機（多重連接）
• Action Cam之外的相機

1 開啟遙控器的電源。

啟動遙控器時，會顯⽰Wi-Fi待命畫⾯。

注意事項

• 如果顯⽰ （多重連接）圖⽰，請按下遙控器的MENU按鈕，從 （遙控器設

定）中選擇 （連接模式），並設定為 （單⼀連接）。

2 開啟相機的電源。

HDR-AZ1之外的Action Cam
按下NEXT或PREV按鈕。

HDR-AZ1
按下ON/OFF按鈕。

上圖為FDR-X1000V。

3 檢查相機設定。

確定Wi-Fi標記顯⽰在相機的顯⽰⾯板上。

HDR-AZ1之外的Action Cam HDR-AZ1

或

注意事項

• 如果相機的連接模式設定為多重連接，請切換為單⼀連接。

• 若為HDR-AS15/AS30V，請將記憶卡插⼊相機內。

4 選擇您要連接到遙控器的相機。

 從連接⽬的地清單中選擇SSID（⽬的地）。
 按下REC/ENTER按鈕。
 遙控器處於待命狀態時，請在2分鐘內進⾏步驟5。

  

如果您在中所⽰狀態內按下REC/ENTER按鈕，遙控器將解除待命狀
態。在此狀況下，再次選擇相機的SSID。

5 將遙控器連接相機。

HDR-AZ1之外的Action Cam
相機的顯⽰⾯板上顯⽰[ACPT?]時，請按下相機的ENTER按鈕。

注意事項

• 如果相機的顯⽰⾯板上沒有顯⽰[ACPT?]，請重新啟動相機，然後從步驟3再次

嘗試。

HDR-AZ1
您聽到連接確認的嗶聲時，請按住相機的Wi-Fi按鈕，直到聽到連接完
成的嗶聲。

注意事項

• 若為HDR-AZ1，如果 （嗶聲）設定為OFF，就不會發出連接確認的嗶聲。

• 如果沒有發出連接確認的嗶聲，請重新啟動相機，然後從步驟3再次嘗試。

REC/Wi-Fi指⽰燈亮藍⾊，遙控器的LCD螢幕切換為即時檢視顯⽰畫
⾯，並且已建⽴連接。

注意事項

• 如果沒有完成與相機的連接，可能是訊號傳輸量龐⼤。在這種情況下，請移動

到另⼀個位置然後重試。

切換拍攝模式

按下遙控器即時檢視顯⽰幕上的UP/DOWN按鈕，以切換拍攝模式。
拍攝模式圖⽰將顯⽰於顯⽰幕的左上⾓。

錄製

錄製動畫時
如需下列操作的詳細資訊，請參閱線上說明指南，或相機的操作指⽰。
• 靜態影像
• 間隔靜態影像
• 循環錄製

1 按下REC/ENTER按鈕開始錄製。

REC/Wi-Fi指⽰燈從藍⾊變為紅⾊。

2 再次按下REC/ENTER按鈕停⽌錄製。

REC/Wi-Fi指⽰燈從紅⾊變為藍⾊。

連接腕帶⾄遙控器的注意事項

• 您可根據和的黏貼位置來調整腕帶的⾧度。
• 若要將遙控器固定到⼿臂上，將它佩戴在⼿的背⾯上。然後，將腕帶穿過
，使REC/ENTER按鈕朝向您的指尖，⽽LCD螢幕朝向⼿肘。 
連接後，移動以蓋住的末端。

• 若腕帶連接不正確，則可能導致受傷。
• 將遙控器固定到右⼿臂上時，請將遙控器設定中的螢幕旋轉設定為ON。
• 使⽤遙控器並佩戴於⼿臂上時，務必正確連接隨附的底座及腕帶。
• 取下腕帶時請⼩⼼，不要使遙控器摔落。
• 如需將腕帶連接⾄遙控器的詳細資訊，請參閱說明指南。

警告

為減少⽕災或觸電的⾵險，
1) 請勿讓本裝置接觸到⾬⽔或濕氣。
2) 請勿把裝滿液體的物品放在本設備上，例如花瓶等。

注意

請遵循以下注意事項，因為可能會有熱量產⽣、⽕災或爆炸的危險。
* 產品內建鋰離⼦電池。
• 請以指定充電⽅法為產品充電。
• 切勿將產品放在⽕中或附近，或將產品放⼊微波爐中。
• 切勿將產品放在炎熱天氣下的汽⾞內。
• 切勿在⾼溫潮濕的場所，例如桑拿房中，存放或使⽤本產品。
• 切勿拆解、擠壓或刺穿本產品。
• 切勿使產品遭受過度撞擊，例如從⾼處掉落。
• 切勿將產品暴露在超過60℃的⾼溫下。
• 請使產品保持乾燥。
請適當丟棄產品。
請以使⽤說明書中指定的充電⽅法為產品充電。

通知
如果靜電或電磁導致資料傳送中斷（失敗），請重新啟動應⽤程式或斷開
連接，並重新連接通信電纜（USB等）。

本產品已經過測試並確定符合EMC規定中所提出的使⽤連接電纜不得超過3
公尺的限制。

特定頻率的電磁場可能會影響此機的畫⾯和聲⾳。

經型式認證合格之低功率射頻電機，⾮經許可，公司、商號或使⽤者均不
得擅⾃變更頻率、加⼤功率或變更原設計之特性及功能。
低功率射頻電機之使⽤不得影響⾶航安全及⼲擾合法通信；經發現有⼲擾
現象時，應⽴即停⽤，並改善⾄無⼲擾時⽅得繼續使⽤。前項合法通信，
指依電信法規定作業之無線電通信。低功率射頻電機須忍受合法通信或⼯
業、科學及醫療⽤電波輻射性電機設備之⼲擾。

僅適⽤於台灣

廢電池請回收

僅適⽤於台灣
⽣產國別：中國
製造廠商：SONY CORPORATION
進 ⼝ 商：台灣索尼股份有限公司
地    址：台北市⾧春路145號5樓
諮詢專線：4499111

使⽤須知

[即時檢視遙控器]

請勿將遙控器使⽤/存放於下述場所
• 溫度極⾼之處 
例如，停駐於陽光直射處的⾞內，如此可能使遙控器的機體變形進⽽造成
故障。

• 陽光直射處或加熱器附近 
若將遙控器放置於陽光直射處或加熱器附近，則可能產⽣變⾊或變形等情
形，進⽽造成故障。

• 具有強烈震動的場所
• 接近強烈磁場之處
• 多沙或多塵的地⽅ 
⼩⼼不要讓沙⼦或灰塵進⼊遙控器中。這樣可能會造成遙控器故障，有時
候這種故障是無法修理的。

Wi-Fi功能
• 請根據使⽤地區的規定使⽤遙控器。
• 遙控器的Wi-Fi功能無法於⽔中使⽤。

使⽤無線區域網路裝置的安全性
• 為了避免駭客攻擊、惡意第三⽅存取和其他漏洞，請確認無線區域網路始
終安全。

• 在無線區域網路上設定安全性是很重要的。
• 如果由於缺乏⾜夠的安全措施或因預⾒的情況下發⽣問題，Sony 
Corporation不承擔任何由此產⽣的損害。

關於⽔氣凝結
若將遙控器由較冷處直接帶⼊較溫暖之處，則遙控器內部或外部可能產⽣
⽔氣凝結的情形。⽔氣凝結可能會導致遙控器故障。

產⽣⽔氣凝結時
請關閉遙控器電源，靜待約1⼩時，使⽔氣⾃⾏蒸發。
操作溫度
• 遙控器在設計上適於-10℃⾄+40℃的環境中使⽤。不建議於此溫度範圍以
外的極冷與極熱環境中使⽤。

• 運作期間，LCD螢幕與機殼的溫度會升⾼。這並⾮故障。

操作LCD螢幕
• 切勿使LCD螢幕⾧時照射陽光，以免受損。遙控器放置於窗⼾旁時請務必
注意。

• 若於寒冷環境中使⽤遙控器，則LCD螢幕上可能會出現⽔平線條或殘留影
像。這並⾮故障。遙控器本⾝溫度回暖時，LCD螢幕即能恢復正常。

有關遙控器的防⽔性能

遙控器採⽤防⽔設計。若因誤⽤、濫⽤或不當保養⽽受損，恕不在有限保
固範圍內。
• 切勿使遙控器承受加壓⽔沖刷，例如放置於⽔⿓頭下沖洗。
• 切勿於溫泉中使⽤。
• 請於0℃⾄40℃的⽔溫範圍中操作遙控器。

⽔中/⽔邊使⽤遙控器前的注意事項
• 確認砂⽯、⽑髮或塵⼟等異物並未侵⼊接頭護蓋內部。即使是⼩量的異物
也可能致使⽔分滲⼊遙控器內部。

• 確認密封墊及其接合⾯並未受到任何刮傷。即使是微⼩的刮傷也可能致使
⽔分滲⼊遙控器內部。若發現密封墊及其接合⾯已有刮傷情形，請洽Sony
經銷商或當地Sony特約維修中⼼。

• 若密封墊及其接合⾯沾染塵⼟或砂⽯，請使⽤軟質無塵布清除及擦拭。
• 切勿使⽤潮溼或沾染砂⼟的雙⼿或於⽔邊開啟/關閉接頭護蓋。否則可能
使砂⼟或⽔分進⼊內部。開啟接頭護蓋之前，請執⾏“⽔中/⽔邊使⽤遙
控器後的清潔”所述程序。

• 務必於遙控器完全乾燥的情況下開啟端⼦護蓋。
• 務必隨時檢查接頭護蓋是否確實鎖緊。

⽔中/⽔邊使⽤遙控器時的注意事項
• 切勿使遙控器承受衝擊⼒，例如跳⼊⽔中。
• 切勿於⽔中/⽔邊開啟與關閉接頭護蓋。
• 遙控器置於⽔中時會⾃⾏下沉。請使⽤遙控器隨附的腕帶避免遙控器沉⼊
⽔中。

⽔中/⽔邊使⽤遙控器後的清潔
• 務必於使⽤後的60分鐘之內⽤⽔清潔遙控器，且完成清潔之前不可開啟接
頭護蓋。砂⼟或⽔分可能進⼊內部看不⾒的地⽅，若未徹底清洗則可能損
及防⽔性能。

• 將遙控器放置於倒⼊清⽔的清潔盆中約5分鐘。然後，輕輕甩動遙控器並
於⽔中按下各個按鈕，藉以清除卡⼊按鈕周圍的鹽分、砂⽯或其他異物。

• 清洗完成後，⽤軟布擦去所有⽔分。將遙控器放置於陰涼通⾵處，並靜待
完全乾燥。切勿使⽤吹⾵機吹乾，否則可能造成變形及/或降低其防⽔性
能。

• 使⽤軟質乾布將接頭護蓋上的任何⽔分或塵⼟清除乾淨。
• 遙控器置⼊⽔中時可能出現氣泡。這並⾮故障。
• 遙控器若接觸防曬劑或防曬油，則可能造成機殼變⾊。 
遙控器若不慎接觸隔離霜或防曬油，請⽴即擦拭乾淨。

• 遙控器中浸⼊海⽔後或表⾯上沾染海⽔時應⽴即清潔。否則可能造成腐
蝕、變⾊與損及防⽔性能。

廢棄處理
遙控器廢棄處理前，必須先將電池組取出。

取出電池組
內建的電池組可經由回收處理。
廢棄處理遙控器時，請取出內建電池組。

注意事項
取出電池組時請注意下列事項。
• 拆下的螺絲等物件，請放置在幼童無法取得之處，以避免發⽣誤吞意外。

• ⼩⼼勿使指甲或⼿指受到傷害。

重要資訊
除⾮進⾏遙控器的廢棄處理，否則不得拆下螺絲。
若經本公司認定曾擅⾃拆解本產品，恕不接受維修及更換事宜。

1 按下ON/OFF按鈕，關閉遙控器電源。

2 拆下連接的纜線。

3 使⽤⼗字螺絲起⼦拆下螺絲。（4根螺絲）

4 拆下外蓋。

5 將固定鈎向外推，取出電池組。

規格

電源要求： 充電電池組：3.6 V（內建電池）
 Multi/Micro USB端⼦：5.0 V
USB充電： DC 5.0 V，500 mA/800 mA
充電時間： 透過電腦：約4⼩時⼜5分鐘。
 透過AC-UD10（另售）：約2⼩時⼜55分鐘。
功率消耗： 1.0 W（透過Wi-Fi連接和顯⽰即時檢視畫⾯時）
防⽔性能： ⽔深3公尺，持續30分鐘（無法保證在所有狀況下的

防⽔效能）
操作溫度： -10℃⾄+40℃
儲存溫度： -20℃⾄+60℃
尺⼨（約）： 72.3 mm × 50.2 mm × 20.8 mm

（寬/⾼/深，不包括突出部分）
質量： 約64 g（僅主機⾝）
總重量（使⽤時）： 約95 g

（包括隨附的腕帶與底座）
內含項⽬： 即時檢視遙控器（1）、Micro USB電纜（1）*、

腕帶（1）、底座（1）、成套印刷⽂件

* 即使遙控器隨相機出售，也僅包含1根Micro USB電纜。
• 未來升級時若設計和規格有所變更，恕不另⾏通知。
• 有關詳細規格，請參閱線上說明指南。

關於商標
• Wi-Fi、Wi-Fi標誌、Wi-Fi PROTECTED SET-UP為Wi-Fi Alliance的註冊商標。

• Adobe、Adobe標誌和Adobe Acrobat為Adobe Systems Incorporated在美國和/或其

他國家的註冊商標或商標。

此外，本⼿冊中使⽤的系統和產品名稱通常是各⾃開發商或製造商的商標
或註冊商標。但是，™或標誌可能未在本⼿冊中註明。

繁體中⽂

注意事項

標牌位於底部。
若需查看標牌，請先解開腕帶。

本⼿冊說明即時檢視遙控器RM-LVR2的基本操作。

在使⽤之前，必須按照本⼿冊所述，透過Wi-Fi連接到相機。

有關詳細資訊，請參閱線上說明指南。
http://rd1.sony.net/help/cam/1530/h_zz/

各部件和控制器

 MENU按鈕

 DISP按鈕

 REC/ENTER按鈕

 REC/Wi-Fi指⽰燈

 LCD螢幕

 DOWN按鈕

 UP按鈕

 CHG（充電）指⽰燈

 RESET（重設）按鈕

 Multi/Micro USB端⼦

 鎖桿

 接頭蓋

 ON/OFF按鈕

 腕帶環

螢幕顯⽰

 按鈕鎖定圖⽰

 時鐘顯⽰

 遙控器電池電量指⽰器

 ⾶機模式圖⽰
遙控器處於⾶機模式時顯⽰。

 拍攝模式

 拍攝模式切換指⽰器

 REC圖⽰

 記憶卡警告指⽰器

 相機電池電量指⽰器

注意事項

• 顯⽰視連接的相機⽽異。

時鐘顯⽰

即時檢視顯⽰

對遙控器充電

1 確定遙控器電源為OFF。

2 使⽤Micro USB電纜（附件）將遙控器連接到啟動的電腦。

接頭蓋
充電時亮起⿈⾊燈光

Micro USB電纜

充電完成後，CHG（充電）指⽰燈熄滅。

注意事項

• 即使遙控器尚未完全放電，仍可進⾏充電。同時，即使遙控器電量尚未充滿，亦可

使⽤充有部分電量的遙控器。

• 遙控器電源開啟時，供電⽽不進⾏充電。

• 遙控器完全充電後，CHG（充電）指⽰燈會⽴即熄滅。

• 如果您沒有電腦，請使⽤變電器AC-UD10（另售）。

開啟遙控器的電源

1 按ON/OFF按鈕開啟遙控器的電源。

第⼀次開啟遙控器電源時，將會顯⽰⽇期和時間/地區設定畫⾯。

2 設定⽇期和時間/地區。

• 按下UP按鈕或DOWN按鈕選擇需要的項⽬，再按下REC/ENTER按鈕。
• ⽇期和時間/地區設定畫⾯以下列順序切換。

地區設定

年-⽉-⽇設定

⽇期格式

⽇期和時間/地區設定
確認

⽇光節約時間設定

時間設定

• 按下⽇期和時間/地區設定確認畫⾯內的REC/ENTER按鈕，以確認所要的
項⽬，然後會顯⽰Wi-Fi待命畫⾯。

注意事項

• 地區是依據格林威治標準時間（GMT）與您住家標準時間之間的時差⽽定義。如需關

於時差的詳細資訊，請參閱線上說明指南內的“世界⾸都時差表”。

• 若要再次設定⽇期和時間，請按下遙控器的MENU按鈕，從 （遙控器設定）中選

擇“⽇期和時間/地區/⽇光節約時間設定”。

透過Wi-Fi將遙控器連接相機

將遙控器連接單台相機（單⼀連接）
如需下列操作的詳細資訊，請參閱線上說明指南，或相機的操作指⽰。
• 多台相機（多重連接）
• Action Cam之外的相機

1 開啟遙控器的電源。

啟動遙控器時，會顯⽰Wi-Fi待命畫⾯。

注意事項

• 如果顯⽰ （多重連接）圖⽰，請按下遙控器的MENU按鈕，從 （遙控器設

定）中選擇 （連接模式），並設定為 （單⼀連接）。

2 開啟相機的電源。

HDR-AZ1之外的Action Cam
按下NEXT或PREV按鈕。

HDR-AZ1
按下ON/OFF按鈕。

上圖為FDR-X1000V。

3 檢查相機設定。

確定Wi-Fi標記顯⽰在相機的顯⽰⾯板上。

HDR-AZ1之外的Action Cam HDR-AZ1

或

注意事項

• 如果相機的連接模式設定為多重連接，請切換為單⼀連接。

• 若為HDR-AS15/AS30V，請將記憶卡插⼊相機內。

4 選擇您要連接到遙控器的相機。

 從連接⽬的地清單中選擇SSID（⽬的地）。
 按下REC/ENTER按鈕。
 遙控器處於待命狀態時，請在2分鐘內進⾏步驟5。

  

如果您在中所⽰狀態內按下REC/ENTER按鈕，遙控器將解除待命狀
態。在此狀況下，再次選擇相機的SSID。

5 將遙控器連接相機。

HDR-AZ1之外的Action Cam
相機的顯⽰⾯板上顯⽰[ACPT?]時，請按下相機的ENTER按鈕。

注意事項

• 如果相機的顯⽰⾯板上沒有顯⽰[ACPT?]，請重新啟動相機，然後從步驟3再次

嘗試。

HDR-AZ1
您聽到連接確認的嗶聲時，請按住相機的Wi-Fi按鈕，直到聽到連接完
成的嗶聲。

注意事項

• 若為HDR-AZ1，如果 （嗶聲）設定為OFF，就不會發出連接確認的嗶聲。

• 如果沒有發出連接確認的嗶聲，請重新啟動相機，然後從步驟3再次嘗試。

REC/Wi-Fi指⽰燈亮藍⾊，遙控器的LCD螢幕切換為即時檢視顯⽰畫
⾯，並且已建⽴連接。

注意事項

• 如果沒有完成與相機的連接，可能是訊號傳輸量龐⼤。在這種情況下，請移動

到另⼀個位置然後重試。

切換拍攝模式

按下遙控器即時檢視顯⽰幕上的UP/DOWN按鈕，以切換拍攝模式。
拍攝模式圖⽰將顯⽰於顯⽰幕的左上⾓。

錄製

錄製動畫時
如需下列操作的詳細資訊，請參閱線上說明指南，或相機的操作指⽰。
• 靜態影像
• 間隔靜態影像
• 循環錄製

1 按下REC/ENTER按鈕開始錄製。

REC/Wi-Fi指⽰燈從藍⾊變為紅⾊。

2 再次按下REC/ENTER按鈕停⽌錄製。

REC/Wi-Fi指⽰燈從紅⾊變為藍⾊。

連接腕帶⾄遙控器的注意事項

• 您可根據和的黏貼位置來調整腕帶的⾧度。
• 若要將遙控器固定到⼿臂上，將它佩戴在⼿的背⾯上。然後，將腕帶穿過
，使REC/ENTER按鈕朝向您的指尖，⽽LCD螢幕朝向⼿肘。 
連接後，移動以蓋住的末端。

• 若腕帶連接不正確，則可能導致受傷。
• 將遙控器固定到右⼿臂上時，請將遙控器設定中的螢幕旋轉設定為ON。

• 使⽤遙控器並佩戴於⼿臂上時，務必正確連接隨附的底座及腕帶。
• 取下腕帶時請⼩⼼，不要使遙控器摔落。
• 如需將腕帶連接⾄遙控器的詳細資訊，請參閱說明指南。

警告

為減少⽕災或觸電的⾵險，
1) 請勿讓本裝置接觸到⾬⽔或濕氣。
2) 請勿把裝滿液體的物品放在本設備上，例如花瓶等。

注意

請遵循以下注意事項，因為可能會有熱量產⽣、⽕災或爆炸的危險。
* 產品內建鋰離⼦電池。
• 請以指定充電⽅法為產品充電。
• 切勿將產品放在⽕中或附近，或將產品放⼊微波爐中。
• 切勿將產品放在炎熱天氣下的汽⾞內。
• 切勿在⾼溫潮濕的場所，例如桑拿房中，存放或使⽤本產品。
• 切勿拆解、擠壓或刺穿本產品。
• 切勿使產品遭受過度撞擊，例如從⾼處掉落。
• 切勿將產品暴露在超過60℃的⾼溫下。
• 請使產品保持乾燥。
請適當丟棄產品。
請以使⽤說明書中指定的充電⽅法為產品充電。

通知
如果靜電或電磁導致資料傳送中斷（失敗），請重新啟動應⽤程式或斷開
連接，並重新連接通信電纜（USB等）。

本產品已經過測試並確定符合EMC規定中所提出的使⽤連接電纜不得超過3
公尺的限制。

特定頻率的電磁場可能會影響此機的畫⾯和聲⾳。

經型式認證合格之低功率射頻電機，⾮經許可，公司、商號或使⽤者均不
得擅⾃變更頻率、加⼤功率或變更原設計之特性及功能。
低功率射頻電機之使⽤不得影響⾶航安全及⼲擾合法通信；經發現有⼲擾
現象時，應⽴即停⽤，並改善⾄無⼲擾時⽅得繼續使⽤。前項合法通信，
指依電信法規定作業之無線電通信。低功率射頻電機須忍受合法通信或⼯
業、科學及醫療⽤電波輻射性電機設備之⼲擾。

僅適⽤於台灣

廢電池請回收

僅適⽤於台灣
⽣產國別：中國
製造廠商：SONY CORPORATION
進 ⼝ 商：台灣索尼股份有限公司
地    址：台北市⾧春路145號5樓
諮詢專線：4499111

使⽤須知

[即時檢視遙控器]

請勿將遙控器使⽤/存放於下述場所
• 溫度極⾼之處 
例如，停駐於陽光直射處的⾞內，如此可能使遙控器的機體變形進⽽造成
故障。

• 陽光直射處或加熱器附近 
若將遙控器放置於陽光直射處或加熱器附近，則可能產⽣變⾊或變形等情
形，進⽽造成故障。

• 具有強烈震動的場所
• 接近強烈磁場之處
• 多沙或多塵的地⽅ 
⼩⼼不要讓沙⼦或灰塵進⼊遙控器中。這樣可能會造成遙控器故障，有時
候這種故障是無法修理的。

Wi-Fi功能
• 請根據使⽤地區的規定使⽤遙控器。
• 遙控器的Wi-Fi功能無法於⽔中使⽤。

使⽤無線區域網路裝置的安全性
• 為了避免駭客攻擊、惡意第三⽅存取和其他漏洞，請確認無線區域網路始
終安全。

• 在無線區域網路上設定安全性是很重要的。
• 如果由於缺乏⾜夠的安全措施或因預⾒的情況下發⽣問題，Sony 
Corporation不承擔任何由此產⽣的損害。

關於⽔氣凝結
若將遙控器由較冷處直接帶⼊較溫暖之處，則遙控器內部或外部可能產⽣
⽔氣凝結的情形。⽔氣凝結可能會導致遙控器故障。

產⽣⽔氣凝結時
請關閉遙控器電源，靜待約1⼩時，使⽔氣⾃⾏蒸發。
操作溫度
• 遙控器在設計上適於-10℃⾄+40℃的環境中使⽤。不建議於此溫度範圍以
外的極冷與極熱環境中使⽤。

• 運作期間，LCD螢幕與機殼的溫度會升⾼。這並⾮故障。

操作LCD螢幕
• 切勿使LCD螢幕⾧時照射陽光，以免受損。遙控器放置於窗⼾旁時請務必
注意。

• 若於寒冷環境中使⽤遙控器，則LCD螢幕上可能會出現⽔平線條或殘留影
像。這並⾮故障。遙控器本⾝溫度回暖時，LCD螢幕即能恢復正常。

有關遙控器的防⽔性能

遙控器採⽤防⽔設計。若因誤⽤、濫⽤或不當保養⽽受損，恕不在有限保
固範圍內。
• 切勿使遙控器承受加壓⽔沖刷，例如放置於⽔⿓頭下沖洗。
• 切勿於溫泉中使⽤。
• 請於0℃⾄40℃的⽔溫範圍中操作遙控器。

⽔中/⽔邊使⽤遙控器前的注意事項
• 確認砂⽯、⽑髮或塵⼟等異物並未侵⼊接頭護蓋內部。即使是⼩量的異物
也可能致使⽔分滲⼊遙控器內部。

• 確認密封墊及其接合⾯並未受到任何刮傷。即使是微⼩的刮傷也可能致使
⽔分滲⼊遙控器內部。若發現密封墊及其接合⾯已有刮傷情形，請洽Sony
經銷商或當地Sony特約維修中⼼。

• 若密封墊及其接合⾯沾染塵⼟或砂⽯，請使⽤軟質無塵布清除及擦拭。
• 切勿使⽤潮溼或沾染砂⼟的雙⼿或於⽔邊開啟/關閉接頭護蓋。否則可能
使砂⼟或⽔分進⼊內部。開啟接頭護蓋之前，請執⾏“⽔中/⽔邊使⽤遙
控器後的清潔”所述程序。

• 務必於遙控器完全乾燥的情況下開啟端⼦護蓋。
• 務必隨時檢查接頭護蓋是否確實鎖緊。

⽔中/⽔邊使⽤遙控器時的注意事項
• 切勿使遙控器承受衝擊⼒，例如跳⼊⽔中。
• 切勿於⽔中/⽔邊開啟與關閉接頭護蓋。
• 遙控器置於⽔中時會⾃⾏下沉。請使⽤遙控器隨附的腕帶避免遙控器沉⼊
⽔中。

⽔中/⽔邊使⽤遙控器後的清潔
• 務必於使⽤後的60分鐘之內⽤⽔清潔遙控器，且完成清潔之前不可開啟接
頭護蓋。砂⼟或⽔分可能進⼊內部看不⾒的地⽅，若未徹底清洗則可能損
及防⽔性能。

• 將遙控器放置於倒⼊清⽔的清潔盆中約5分鐘。然後，輕輕甩動遙控器並
於⽔中按下各個按鈕，藉以清除卡⼊按鈕周圍的鹽分、砂⽯或其他異物。

• 清洗完成後，⽤軟布擦去所有⽔分。將遙控器放置於陰涼通⾵處，並靜待
完全乾燥。切勿使⽤吹⾵機吹乾，否則可能造成變形及/或降低其防⽔性
能。

• 使⽤軟質乾布將接頭護蓋上的任何⽔分或塵⼟清除乾淨。
• 遙控器置⼊⽔中時可能出現氣泡。這並⾮故障。
• 遙控器若接觸防曬劑或防曬油，則可能造成機殼變⾊。 
遙控器若不慎接觸隔離霜或防曬油，請⽴即擦拭乾淨。

• 遙控器中浸⼊海⽔後或表⾯上沾染海⽔時應⽴即清潔。否則可能造成腐
蝕、變⾊與損及防⽔性能。

廢棄處理
遙控器廢棄處理前，必須先將電池組取出。

取出電池組
內建的電池組可經由回收處理。
廢棄處理遙控器時，請取出內建電池組。

注意事項
取出電池組時請注意下列事項。
• 拆下的螺絲等物件，請放置在幼童無法取得之處，以避免發⽣誤吞意外。

• ⼩⼼勿使指甲或⼿指受到傷害。

重要資訊
除⾮進⾏遙控器的廢棄處理，否則不得拆下螺絲。
若經本公司認定曾擅⾃拆解本產品，恕不接受維修及更換事宜。

1 按下ON/OFF按鈕，關閉遙控器電源。

2 拆下連接的纜線。

3 使⽤⼗字螺絲起⼦拆下螺絲。（4根螺絲）

4 拆下外蓋。

5 將固定鈎向外推，取出電池組。

規格

電源要求： 充電電池組：3.6 V（內建電池）
 Multi/Micro USB端⼦：5.0 V
USB充電： DC 5.0 V，500 mA/800 mA
充電時間： 透過電腦：約4⼩時⼜5分鐘。
 透過AC-UD10（另售）：約2⼩時⼜55分鐘。
功率消耗： 1.0 W（透過Wi-Fi連接和顯⽰即時檢視畫⾯時）
防⽔性能： ⽔深3公尺，持續30分鐘（無法保證在所有狀況下的

防⽔效能）
操作溫度： -10℃⾄+40℃
儲存溫度： -20℃⾄+60℃
尺⼨（約）： 72.3 mm × 50.2 mm × 20.8 mm

（寬/⾼/深，不包括突出部分）
質量： 約64 g（僅主機⾝）
總重量（使⽤時）： 約95 g

（包括隨附的腕帶與底座）
內含項⽬： 即時檢視遙控器（1）、Micro USB電纜（1）*、

腕帶（1）、底座（1）、成套印刷⽂件

* 即使遙控器隨相機出售，也僅包含1根Micro USB電纜。
• 未來升級時若設計和規格有所變更，恕不另⾏通知。
• 有關詳細規格，請參閱線上說明指南。

關於商標
• Wi-Fi、Wi-Fi標誌、Wi-Fi PROTECTED SET-UP為Wi-Fi Alliance的註冊商標。

• Adobe、Adobe標誌和Adobe Acrobat為Adobe Systems Incorporated在美國和/或其

他國家的註冊商標或商標。

此外，本⼿冊中使⽤的系統和產品名稱通常是各⾃開發商或製造商的商標
或註冊商標。但是，™或標誌可能未在本⼿冊中註明。

繁體中⽂

注意事項

標牌位於底部。
若需查看標牌，請先解開腕帶。

本⼿冊說明即時檢視遙控器RM-LVR2的基本操作。

在使⽤之前，必須按照本⼿冊所述，透過Wi-Fi連接到相機。

有關詳細資訊，請參閱線上說明指南。
http://rd1.sony.net/help/cam/1530/h_zz/

各部件和控制器

 MENU按鈕

 DISP按鈕

 REC/ENTER按鈕

 REC/Wi-Fi指⽰燈

 LCD螢幕

 DOWN按鈕

 UP按鈕

 CHG（充電）指⽰燈

 RESET（重設）按鈕

 Multi/Micro USB端⼦

 鎖桿

 接頭蓋

 ON/OFF按鈕

 腕帶環

螢幕顯⽰

 按鈕鎖定圖⽰

 時鐘顯⽰

 遙控器電池電量指⽰器

 ⾶機模式圖⽰
遙控器處於⾶機模式時顯⽰。

 拍攝模式

 拍攝模式切換指⽰器

 REC圖⽰

 記憶卡警告指⽰器

 相機電池電量指⽰器

注意事項

• 顯⽰視連接的相機⽽異。

時鐘顯⽰

即時檢視顯⽰

對遙控器充電

1 確定遙控器電源為OFF。

2 使⽤Micro USB電纜（附件）將遙控器連接到啟動的電腦。

接頭蓋
充電時亮起⿈⾊燈光

Micro USB電纜

充電完成後，CHG（充電）指⽰燈熄滅。

注意事項

• 即使遙控器尚未完全放電，仍可進⾏充電。同時，即使遙控器電量尚未充滿，亦可

使⽤充有部分電量的遙控器。

• 遙控器電源開啟時，供電⽽不進⾏充電。

• 遙控器完全充電後，CHG（充電）指⽰燈會⽴即熄滅。

• 如果您沒有電腦，請使⽤變電器AC-UD10（另售）。

開啟遙控器的電源

1 按ON/OFF按鈕開啟遙控器的電源。

第⼀次開啟遙控器電源時，將會顯⽰⽇期和時間/地區設定畫⾯。

2 設定⽇期和時間/地區。

• 按下UP按鈕或DOWN按鈕選擇需要的項⽬，再按下REC/ENTER按鈕。
• ⽇期和時間/地區設定畫⾯以下列順序切換。

地區設定

年-⽉-⽇設定

⽇期格式

⽇期和時間/地區設定
確認

⽇光節約時間設定

時間設定

• 按下⽇期和時間/地區設定確認畫⾯內的REC/ENTER按鈕，以確認所要的
項⽬，然後會顯⽰Wi-Fi待命畫⾯。

注意事項

• 地區是依據格林威治標準時間（GMT）與您住家標準時間之間的時差⽽定義。如需關

於時差的詳細資訊，請參閱線上說明指南內的“世界⾸都時差表”。

• 若要再次設定⽇期和時間，請按下遙控器的MENU按鈕，從 （遙控器設定）中選

擇“⽇期和時間/地區/⽇光節約時間設定”。

透過Wi-Fi將遙控器連接相機

將遙控器連接單台相機（單⼀連接）
如需下列操作的詳細資訊，請參閱線上說明指南，或相機的操作指⽰。
• 多台相機（多重連接）
• Action Cam之外的相機

1 開啟遙控器的電源。

啟動遙控器時，會顯⽰Wi-Fi待命畫⾯。

注意事項

• 如果顯⽰ （多重連接）圖⽰，請按下遙控器的MENU按鈕，從 （遙控器設

定）中選擇 （連接模式），並設定為 （單⼀連接）。

2 開啟相機的電源。

HDR-AZ1之外的Action Cam
按下NEXT或PREV按鈕。

HDR-AZ1
按下ON/OFF按鈕。

上圖為FDR-X1000V。

3 檢查相機設定。

確定Wi-Fi標記顯⽰在相機的顯⽰⾯板上。

HDR-AZ1之外的Action Cam HDR-AZ1

或

注意事項

• 如果相機的連接模式設定為多重連接，請切換為單⼀連接。

• 若為HDR-AS15/AS30V，請將記憶卡插⼊相機內。

4 選擇您要連接到遙控器的相機。

 從連接⽬的地清單中選擇SSID（⽬的地）。
 按下REC/ENTER按鈕。
 遙控器處於待命狀態時，請在2分鐘內進⾏步驟5。

  

如果您在中所⽰狀態內按下REC/ENTER按鈕，遙控器將解除待命狀
態。在此狀況下，再次選擇相機的SSID。

5 將遙控器連接相機。

HDR-AZ1之外的Action Cam
相機的顯⽰⾯板上顯⽰[ACPT?]時，請按下相機的ENTER按鈕。

注意事項

• 如果相機的顯⽰⾯板上沒有顯⽰[ACPT?]，請重新啟動相機，然後從步驟3再次

嘗試。

HDR-AZ1
您聽到連接確認的嗶聲時，請按住相機的Wi-Fi按鈕，直到聽到連接完
成的嗶聲。

注意事項

• 若為HDR-AZ1，如果 （嗶聲）設定為OFF，就不會發出連接確認的嗶聲。

• 如果沒有發出連接確認的嗶聲，請重新啟動相機，然後從步驟3再次嘗試。

REC/Wi-Fi指⽰燈亮藍⾊，遙控器的LCD螢幕切換為即時檢視顯⽰畫
⾯，並且已建⽴連接。

注意事項

• 如果沒有完成與相機的連接，可能是訊號傳輸量龐⼤。在這種情況下，請移動

到另⼀個位置然後重試。

切換拍攝模式

按下遙控器即時檢視顯⽰幕上的UP/DOWN按鈕，以切換拍攝模式。
拍攝模式圖⽰將顯⽰於顯⽰幕的左上⾓。

錄製

錄製動畫時
如需下列操作的詳細資訊，請參閱線上說明指南，或相機的操作指⽰。
• 靜態影像
• 間隔靜態影像
• 循環錄製

1 按下REC/ENTER按鈕開始錄製。

REC/Wi-Fi指⽰燈從藍⾊變為紅⾊。

2 再次按下REC/ENTER按鈕停⽌錄製。

REC/Wi-Fi指⽰燈從紅⾊變為藍⾊。

連接腕帶⾄遙控器的注意事項

• 您可根據和的黏貼位置來調整腕帶的⾧度。
• 若要將遙控器固定到⼿臂上，將它佩戴在⼿的背⾯上。然後，將腕帶穿過
，使REC/ENTER按鈕朝向您的指尖，⽽LCD螢幕朝向⼿肘。 
連接後，移動以蓋住的末端。

• 若腕帶連接不正確，則可能導致受傷。
• 將遙控器固定到右⼿臂上時，請將遙控器設定中的螢幕旋轉設定為ON。
• 使⽤遙控器並佩戴於⼿臂上時，務必正確連接隨附的底座及腕帶。
• 取下腕帶時請⼩⼼，不要使遙控器摔落。
• 如需將腕帶連接⾄遙控器的詳細資訊，請參閱說明指南。

警告

為減少⽕災或觸電的⾵險，
1) 請勿讓本裝置接觸到⾬⽔或濕氣。
2) 請勿把裝滿液體的物品放在本設備上，例如花瓶等。

注意

請遵循以下注意事項，因為可能會有熱量產⽣、⽕災或爆炸的危險。
* 產品內建鋰離⼦電池。
• 請以指定充電⽅法為產品充電。
• 切勿將產品放在⽕中或附近，或將產品放⼊微波爐中。
• 切勿將產品放在炎熱天氣下的汽⾞內。
• 切勿在⾼溫潮濕的場所，例如桑拿房中，存放或使⽤本產品。
• 切勿拆解、擠壓或刺穿本產品。
• 切勿使產品遭受過度撞擊，例如從⾼處掉落。
• 切勿將產品暴露在超過60℃的⾼溫下。
• 請使產品保持乾燥。
請適當丟棄產品。
請以使⽤說明書中指定的充電⽅法為產品充電。

通知
如果靜電或電磁導致資料傳送中斷（失敗），請重新啟動應⽤程式或斷開
連接，並重新連接通信電纜（USB等）。

本產品已經過測試並確定符合EMC規定中所提出的使⽤連接電纜不得超過3
公尺的限制。

特定頻率的電磁場可能會影響此機的畫⾯和聲⾳。

經型式認證合格之低功率射頻電機，⾮經許可，公司、商號或使⽤者均不
得擅⾃變更頻率、加⼤功率或變更原設計之特性及功能。
低功率射頻電機之使⽤不得影響⾶航安全及⼲擾合法通信；經發現有⼲擾
現象時，應⽴即停⽤，並改善⾄無⼲擾時⽅得繼續使⽤。前項合法通信，
指依電信法規定作業之無線電通信。低功率射頻電機須忍受合法通信或⼯
業、科學及醫療⽤電波輻射性電機設備之⼲擾。

僅適⽤於台灣

廢電池請回收

僅適⽤於台灣
⽣產國別：中國
製造廠商：SONY CORPORATION
進 ⼝ 商：台灣索尼股份有限公司
地    址：台北市⾧春路145號5樓
諮詢專線：4499111

使⽤須知

[即時檢視遙控器]

請勿將遙控器使⽤/存放於下述場所
• 溫度極⾼之處 
例如，停駐於陽光直射處的⾞內，如此可能使遙控器的機體變形進⽽造成
故障。

• 陽光直射處或加熱器附近 
若將遙控器放置於陽光直射處或加熱器附近，則可能產⽣變⾊或變形等情
形，進⽽造成故障。

• 具有強烈震動的場所
• 接近強烈磁場之處
• 多沙或多塵的地⽅ 
⼩⼼不要讓沙⼦或灰塵進⼊遙控器中。這樣可能會造成遙控器故障，有時
候這種故障是無法修理的。

Wi-Fi功能
• 請根據使⽤地區的規定使⽤遙控器。
• 遙控器的Wi-Fi功能無法於⽔中使⽤。

使⽤無線區域網路裝置的安全性
• 為了避免駭客攻擊、惡意第三⽅存取和其他漏洞，請確認無線區域網路始
終安全。

• 在無線區域網路上設定安全性是很重要的。
• 如果由於缺乏⾜夠的安全措施或因預⾒的情況下發⽣問題，Sony 
Corporation不承擔任何由此產⽣的損害。

關於⽔氣凝結
若將遙控器由較冷處直接帶⼊較溫暖之處，則遙控器內部或外部可能產⽣
⽔氣凝結的情形。⽔氣凝結可能會導致遙控器故障。

產⽣⽔氣凝結時
請關閉遙控器電源，靜待約1⼩時，使⽔氣⾃⾏蒸發。
操作溫度
• 遙控器在設計上適於-10℃⾄+40℃的環境中使⽤。不建議於此溫度範圍以
外的極冷與極熱環境中使⽤。

• 運作期間，LCD螢幕與機殼的溫度會升⾼。這並⾮故障。

操作LCD螢幕
• 切勿使LCD螢幕⾧時照射陽光，以免受損。遙控器放置於窗⼾旁時請務必
注意。

• 若於寒冷環境中使⽤遙控器，則LCD螢幕上可能會出現⽔平線條或殘留影
像。這並⾮故障。遙控器本⾝溫度回暖時，LCD螢幕即能恢復正常。

有關遙控器的防⽔性能

遙控器採⽤防⽔設計。若因誤⽤、濫⽤或不當保養⽽受損，恕不在有限保
固範圍內。
• 切勿使遙控器承受加壓⽔沖刷，例如放置於⽔⿓頭下沖洗。
• 切勿於溫泉中使⽤。
• 請於0℃⾄40℃的⽔溫範圍中操作遙控器。

⽔中/⽔邊使⽤遙控器前的注意事項
• 確認砂⽯、⽑髮或塵⼟等異物並未侵⼊接頭護蓋內部。即使是⼩量的異物
也可能致使⽔分滲⼊遙控器內部。

• 確認密封墊及其接合⾯並未受到任何刮傷。即使是微⼩的刮傷也可能致使
⽔分滲⼊遙控器內部。若發現密封墊及其接合⾯已有刮傷情形，請洽Sony
經銷商或當地Sony特約維修中⼼。

• 若密封墊及其接合⾯沾染塵⼟或砂⽯，請使⽤軟質無塵布清除及擦拭。
• 切勿使⽤潮溼或沾染砂⼟的雙⼿或於⽔邊開啟/關閉接頭護蓋。否則可能
使砂⼟或⽔分進⼊內部。開啟接頭護蓋之前，請執⾏“⽔中/⽔邊使⽤遙
控器後的清潔”所述程序。

• 務必於遙控器完全乾燥的情況下開啟端⼦護蓋。
• 務必隨時檢查接頭護蓋是否確實鎖緊。

⽔中/⽔邊使⽤遙控器時的注意事項
• 切勿使遙控器承受衝擊⼒，例如跳⼊⽔中。
• 切勿於⽔中/⽔邊開啟與關閉接頭護蓋。
• 遙控器置於⽔中時會⾃⾏下沉。請使⽤遙控器隨附的腕帶避免遙控器沉⼊
⽔中。

⽔中/⽔邊使⽤遙控器後的清潔
• 務必於使⽤後的60分鐘之內⽤⽔清潔遙控器，且完成清潔之前不可開啟接
頭護蓋。砂⼟或⽔分可能進⼊內部看不⾒的地⽅，若未徹底清洗則可能損
及防⽔性能。

• 將遙控器放置於倒⼊清⽔的清潔盆中約5分鐘。然後，輕輕甩動遙控器並
於⽔中按下各個按鈕，藉以清除卡⼊按鈕周圍的鹽分、砂⽯或其他異物。

• 清洗完成後，⽤軟布擦去所有⽔分。將遙控器放置於陰涼通⾵處，並靜待
完全乾燥。切勿使⽤吹⾵機吹乾，否則可能造成變形及/或降低其防⽔性
能。

• 使⽤軟質乾布將接頭護蓋上的任何⽔分或塵⼟清除乾淨。
• 遙控器置⼊⽔中時可能出現氣泡。這並⾮故障。
• 遙控器若接觸防曬劑或防曬油，則可能造成機殼變⾊。 
遙控器若不慎接觸隔離霜或防曬油，請⽴即擦拭乾淨。

• 遙控器中浸⼊海⽔後或表⾯上沾染海⽔時應⽴即清潔。否則可能造成腐
蝕、變⾊與損及防⽔性能。

廢棄處理
遙控器廢棄處理前，必須先將電池組取出。

取出電池組
內建的電池組可經由回收處理。
廢棄處理遙控器時，請取出內建電池組。

注意事項
取出電池組時請注意下列事項。
• 拆下的螺絲等物件，請放置在幼童無法取得之處，以避免發⽣誤吞意外。

• ⼩⼼勿使指甲或⼿指受到傷害。

重要資訊
除⾮進⾏遙控器的廢棄處理，否則不得拆下螺絲。
若經本公司認定曾擅⾃拆解本產品，恕不接受維修及更換事宜。

1 按下ON/OFF按鈕，關閉遙控器電源。

2 拆下連接的纜線。

3 使⽤⼗字螺絲起⼦拆下螺絲。（4根螺絲）

4 拆下外蓋。

5 將固定鈎向外推，取出電池組。

規格

電源要求： 充電電池組：3.6 V（內建電池）
 Multi/Micro USB端⼦：5.0 V
USB充電： DC 5.0 V，500 mA/800 mA
充電時間： 透過電腦：約4⼩時⼜5分鐘。
 透過AC-UD10（另售）：約2⼩時⼜55分鐘。
功率消耗： 1.0 W（透過Wi-Fi連接和顯⽰即時檢視畫⾯時）
防⽔性能： ⽔深3公尺，持續30分鐘（無法保證在所有狀況下的

防⽔效能）
操作溫度： -10℃⾄+40℃
儲存溫度： -20℃⾄+60℃
尺⼨（約）： 72.3 mm × 50.2 mm × 20.8 mm

（寬/⾼/深，不包括突出部分）
質量： 約64 g（僅主機⾝）
總重量（使⽤時）： 約95 g

（包括隨附的腕帶與底座）
內含項⽬： 即時檢視遙控器（1）、Micro USB電纜（1）*、

腕帶（1）、底座（1）、成套印刷⽂件

* 即使遙控器隨相機出售，也僅包含1根Micro USB電纜。
• 未來升級時若設計和規格有所變更，恕不另⾏通知。
• 有關詳細規格，請參閱線上說明指南。

關於商標
• Wi-Fi、Wi-Fi標誌、Wi-Fi PROTECTED SET-UP為Wi-Fi Alliance的註冊商標。

• Adobe、Adobe標誌和Adobe Acrobat為Adobe Systems Incorporated在美國和/或其

他國家的註冊商標或商標。

此外，本⼿冊中使⽤的系統和產品名稱通常是各⾃開發商或製造商的商標
或註冊商標。但是，™或標誌可能未在本⼿冊中註明。

繁體中⽂

注意事項

標牌位於底部。
若需查看標牌，請先解開腕帶。

本⼿冊說明即時檢視遙控器RM-LVR2的基本操作。

在使⽤之前，必須按照本⼿冊所述，透過Wi-Fi連接到相機。

有關詳細資訊，請參閱線上說明指南。
http://rd1.sony.net/help/cam/1530/h_zz/

各部件和控制器

 MENU按鈕

 DISP按鈕

 REC/ENTER按鈕

 REC/Wi-Fi指⽰燈

 LCD螢幕

 DOWN按鈕

 UP按鈕

 CHG（充電）指⽰燈

 RESET（重設）按鈕

 Multi/Micro USB端⼦

 鎖桿

 接頭蓋

 ON/OFF按鈕

 腕帶環

螢幕顯⽰

 按鈕鎖定圖⽰

 時鐘顯⽰

 遙控器電池電量指⽰器

 ⾶機模式圖⽰
遙控器處於⾶機模式時顯⽰。

 拍攝模式

 拍攝模式切換指⽰器

 REC圖⽰

 記憶卡警告指⽰器

 相機電池電量指⽰器

注意事項

• 顯⽰視連接的相機⽽異。

時鐘顯⽰

即時檢視顯⽰

對遙控器充電

1 確定遙控器電源為OFF。

2 使⽤Micro USB電纜（附件）將遙控器連接到啟動的電腦。

接頭蓋
充電時亮起⿈⾊燈光

Micro USB電纜

充電完成後，CHG（充電）指⽰燈熄滅。

注意事項

• 即使遙控器尚未完全放電，仍可進⾏充電。同時，即使遙控器電量尚未充滿，亦可

使⽤充有部分電量的遙控器。

• 遙控器電源開啟時，供電⽽不進⾏充電。

• 遙控器完全充電後，CHG（充電）指⽰燈會⽴即熄滅。

• 如果您沒有電腦，請使⽤變電器AC-UD10（另售）。

開啟遙控器的電源

1 按ON/OFF按鈕開啟遙控器的電源。

第⼀次開啟遙控器電源時，將會顯⽰⽇期和時間/地區設定畫⾯。

2 設定⽇期和時間/地區。

• 按下UP按鈕或DOWN按鈕選擇需要的項⽬，再按下REC/ENTER按鈕。
• ⽇期和時間/地區設定畫⾯以下列順序切換。

地區設定

年-⽉-⽇設定

⽇期格式

⽇期和時間/地區設定
確認

⽇光節約時間設定

時間設定

• 按下⽇期和時間/地區設定確認畫⾯內的REC/ENTER按鈕，以確認所要的
項⽬，然後會顯⽰Wi-Fi待命畫⾯。

注意事項

• 地區是依據格林威治標準時間（GMT）與您住家標準時間之間的時差⽽定義。如需關

於時差的詳細資訊，請參閱線上說明指南內的“世界⾸都時差表”。

• 若要再次設定⽇期和時間，請按下遙控器的MENU按鈕，從 （遙控器設定）中選

擇“⽇期和時間/地區/⽇光節約時間設定”。

透過Wi-Fi將遙控器連接相機

將遙控器連接單台相機（單⼀連接）
如需下列操作的詳細資訊，請參閱線上說明指南，或相機的操作指⽰。
• 多台相機（多重連接）
• Action Cam之外的相機

1 開啟遙控器的電源。

啟動遙控器時，會顯⽰Wi-Fi待命畫⾯。

注意事項

• 如果顯⽰ （多重連接）圖⽰，請按下遙控器的MENU按鈕，從 （遙控器設

定）中選擇 （連接模式），並設定為 （單⼀連接）。

2 開啟相機的電源。

HDR-AZ1之外的Action Cam
按下NEXT或PREV按鈕。

HDR-AZ1
按下ON/OFF按鈕。

上圖為FDR-X1000V。

3 檢查相機設定。

確定Wi-Fi標記顯⽰在相機的顯⽰⾯板上。

HDR-AZ1之外的Action Cam HDR-AZ1

或

注意事項

• 如果相機的連接模式設定為多重連接，請切換為單⼀連接。

• 若為HDR-AS15/AS30V，請將記憶卡插⼊相機內。

4 選擇您要連接到遙控器的相機。

 從連接⽬的地清單中選擇SSID（⽬的地）。
 按下REC/ENTER按鈕。
 遙控器處於待命狀態時，請在2分鐘內進⾏步驟5。

  

如果您在中所⽰狀態內按下REC/ENTER按鈕，遙控器將解除待命狀
態。在此狀況下，再次選擇相機的SSID。

5 將遙控器連接相機。

HDR-AZ1之外的Action Cam
相機的顯⽰⾯板上顯⽰[ACPT?]時，請按下相機的ENTER按鈕。

注意事項

• 如果相機的顯⽰⾯板上沒有顯⽰[ACPT?]，請重新啟動相機，然後從步驟3再次

嘗試。

HDR-AZ1
您聽到連接確認的嗶聲時，請按住相機的Wi-Fi按鈕，直到聽到連接完
成的嗶聲。

注意事項

• 若為HDR-AZ1，如果 （嗶聲）設定為OFF，就不會發出連接確認的嗶聲。

• 如果沒有發出連接確認的嗶聲，請重新啟動相機，然後從步驟3再次嘗試。

REC/Wi-Fi指⽰燈亮藍⾊，遙控器的LCD螢幕切換為即時檢視顯⽰畫
⾯，並且已建⽴連接。

注意事項

• 如果沒有完成與相機的連接，可能是訊號傳輸量龐⼤。在這種情況下，請移動

到另⼀個位置然後重試。

切換拍攝模式

按下遙控器即時檢視顯⽰幕上的UP/DOWN按鈕，以切換拍攝模式。
拍攝模式圖⽰將顯⽰於顯⽰幕的左上⾓。

錄製

錄製動畫時
如需下列操作的詳細資訊，請參閱線上說明指南，或相機的操作指⽰。
• 靜態影像
• 間隔靜態影像
• 循環錄製

1 按下REC/ENTER按鈕開始錄製。

REC/Wi-Fi指⽰燈從藍⾊變為紅⾊。

2 再次按下REC/ENTER按鈕停⽌錄製。

REC/Wi-Fi指⽰燈從紅⾊變為藍⾊。

連接腕帶⾄遙控器的注意事項

• 您可根據和的黏貼位置來調整腕帶的⾧度。
• 若要將遙控器固定到⼿臂上，將它佩戴在⼿的背⾯上。然後，將腕帶穿過
，使REC/ENTER按鈕朝向您的指尖，⽽LCD螢幕朝向⼿肘。 
連接後，移動以蓋住的末端。

• 若腕帶連接不正確，則可能導致受傷。
• 將遙控器固定到右⼿臂上時，請將遙控器設定中的螢幕旋轉設定為ON。
• 使⽤遙控器並佩戴於⼿臂上時，務必正確連接隨附的底座及腕帶。
• 取下腕帶時請⼩⼼，不要使遙控器摔落。
• 如需將腕帶連接⾄遙控器的詳細資訊，請參閱說明指南。

警告

為減少⽕災或觸電的⾵險，
1) 請勿讓本裝置接觸到⾬⽔或濕氣。
2) 請勿把裝滿液體的物品放在本設備上，例如花瓶等。

注意

請遵循以下注意事項，因為可能會有熱量產⽣、⽕災或爆炸的危險。
* 產品內建鋰離⼦電池。
• 請以指定充電⽅法為產品充電。
• 切勿將產品放在⽕中或附近，或將產品放⼊微波爐中。
• 切勿將產品放在炎熱天氣下的汽⾞內。
• 切勿在⾼溫潮濕的場所，例如桑拿房中，存放或使⽤本產品。
• 切勿拆解、擠壓或刺穿本產品。
• 切勿使產品遭受過度撞擊，例如從⾼處掉落。
• 切勿將產品暴露在超過60℃的⾼溫下。
• 請使產品保持乾燥。
請適當丟棄產品。
請以使⽤說明書中指定的充電⽅法為產品充電。

通知
如果靜電或電磁導致資料傳送中斷（失敗），請重新啟動應⽤程式或斷開
連接，並重新連接通信電纜（USB等）。

本產品已經過測試並確定符合EMC規定中所提出的使⽤連接電纜不得超過3
公尺的限制。

特定頻率的電磁場可能會影響此機的畫⾯和聲⾳。

經型式認證合格之低功率射頻電機，⾮經許可，公司、商號或使⽤者均不
得擅⾃變更頻率、加⼤功率或變更原設計之特性及功能。
低功率射頻電機之使⽤不得影響⾶航安全及⼲擾合法通信；經發現有⼲擾
現象時，應⽴即停⽤，並改善⾄無⼲擾時⽅得繼續使⽤。前項合法通信，
指依電信法規定作業之無線電通信。低功率射頻電機須忍受合法通信或⼯
業、科學及醫療⽤電波輻射性電機設備之⼲擾。

僅適⽤於台灣

廢電池請回收

僅適⽤於台灣
⽣產國別：中國
製造廠商：SONY CORPORATION
進 ⼝ 商：台灣索尼股份有限公司
地    址：台北市⾧春路145號5樓
諮詢專線：4499111

使⽤須知

[即時檢視遙控器]

請勿將遙控器使⽤/存放於下述場所
• 溫度極⾼之處 
例如，停駐於陽光直射處的⾞內，如此可能使遙控器的機體變形進⽽造成
故障。

• 陽光直射處或加熱器附近 
若將遙控器放置於陽光直射處或加熱器附近，則可能產⽣變⾊或變形等情
形，進⽽造成故障。

• 具有強烈震動的場所
• 接近強烈磁場之處
• 多沙或多塵的地⽅ 
⼩⼼不要讓沙⼦或灰塵進⼊遙控器中。這樣可能會造成遙控器故障，有時
候這種故障是無法修理的。

Wi-Fi功能
• 請根據使⽤地區的規定使⽤遙控器。
• 遙控器的Wi-Fi功能無法於⽔中使⽤。

使⽤無線區域網路裝置的安全性
• 為了避免駭客攻擊、惡意第三⽅存取和其他漏洞，請確認無線區域網路始
終安全。

• 在無線區域網路上設定安全性是很重要的。
• 如果由於缺乏⾜夠的安全措施或因預⾒的情況下發⽣問題，Sony 
Corporation不承擔任何由此產⽣的損害。

關於⽔氣凝結
若將遙控器由較冷處直接帶⼊較溫暖之處，則遙控器內部或外部可能產⽣
⽔氣凝結的情形。⽔氣凝結可能會導致遙控器故障。

產⽣⽔氣凝結時
請關閉遙控器電源，靜待約1⼩時，使⽔氣⾃⾏蒸發。
操作溫度
• 遙控器在設計上適於-10℃⾄+40℃的環境中使⽤。不建議於此溫度範圍以
外的極冷與極熱環境中使⽤。

• 運作期間，LCD螢幕與機殼的溫度會升⾼。這並⾮故障。

操作LCD螢幕
• 切勿使LCD螢幕⾧時照射陽光，以免受損。遙控器放置於窗⼾旁時請務必
注意。

• 若於寒冷環境中使⽤遙控器，則LCD螢幕上可能會出現⽔平線條或殘留影
像。這並⾮故障。遙控器本⾝溫度回暖時，LCD螢幕即能恢復正常。

有關遙控器的防⽔性能

遙控器採⽤防⽔設計。若因誤⽤、濫⽤或不當保養⽽受損，恕不在有限保
固範圍內。
• 切勿使遙控器承受加壓⽔沖刷，例如放置於⽔⿓頭下沖洗。
• 切勿於溫泉中使⽤。
• 請於0℃⾄40℃的⽔溫範圍中操作遙控器。

⽔中/⽔邊使⽤遙控器前的注意事項
• 確認砂⽯、⽑髮或塵⼟等異物並未侵⼊接頭護蓋內部。即使是⼩量的異物
也可能致使⽔分滲⼊遙控器內部。

• 確認密封墊及其接合⾯並未受到任何刮傷。即使是微⼩的刮傷也可能致使
⽔分滲⼊遙控器內部。若發現密封墊及其接合⾯已有刮傷情形，請洽Sony
經銷商或當地Sony特約維修中⼼。

• 若密封墊及其接合⾯沾染塵⼟或砂⽯，請使⽤軟質無塵布清除及擦拭。
• 切勿使⽤潮溼或沾染砂⼟的雙⼿或於⽔邊開啟/關閉接頭護蓋。否則可能
使砂⼟或⽔分進⼊內部。開啟接頭護蓋之前，請執⾏“⽔中/⽔邊使⽤遙
控器後的清潔”所述程序。

• 務必於遙控器完全乾燥的情況下開啟端⼦護蓋。
• 務必隨時檢查接頭護蓋是否確實鎖緊。

⽔中/⽔邊使⽤遙控器時的注意事項
• 切勿使遙控器承受衝擊⼒，例如跳⼊⽔中。
• 切勿於⽔中/⽔邊開啟與關閉接頭護蓋。
• 遙控器置於⽔中時會⾃⾏下沉。請使⽤遙控器隨附的腕帶避免遙控器沉⼊
⽔中。

⽔中/⽔邊使⽤遙控器後的清潔
• 務必於使⽤後的60分鐘之內⽤⽔清潔遙控器，且完成清潔之前不可開啟接
頭護蓋。砂⼟或⽔分可能進⼊內部看不⾒的地⽅，若未徹底清洗則可能損
及防⽔性能。

• 將遙控器放置於倒⼊清⽔的清潔盆中約5分鐘。然後，輕輕甩動遙控器並
於⽔中按下各個按鈕，藉以清除卡⼊按鈕周圍的鹽分、砂⽯或其他異物。

• 清洗完成後，⽤軟布擦去所有⽔分。將遙控器放置於陰涼通⾵處，並靜待
完全乾燥。切勿使⽤吹⾵機吹乾，否則可能造成變形及/或降低其防⽔性
能。

• 使⽤軟質乾布將接頭護蓋上的任何⽔分或塵⼟清除乾淨。
• 遙控器置⼊⽔中時可能出現氣泡。這並⾮故障。
• 遙控器若接觸防曬劑或防曬油，則可能造成機殼變⾊。 
遙控器若不慎接觸隔離霜或防曬油，請⽴即擦拭乾淨。

• 遙控器中浸⼊海⽔後或表⾯上沾染海⽔時應⽴即清潔。否則可能造成腐
蝕、變⾊與損及防⽔性能。

廢棄處理
遙控器廢棄處理前，必須先將電池組取出。

取出電池組
內建的電池組可經由回收處理。
廢棄處理遙控器時，請取出內建電池組。

注意事項
取出電池組時請注意下列事項。
• 拆下的螺絲等物件，請放置在幼童無法取得之處，以避免發⽣誤吞意外。

• ⼩⼼勿使指甲或⼿指受到傷害。

重要資訊
除⾮進⾏遙控器的廢棄處理，否則不得拆下螺絲。
若經本公司認定曾擅⾃拆解本產品，恕不接受維修及更換事宜。

1 按下ON/OFF按鈕，關閉遙控器電源。

2 拆下連接的纜線。

3 使⽤⼗字螺絲起⼦拆下螺絲。（4根螺絲）

4 拆下外蓋。

5 將固定鈎向外推，取出電池組。

規格

電源要求： 充電電池組：3.6 V（內建電池）
 Multi/Micro USB端⼦：5.0 V
USB充電： DC 5.0 V，500 mA/800 mA
充電時間： 透過電腦：約4⼩時⼜5分鐘。
 透過AC-UD10（另售）：約2⼩時⼜55分鐘。
功率消耗： 1.0 W（透過Wi-Fi連接和顯⽰即時檢視畫⾯時）
防⽔性能： ⽔深3公尺，持續30分鐘（無法保證在所有狀況下的

防⽔效能）
操作溫度： -10℃⾄+40℃
儲存溫度： -20℃⾄+60℃
尺⼨（約）： 72.3 mm × 50.2 mm × 20.8 mm

（寬/⾼/深，不包括突出部分）
質量： 約64 g（僅主機⾝）
總重量（使⽤時）： 約95 g

（包括隨附的腕帶與底座）
內含項⽬： 即時檢視遙控器（1）、Micro USB電纜（1）*、

腕帶（1）、底座（1）、成套印刷⽂件

* 即使遙控器隨相機出售，也僅包含1根Micro USB電纜。
• 未來升級時若設計和規格有所變更，恕不另⾏通知。
• 有關詳細規格，請參閱線上說明指南。

關於商標
• Wi-Fi、Wi-Fi標誌、Wi-Fi PROTECTED SET-UP為Wi-Fi Alliance的註冊商標。

• Adobe、Adobe標誌和Adobe Acrobat為Adobe Systems Incorporated在美國和/或其

他國家的註冊商標或商標。

此外，本⼿冊中使⽤的系統和產品名稱通常是各⾃開發商或製造商的商標
或註冊商標。但是，™或標誌可能未在本⼿冊中註明。

한국어

주의사항
명판은 하부 바깥쪽에 위치합니다.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벨트를 분리해 주십시오.

본 설명서에서는 Live-View Remote RM-LVR2의 기본 작동법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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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온라인 도움말 안내를 참조하십시오.
http://rd1.sony.net/help/cam/1530/h_zz/

각 부분과 조작 버튼

 MENU 버튼

 DISP 버튼

 REC/ENTER 버튼

 REC/Wi-Fi 램프

 LCD 화면

 DOWN 버튼

 UP 버튼

 CHG(충전) 램프

 RESET(재설정) 버튼

 다기능/마이크로 USB 단자

 잠금 레버

 커넥터 커버

 ON/OFF 버튼

 벨트용 고리

화면 표시

 버튼 홀드 아이콘

 시계 표시

 리모컨의 배터리 잔량 표시등

 비행기 모드 아이콘
리모컨이 비행기 모드일 때 표시됩니다.

 촬영 모드

 촬영 모드 전환 표시등

 REC 아이콘

 메모리 카드 경고 표시등

 카메라의 배터리 잔량 표시등

주의

• 연결된 카메라에 따라 표시가 달라집니다.

시계 표시

라이브 뷰 표시

리모컨 충전

1 리모컨 전원이 OFF 상태인지 확인합니다.

2 마이크로 USB 케이블(부속)을 사용하여 작동 중인 컴퓨터에 
리모컨을 연결합니다.

커넥터 커버

충전 중에 호박색으로 
점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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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컴퓨터가 없는 경우 AC 어댑터 AC-UD10(별매)을 사용하십시오.

리모컨 켜기

1 ON/O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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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릅니다.

• 날짜 및 시간/지역 설정 화면이 다음 순서로 전환됩니다.

지역 설정

연-월-일 설정

날짜 형식

날짜 및 시간/지역 
설정 확인

일광 절약 시간(서머 
타임) 설정

시간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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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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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온라인 도움말 안내의 "세계 수도의 시차 목록"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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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 "날짜 및 시간/지역/일광 절약 시간(서머 타임) 설정"을 선택합니다.

Wi-Fi를 통해 리모컨을 카메라에 연결

리모컨을 카메라 한 대에 연결(단일 
연결)
다음 기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온라인 도움말 안내 또는 카메라의 사용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 카메라 여러 대(다중 연결)
• Action Cam 이외의 카메라

1 리모컨을 켭니다.

리모컨이 활성화되면 Wi-Fi 대기 화면이 표시됩니다.

주의

• (다중 연결) 아이콘이 표시되면 리모컨의 MENU 버튼을 누르고, 

(리모컨 설정)에서 (연결 모드)를 선택하고 (단일 연결)로 

설정하십시오.

2 카메라를 켭니다.

HDR-AZ1 이외의 Action 
Cam
NEXT 또는 PREV 버튼을 
누릅니다.

HDR-AZ1

ON/OFF 버튼을 누릅니다.

위는 FDR-X1000V를 나타냅니다.

3 카메라 설정을 확인합니다.

카메라의 디스플레이 패널에 Wi-Fi 마크가 표시되는지 확인합니다.

HDR-AZ1 이외의 Action 
Cam

HDR-AZ1

또는

주의

• 카메라의 연결 모드가 다중 연결로 설정되어 있으면 단일 연결로 

전환하십시오.

• HDR-AS15/AS30V의 경우, 카메라에 메모리 카드를 끼우십시오.

4 리모컨에 연결할 카메라를 선택합니다.

 연결 대상 목록에서 SSID(대상)를 선택합니다.
 REC/ENTER 버튼을 누릅니다.
 리모컨이 대기 상태이면 2분 이내에 5단계로 이동합니다.

  

의 상태에서 REC/ENTER 버튼을 누르면 리모컨이 대기 
상태에서 해제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카메라의 SSID를 다시 
선택합니다.

5 리모컨을 카메라에 연결합니다.

HDR-AZ1 이외의 Action Cam
카메라의 디스플레이 패널에 [ACPT?]가 표시되면 카메라의 
ENTER 버튼을 누릅니다.

주의

• 카메라의 디스플레이 패널에 [ACPT?]가 표시되지 않으면 카메라를 다시 

시작하고 3단계부터 다시 시도해 보십시오.

HDR-AZ1
연결 확인 비프음이 들리면 연결 완료 비프음이 들릴 때까지 
카메라의 Wi-Fi 버튼을 길게 누릅니다.

주의

• HDR-AZ1의 경우, (비프음)이 OFF로 설정되어 있으면 연결 확인 

비프음이 들리지 않습니다.

• 연결 확인 비프음이 들리지 않으면 카메라를 다시 시작하고 3단계부터 다시 

시도해 보십시오.

REC/Wi-Fi 램프가 파란색으로 점등되고, 리모컨의 LCD 화면이 
라이브 뷰 디스플레이로 전환되고 연결이 설정됩니다.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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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우에는 다른 위치로 이동하여 다시 시도해 보십시오.

촬영 모드 전환

리모컨의 라이브 뷰 디스플레이에서 UP/DOWN 버튼을 눌러 촬영 
모드를 전환합니다.
디스플레이 왼쪽 상단에 촬영 모드 아이콘이 표시됩니다.

녹화

동영상을 녹화하는 경우
다음 기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온라인 도움말 안내 또는 카메라의 사용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 정지 이미지
• 인터벌 정지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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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모컨에 벨트 부착 시 주의 사항

•  및 의 고정 위치에 따라 벨트 길이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 리모컨을 팔에 고정시키려면 손등에 착용하십시오. 그런 다음, REC/

ENTER 버튼이 손끝을 향하게 하고 LCD 화면이 팔꿈치 쪽을 향하게 
한 다음 벨트를 에 끼우십시오. 
를 부착한 후에 를 이동하여 의 끝을 덮으십시오.

• 벨트를 잘못 부착하면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 리모컨을 오른팔에 부착하는 경우 리모컨 설정에서 화면 회전을 ON

으로 설정하십시오.
• 리모컨을 팔에 부착해서 사용할 때 항상 부속된 받침대와 벨트를 정확히 

부착하십시오.
• 벨트를 풀 때 리모컨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 리모컨에 벨트를 부착하는 자세한 방법은 도움말 안내를 참조하십시오.

식별부호 : MSIP-RMI-SOK-RM-LVR2

상호명 : 소니코리아㈜

제품명칭 : Live-View Remote

모델명 : RM-LV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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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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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하십시오.
설명서에서 지정한 충전 방법으로 제품을 충전하십시오.

한국내 고객용

자율안전확인신고필증번호 : B056R045-2007
형식명 : S84
전지의 종류 : 리튬이온 폴리머 2차 전지
제조자명 : Sony Corporation
수입자명 : 소니코리아(주)
공칭 전압 : 3.6 V
정격 용량 : 1240 mAh
제조 년월 : 내정 전지에 표시
제조국명 :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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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ve-View Rem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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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능
• 사용 지역의 규정에 따라 리모컨을 사용하십시오.
• 물속에서는 리모컨의 Wi-F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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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장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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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래, 머리카락 또는 먼지와 같은 이물질이 커넥터 커버 안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십시오. 이물질이 소량 들어가도 리모컨에 물이 
스며들 수 있습니다.

• 밀폐용 가스켓과 결착면에 흠집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약간의 흠집도 
리모컨에 물이 스며들 수 있습니다. 밀폐용 가스켓이나 결착면에 흠집이 
있는 경우 Sony 대리점이나 지역 공인 Sony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십시오.

• 밀폐용 가스켓이나 결착면에 먼지나 모래가 들어간 경우 보풀이 없는 
부드러운 천으로 해당 부위를 닦아내십시오.

• 젖거나 모래가 묻은 손으로 또는 물가에서 커넥터 커버를 여닫지 
마십시오. 모래나 물이 내부로 스며들 위험이 있습니다. 커넥터 커버를 
열기 전에 "물속/물가에서 리모컨을 사용한 후 청소"에 나오는 절차를 
수행하십시오.

• 리모컨이 완전히 마르면 단자 카드 커버를 여십시오.
• 항상 커넥터 커버가 단단히 잠겼는지 확인하십시오.

물속/물가에서 리모컨 사용 시 주의 사항
• 물속에 뛰어드는 등의 충격을 리모컨에 주지 마십시오.
• 물속/물가에서 커넥터 커버를 여닫지 마십시오.
• 리모컨은 물에 가라앉습니다. 리모컨에 부속된 벨트를 사용하여 물에 

가라앉지 않도록 하십시오.

물속/물가에서 리모컨 사용 후 청소
• 항상 사용 후 60분 이내에 물로 리모컨을 청소하고 청소가 끝나기 전에 

커넥터 커버를 열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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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넥터 커버에 묻은 물방울이나 먼지를 
닦으십시오.

• 리모컨이 물속에 있으면 거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고장이 
아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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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OFF 버튼을 눌러 리모컨의 전원을 끕니다.

2 연결된 케이블을 분리합니다.

3 십자 드라이버로 나사를 제거합니다. (나사 4개)

4 커버를 분리합니다.

5 고리를 바깥쪽으로 밀고 배터리 팩을 분리합니다.

주요 제원

전원 요구 사항: 충전식 배터리 팩: 3.6 V(내장 배터리)
 다기능/마이크로 USB 단자: 5.0 V
USB 충전: DC 5.0 V, 500 mA/800 mA
충전 시간: 컴퓨터를 통해 충전할 경우: 약 4시간 5분
 AC-UD10(별매)을 통해 충전할 경우: 약 2시간 

55분
방수 성능: 수심 3m, 30분 연속(모든 상황에서 방수 성능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작동 온도: -10 ℃ ~ +40 ℃
보관 온도: -20 ℃ ~ +60 ℃
외형 치수(약): 72.3 mm × 50.2 mm × 20.8 mm

(W/H/D, 돌출부 제외)
중량: 약 64 g(본체만)
총 중량(사용 시): 약 95 g

(부속된 벨트 및 받침대 포함)
포함된 품목: Live-View Remote(1), 

마이크로 USB 케이블(1)*, 벨트(1), 받침대(1), 
인쇄물

* 카메라와 함께 판매된 리모컨인 경우에도 마이크로 USB 케이블이 
하나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 디자인 및 제원은 차기 업그레이드에서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제원은 온라인 도움말 안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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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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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판은 하부 바깥쪽에 위치합니다.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벨트를 분리해 주십시오.

본 설명서에서는 Live-View Remote RM-LVR2의 기본 작동법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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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온라인 도움말 안내를 참조하십시오.
http://rd1.sony.net/help/cam/1530/h_zz/

각 부분과 조작 버튼

 MENU 버튼

 DISP 버튼

 REC/ENTER 버튼

 REC/Wi-Fi 램프

 LCD 화면

 DOWN 버튼

 UP 버튼

 CHG(충전) 램프

 RESET(재설정) 버튼

 다기능/마이크로 USB 단자

 잠금 레버

 커넥터 커버

 ON/OFF 버튼

 벨트용 고리

화면 표시

 버튼 홀드 아이콘

 시계 표시

 리모컨의 배터리 잔량 표시등

 비행기 모드 아이콘
리모컨이 비행기 모드일 때 표시됩니다.

 촬영 모드

 촬영 모드 전환 표시등

 REC 아이콘

 메모리 카드 경고 표시등

 카메라의 배터리 잔량 표시등

주의

• 연결된 카메라에 따라 표시가 달라집니다.

시계 표시

라이브 뷰 표시

리모컨 충전

1 리모컨 전원이 OFF 상태인지 확인합니다.

2 마이크로 USB 케이블(부속)을 사용하여 작동 중인 컴퓨터에 
리모컨을 연결합니다.

커넥터 커버

충전 중에 호박색으로 
점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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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컴퓨터가 없는 경우 AC 어댑터 AC-UD10(별매)을 사용하십시오.

리모컨 켜기

1 ON/O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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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릅니다.

• 날짜 및 시간/지역 설정 화면이 다음 순서로 전환됩니다.

지역 설정

연-월-일 설정

날짜 형식

날짜 및 시간/지역 
설정 확인

일광 절약 시간(서머 
타임) 설정

시간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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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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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온라인 도움말 안내의 "세계 수도의 시차 목록"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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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 "날짜 및 시간/지역/일광 절약 시간(서머 타임) 설정"을 선택합니다.

Wi-Fi를 통해 리모컨을 카메라에 연결

리모컨을 카메라 한 대에 연결(단일 
연결)
다음 기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온라인 도움말 안내 또는 카메라의 사용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 카메라 여러 대(다중 연결)
• Action Cam 이외의 카메라

1 리모컨을 켭니다.

리모컨이 활성화되면 Wi-Fi 대기 화면이 표시됩니다.

주의

• (다중 연결) 아이콘이 표시되면 리모컨의 MENU 버튼을 누르고, 

(리모컨 설정)에서 (연결 모드)를 선택하고 (단일 연결)로 

설정하십시오.

2 카메라를 켭니다.

HDR-AZ1 이외의 Action 
Cam
NEXT 또는 PREV 버튼을 
누릅니다.

HDR-AZ1

ON/OFF 버튼을 누릅니다.

위는 FDR-X1000V를 나타냅니다.

3 카메라 설정을 확인합니다.

카메라의 디스플레이 패널에 Wi-Fi 마크가 표시되는지 확인합니다.

HDR-AZ1 이외의 Action 
Cam

HDR-AZ1

또는

주의

• 카메라의 연결 모드가 다중 연결로 설정되어 있으면 단일 연결로 

전환하십시오.

• HDR-AS15/AS30V의 경우, 카메라에 메모리 카드를 끼우십시오.

4 리모컨에 연결할 카메라를 선택합니다.

 연결 대상 목록에서 SSID(대상)를 선택합니다.
 REC/ENTER 버튼을 누릅니다.
 리모컨이 대기 상태이면 2분 이내에 5단계로 이동합니다.

  

의 상태에서 REC/ENTER 버튼을 누르면 리모컨이 대기 
상태에서 해제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카메라의 SSID를 다시 
선택합니다.

5 리모컨을 카메라에 연결합니다.

HDR-AZ1 이외의 Action Cam
카메라의 디스플레이 패널에 [ACPT?]가 표시되면 카메라의 
ENTER 버튼을 누릅니다.

주의

• 카메라의 디스플레이 패널에 [ACPT?]가 표시되지 않으면 카메라를 다시 

시작하고 3단계부터 다시 시도해 보십시오.

HDR-AZ1
연결 확인 비프음이 들리면 연결 완료 비프음이 들릴 때까지 
카메라의 Wi-Fi 버튼을 길게 누릅니다.

주의

• HDR-AZ1의 경우, (비프음)이 OFF로 설정되어 있으면 연결 확인 

비프음이 들리지 않습니다.

• 연결 확인 비프음이 들리지 않으면 카메라를 다시 시작하고 3단계부터 다시 

시도해 보십시오.

REC/Wi-Fi 램프가 파란색으로 점등되고, 리모컨의 LCD 화면이 
라이브 뷰 디스플레이로 전환되고 연결이 설정됩니다.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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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우에는 다른 위치로 이동하여 다시 시도해 보십시오.

촬영 모드 전환

리모컨의 라이브 뷰 디스플레이에서 UP/DOWN 버튼을 눌러 촬영 
모드를 전환합니다.
디스플레이 왼쪽 상단에 촬영 모드 아이콘이 표시됩니다.

녹화

동영상을 녹화하는 경우
다음 기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온라인 도움말 안내 또는 카메라의 사용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 정지 이미지
• 인터벌 정지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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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모컨에 벨트 부착 시 주의 사항

•  및 의 고정 위치에 따라 벨트 길이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 리모컨을 팔에 고정시키려면 손등에 착용하십시오. 그런 다음, REC/

ENTER 버튼이 손끝을 향하게 하고 LCD 화면이 팔꿈치 쪽을 향하게 
한 다음 벨트를 에 끼우십시오. 
를 부착한 후에 를 이동하여 의 끝을 덮으십시오.

• 벨트를 잘못 부착하면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 리모컨을 오른팔에 부착하는 경우 리모컨 설정에서 화면 회전을 ON

으로 설정하십시오.
• 리모컨을 팔에 부착해서 사용할 때 항상 부속된 받침대와 벨트를 정확히 

부착하십시오.
• 벨트를 풀 때 리모컨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 리모컨에 벨트를 부착하는 자세한 방법은 도움말 안내를 참조하십시오.

식별부호 : MSIP-RMI-SOK-RM-LVR2

상호명 : 소니코리아㈜

제품명칭 : Live-View Remote

모델명 : RM-LV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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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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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하십시오.
설명서에서 지정한 충전 방법으로 제품을 충전하십시오.

한국내 고객용

자율안전확인신고필증번호 : B056R045-2007
형식명 : S84
전지의 종류 : 리튬이온 폴리머 2차 전지
제조자명 : Sony Corporation
수입자명 : 소니코리아(주)
공칭 전압 : 3.6 V
정격 용량 : 1240 mAh
제조 년월 : 내정 전지에 표시
제조국명 :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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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ve-View Rem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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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능
• 사용 지역의 규정에 따라 리모컨을 사용하십시오.
• 물속에서는 리모컨의 Wi-F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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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장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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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래, 머리카락 또는 먼지와 같은 이물질이 커넥터 커버 안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십시오. 이물질이 소량 들어가도 리모컨에 물이 
스며들 수 있습니다.

• 밀폐용 가스켓과 결착면에 흠집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약간의 흠집도 
리모컨에 물이 스며들 수 있습니다. 밀폐용 가스켓이나 결착면에 흠집이 
있는 경우 Sony 대리점이나 지역 공인 Sony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십시오.

• 밀폐용 가스켓이나 결착면에 먼지나 모래가 들어간 경우 보풀이 없는 
부드러운 천으로 해당 부위를 닦아내십시오.

• 젖거나 모래가 묻은 손으로 또는 물가에서 커넥터 커버를 여닫지 
마십시오. 모래나 물이 내부로 스며들 위험이 있습니다. 커넥터 커버를 
열기 전에 "물속/물가에서 리모컨을 사용한 후 청소"에 나오는 절차를 
수행하십시오.

• 리모컨이 완전히 마르면 단자 카드 커버를 여십시오.
• 항상 커넥터 커버가 단단히 잠겼는지 확인하십시오.

물속/물가에서 리모컨 사용 시 주의 사항
• 물속에 뛰어드는 등의 충격을 리모컨에 주지 마십시오.
• 물속/물가에서 커넥터 커버를 여닫지 마십시오.
• 리모컨은 물에 가라앉습니다. 리모컨에 부속된 벨트를 사용하여 물에 

가라앉지 않도록 하십시오.

물속/물가에서 리모컨 사용 후 청소
• 항상 사용 후 60분 이내에 물로 리모컨을 청소하고 청소가 끝나기 전에 

커넥터 커버를 열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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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넥터 커버에 묻은 물방울이나 먼지를 
닦으십시오.

• 리모컨이 물속에 있으면 거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고장이 
아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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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OFF 버튼을 눌러 리모컨의 전원을 끕니다.

2 연결된 케이블을 분리합니다.

3 십자 드라이버로 나사를 제거합니다. (나사 4개)

4 커버를 분리합니다.

5 고리를 바깥쪽으로 밀고 배터리 팩을 분리합니다.

주요 제원

전원 요구 사항: 충전식 배터리 팩: 3.6 V(내장 배터리)
 다기능/마이크로 USB 단자: 5.0 V
USB 충전: DC 5.0 V, 500 mA/800 mA
충전 시간: 컴퓨터를 통해 충전할 경우: 약 4시간 5분
 AC-UD10(별매)을 통해 충전할 경우: 약 2시간 

55분
방수 성능: 수심 3m, 30분 연속(모든 상황에서 방수 성능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작동 온도: -10 ℃ ~ +40 ℃
보관 온도: -20 ℃ ~ +60 ℃
외형 치수(약): 72.3 mm × 50.2 mm × 20.8 mm

(W/H/D, 돌출부 제외)
중량: 약 64 g(본체만)
총 중량(사용 시): 약 95 g

(부속된 벨트 및 받침대 포함)
포함된 품목: Live-View Remote(1), 

마이크로 USB 케이블(1)*, 벨트(1), 받침대(1), 
인쇄물

* 카메라와 함께 판매된 리모컨인 경우에도 마이크로 USB 케이블이 
하나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 디자인 및 제원은 차기 업그레이드에서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제원은 온라인 도움말 안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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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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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66-657-51(1)

4K كاميرا تسجيـل فيديو رقمية 

دليل بدء التشغيل

RM-LVR2



한국어

주의사항
명판은 하부 바깥쪽에 위치합니다.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벨트를 분리해 주십시오.

본 설명서에서는 Live-View Remote RM-LVR2의 기본 작동법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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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온라인 도움말 안내를 참조하십시오.
http://rd1.sony.net/help/cam/1530/h_zz/

각 부분과 조작 버튼

 MENU 버튼

 DISP 버튼

 REC/ENTER 버튼

 REC/Wi-Fi 램프

 LCD 화면

 DOWN 버튼

 UP 버튼

 CHG(충전) 램프

 RESET(재설정) 버튼

 다기능/마이크로 USB 단자

 잠금 레버

 커넥터 커버

 ON/OFF 버튼

 벨트용 고리

화면 표시

 버튼 홀드 아이콘

 시계 표시

 리모컨의 배터리 잔량 표시등

 비행기 모드 아이콘
리모컨이 비행기 모드일 때 표시됩니다.

 촬영 모드

 촬영 모드 전환 표시등

 REC 아이콘

 메모리 카드 경고 표시등

 카메라의 배터리 잔량 표시등

주의

• 연결된 카메라에 따라 표시가 달라집니다.

시계 표시

라이브 뷰 표시

리모컨 충전

1 리모컨 전원이 OFF 상태인지 확인합니다.

2 마이크로 USB 케이블(부속)을 사용하여 작동 중인 컴퓨터에 
리모컨을 연결합니다.

커넥터 커버

충전 중에 호박색으로 
점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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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컴퓨터가 없는 경우 AC 어댑터 AC-UD10(별매)을 사용하십시오.

리모컨 켜기

1 ON/O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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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릅니다.

• 날짜 및 시간/지역 설정 화면이 다음 순서로 전환됩니다.

지역 설정

연-월-일 설정

날짜 형식

날짜 및 시간/지역 
설정 확인

일광 절약 시간(서머 
타임) 설정

시간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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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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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온라인 도움말 안내의 "세계 수도의 시차 목록"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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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 "날짜 및 시간/지역/일광 절약 시간(서머 타임) 설정"을 선택합니다.

Wi-Fi를 통해 리모컨을 카메라에 연결

리모컨을 카메라 한 대에 연결(단일 
연결)
다음 기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온라인 도움말 안내 또는 카메라의 사용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 카메라 여러 대(다중 연결)
• Action Cam 이외의 카메라

1 리모컨을 켭니다.

리모컨이 활성화되면 Wi-Fi 대기 화면이 표시됩니다.

주의

• (다중 연결) 아이콘이 표시되면 리모컨의 MENU 버튼을 누르고, 

(리모컨 설정)에서 (연결 모드)를 선택하고 (단일 연결)로 

설정하십시오.

2 카메라를 켭니다.

HDR-AZ1 이외의 Action 
Cam
NEXT 또는 PREV 버튼을 
누릅니다.

HDR-AZ1

ON/OFF 버튼을 누릅니다.

위는 FDR-X1000V를 나타냅니다.

3 카메라 설정을 확인합니다.

카메라의 디스플레이 패널에 Wi-Fi 마크가 표시되는지 확인합니다.

HDR-AZ1 이외의 Action 
Cam

HDR-AZ1

또는

주의

• 카메라의 연결 모드가 다중 연결로 설정되어 있으면 단일 연결로 

전환하십시오.

• HDR-AS15/AS30V의 경우, 카메라에 메모리 카드를 끼우십시오.

4 리모컨에 연결할 카메라를 선택합니다.

 연결 대상 목록에서 SSID(대상)를 선택합니다.
 REC/ENTER 버튼을 누릅니다.
 리모컨이 대기 상태이면 2분 이내에 5단계로 이동합니다.

  

의 상태에서 REC/ENTER 버튼을 누르면 리모컨이 대기 
상태에서 해제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카메라의 SSID를 다시 
선택합니다.

5 리모컨을 카메라에 연결합니다.

HDR-AZ1 이외의 Action Cam
카메라의 디스플레이 패널에 [ACPT?]가 표시되면 카메라의 
ENTER 버튼을 누릅니다.

주의

• 카메라의 디스플레이 패널에 [ACPT?]가 표시되지 않으면 카메라를 다시 

시작하고 3단계부터 다시 시도해 보십시오.

HDR-AZ1
연결 확인 비프음이 들리면 연결 완료 비프음이 들릴 때까지 
카메라의 Wi-Fi 버튼을 길게 누릅니다.

주의

• HDR-AZ1의 경우, (비프음)이 OFF로 설정되어 있으면 연결 확인 

비프음이 들리지 않습니다.

• 연결 확인 비프음이 들리지 않으면 카메라를 다시 시작하고 3단계부터 다시 

시도해 보십시오.

REC/Wi-Fi 램프가 파란색으로 점등되고, 리모컨의 LCD 화면이 
라이브 뷰 디스플레이로 전환되고 연결이 설정됩니다.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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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우에는 다른 위치로 이동하여 다시 시도해 보십시오.

촬영 모드 전환

리모컨의 라이브 뷰 디스플레이에서 UP/DOWN 버튼을 눌러 촬영 
모드를 전환합니다.
디스플레이 왼쪽 상단에 촬영 모드 아이콘이 표시됩니다.

녹화

동영상을 녹화하는 경우
다음 기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온라인 도움말 안내 또는 카메라의 사용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 정지 이미지
• 인터벌 정지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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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모컨에 벨트 부착 시 주의 사항

•  및 의 고정 위치에 따라 벨트 길이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 리모컨을 팔에 고정시키려면 손등에 착용하십시오. 그런 다음, REC/

ENTER 버튼이 손끝을 향하게 하고 LCD 화면이 팔꿈치 쪽을 향하게 
한 다음 벨트를 에 끼우십시오. 
를 부착한 후에 를 이동하여 의 끝을 덮으십시오.

• 벨트를 잘못 부착하면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 리모컨을 오른팔에 부착하는 경우 리모컨 설정에서 화면 회전을 ON

으로 설정하십시오.
• 리모컨을 팔에 부착해서 사용할 때 항상 부속된 받침대와 벨트를 정확히 

부착하십시오.
• 벨트를 풀 때 리모컨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 리모컨에 벨트를 부착하는 자세한 방법은 도움말 안내를 참조하십시오.

식별부호 : MSIP-RMI-SOK-RM-LVR2

상호명 : 소니코리아㈜

제품명칭 : Live-View Remote

모델명 : RM-LV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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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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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하십시오.
설명서에서 지정한 충전 방법으로 제품을 충전하십시오.

한국내 고객용

자율안전확인신고필증번호 : B056R045-2007
형식명 : S84
전지의 종류 : 리튬이온 폴리머 2차 전지
제조자명 : Sony Corporation
수입자명 : 소니코리아(주)
공칭 전압 : 3.6 V
정격 용량 : 1240 mAh
제조 년월 : 내정 전지에 표시
제조국명 :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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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ve-View Rem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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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능
• 사용 지역의 규정에 따라 리모컨을 사용하십시오.
• 물속에서는 리모컨의 Wi-F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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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장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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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래, 머리카락 또는 먼지와 같은 이물질이 커넥터 커버 안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십시오. 이물질이 소량 들어가도 리모컨에 물이 
스며들 수 있습니다.

• 밀폐용 가스켓과 결착면에 흠집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약간의 흠집도 
리모컨에 물이 스며들 수 있습니다. 밀폐용 가스켓이나 결착면에 흠집이 
있는 경우 Sony 대리점이나 지역 공인 Sony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십시오.

• 밀폐용 가스켓이나 결착면에 먼지나 모래가 들어간 경우 보풀이 없는 
부드러운 천으로 해당 부위를 닦아내십시오.

• 젖거나 모래가 묻은 손으로 또는 물가에서 커넥터 커버를 여닫지 
마십시오. 모래나 물이 내부로 스며들 위험이 있습니다. 커넥터 커버를 
열기 전에 "물속/물가에서 리모컨을 사용한 후 청소"에 나오는 절차를 
수행하십시오.

• 리모컨이 완전히 마르면 단자 카드 커버를 여십시오.
• 항상 커넥터 커버가 단단히 잠겼는지 확인하십시오.

물속/물가에서 리모컨 사용 시 주의 사항
• 물속에 뛰어드는 등의 충격을 리모컨에 주지 마십시오.
• 물속/물가에서 커넥터 커버를 여닫지 마십시오.
• 리모컨은 물에 가라앉습니다. 리모컨에 부속된 벨트를 사용하여 물에 

가라앉지 않도록 하십시오.

물속/물가에서 리모컨 사용 후 청소
• 항상 사용 후 60분 이내에 물로 리모컨을 청소하고 청소가 끝나기 전에 

커넥터 커버를 열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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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넥터 커버에 묻은 물방울이나 먼지를 
닦으십시오.

• 리모컨이 물속에 있으면 거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고장이 
아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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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OFF 버튼을 눌러 리모컨의 전원을 끕니다.

2 연결된 케이블을 분리합니다.

3 십자 드라이버로 나사를 제거합니다. (나사 4개)

4 커버를 분리합니다.

5 고리를 바깥쪽으로 밀고 배터리 팩을 분리합니다.

주요 제원

전원 요구 사항: 충전식 배터리 팩: 3.6 V(내장 배터리)
 다기능/마이크로 USB 단자: 5.0 V
USB 충전: DC 5.0 V, 500 mA/800 mA
충전 시간: 컴퓨터를 통해 충전할 경우: 약 4시간 5분
 AC-UD10(별매)을 통해 충전할 경우: 약 2시간 

55분
방수 성능: 수심 3m, 30분 연속(모든 상황에서 방수 성능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작동 온도: -10 ℃ ~ +40 ℃
보관 온도: -20 ℃ ~ +60 ℃
외형 치수(약): 72.3 mm × 50.2 mm × 20.8 mm

(W/H/D, 돌출부 제외)
중량: 약 64 g(본체만)
총 중량(사용 시): 약 95 g

(부속된 벨트 및 받침대 포함)
포함된 품목: Live-View Remote(1), 

마이크로 USB 케이블(1)*, 벨트(1), 받침대(1), 
인쇄물

* 카메라와 함께 판매된 리모컨인 경우에도 마이크로 USB 케이블이 
하나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 디자인 및 제원은 차기 업그레이드에서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제원은 온라인 도움말 안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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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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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판은 하부 바깥쪽에 위치합니다.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벨트를 분리해 주십시오.

본 설명서에서는 Live-View Remote RM-LVR2의 기본 작동법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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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온라인 도움말 안내를 참조하십시오.
http://rd1.sony.net/help/cam/1530/h_zz/

각 부분과 조작 버튼

 MENU 버튼

 DISP 버튼

 REC/ENTER 버튼

 REC/Wi-Fi 램프

 LCD 화면

 DOWN 버튼

 UP 버튼

 CHG(충전) 램프

 RESET(재설정) 버튼

 다기능/마이크로 USB 단자

 잠금 레버

 커넥터 커버

 ON/OFF 버튼

 벨트용 고리

화면 표시

 버튼 홀드 아이콘

 시계 표시

 리모컨의 배터리 잔량 표시등

 비행기 모드 아이콘
리모컨이 비행기 모드일 때 표시됩니다.

 촬영 모드

 촬영 모드 전환 표시등

 REC 아이콘

 메모리 카드 경고 표시등

 카메라의 배터리 잔량 표시등

주의

• 연결된 카메라에 따라 표시가 달라집니다.

시계 표시

라이브 뷰 표시

리모컨 충전

1 리모컨 전원이 OFF 상태인지 확인합니다.

2 마이크로 USB 케이블(부속)을 사용하여 작동 중인 컴퓨터에 
리모컨을 연결합니다.

커넥터 커버

충전 중에 호박색으로 
점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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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컴퓨터가 없는 경우 AC 어댑터 AC-UD10(별매)을 사용하십시오.

리모컨 켜기

1 ON/O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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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릅니다.

• 날짜 및 시간/지역 설정 화면이 다음 순서로 전환됩니다.

지역 설정

연-월-일 설정

날짜 형식

날짜 및 시간/지역 
설정 확인

일광 절약 시간(서머 
타임) 설정

시간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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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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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온라인 도움말 안내의 "세계 수도의 시차 목록"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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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 "날짜 및 시간/지역/일광 절약 시간(서머 타임) 설정"을 선택합니다.

Wi-Fi를 통해 리모컨을 카메라에 연결

리모컨을 카메라 한 대에 연결(단일 
연결)
다음 기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온라인 도움말 안내 또는 카메라의 사용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 카메라 여러 대(다중 연결)
• Action Cam 이외의 카메라

1 리모컨을 켭니다.

리모컨이 활성화되면 Wi-Fi 대기 화면이 표시됩니다.

주의

• (다중 연결) 아이콘이 표시되면 리모컨의 MENU 버튼을 누르고, 

(리모컨 설정)에서 (연결 모드)를 선택하고 (단일 연결)로 

설정하십시오.

2 카메라를 켭니다.

HDR-AZ1 이외의 Action 
Cam
NEXT 또는 PREV 버튼을 
누릅니다.

HDR-AZ1

ON/OFF 버튼을 누릅니다.

위는 FDR-X1000V를 나타냅니다.

3 카메라 설정을 확인합니다.

카메라의 디스플레이 패널에 Wi-Fi 마크가 표시되는지 확인합니다.

HDR-AZ1 이외의 Action 
Cam

HDR-AZ1

또는

주의

• 카메라의 연결 모드가 다중 연결로 설정되어 있으면 단일 연결로 

전환하십시오.

• HDR-AS15/AS30V의 경우, 카메라에 메모리 카드를 끼우십시오.

4 리모컨에 연결할 카메라를 선택합니다.

 연결 대상 목록에서 SSID(대상)를 선택합니다.
 REC/ENTER 버튼을 누릅니다.
 리모컨이 대기 상태이면 2분 이내에 5단계로 이동합니다.

  

의 상태에서 REC/ENTER 버튼을 누르면 리모컨이 대기 
상태에서 해제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카메라의 SSID를 다시 
선택합니다.

5 리모컨을 카메라에 연결합니다.

HDR-AZ1 이외의 Action Cam
카메라의 디스플레이 패널에 [ACPT?]가 표시되면 카메라의 
ENTER 버튼을 누릅니다.

주의

• 카메라의 디스플레이 패널에 [ACPT?]가 표시되지 않으면 카메라를 다시 

시작하고 3단계부터 다시 시도해 보십시오.

HDR-AZ1
연결 확인 비프음이 들리면 연결 완료 비프음이 들릴 때까지 
카메라의 Wi-Fi 버튼을 길게 누릅니다.

주의

• HDR-AZ1의 경우, (비프음)이 OFF로 설정되어 있으면 연결 확인 

비프음이 들리지 않습니다.

• 연결 확인 비프음이 들리지 않으면 카메라를 다시 시작하고 3단계부터 다시 

시도해 보십시오.

REC/Wi-Fi 램프가 파란색으로 점등되고, 리모컨의 LCD 화면이 
라이브 뷰 디스플레이로 전환되고 연결이 설정됩니다.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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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우에는 다른 위치로 이동하여 다시 시도해 보십시오.

촬영 모드 전환

리모컨의 라이브 뷰 디스플레이에서 UP/DOWN 버튼을 눌러 촬영 
모드를 전환합니다.
디스플레이 왼쪽 상단에 촬영 모드 아이콘이 표시됩니다.

녹화

동영상을 녹화하는 경우
다음 기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온라인 도움말 안내 또는 카메라의 사용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 정지 이미지
• 인터벌 정지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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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모컨에 벨트 부착 시 주의 사항

•  및 의 고정 위치에 따라 벨트 길이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 리모컨을 팔에 고정시키려면 손등에 착용하십시오. 그런 다음, REC/

ENTER 버튼이 손끝을 향하게 하고 LCD 화면이 팔꿈치 쪽을 향하게 
한 다음 벨트를 에 끼우십시오. 
를 부착한 후에 를 이동하여 의 끝을 덮으십시오.

• 벨트를 잘못 부착하면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 리모컨을 오른팔에 부착하는 경우 리모컨 설정에서 화면 회전을 ON

으로 설정하십시오.
• 리모컨을 팔에 부착해서 사용할 때 항상 부속된 받침대와 벨트를 정확히 

부착하십시오.
• 벨트를 풀 때 리모컨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 리모컨에 벨트를 부착하는 자세한 방법은 도움말 안내를 참조하십시오.

식별부호 : MSIP-RMI-SOK-RM-LVR2

상호명 : 소니코리아㈜

제품명칭 : Live-View Remote

모델명 : RM-LV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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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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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하십시오.
설명서에서 지정한 충전 방법으로 제품을 충전하십시오.

한국내 고객용

자율안전확인신고필증번호 : B056R045-2007
형식명 : S84
전지의 종류 : 리튬이온 폴리머 2차 전지
제조자명 : Sony Corporation
수입자명 : 소니코리아(주)
공칭 전압 : 3.6 V
정격 용량 : 1240 mAh
제조 년월 : 내정 전지에 표시
제조국명 :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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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ve-View Rem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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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능
• 사용 지역의 규정에 따라 리모컨을 사용하십시오.
• 물속에서는 리모컨의 Wi-F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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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장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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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래, 머리카락 또는 먼지와 같은 이물질이 커넥터 커버 안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십시오. 이물질이 소량 들어가도 리모컨에 물이 
스며들 수 있습니다.

• 밀폐용 가스켓과 결착면에 흠집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약간의 흠집도 
리모컨에 물이 스며들 수 있습니다. 밀폐용 가스켓이나 결착면에 흠집이 
있는 경우 Sony 대리점이나 지역 공인 Sony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십시오.

• 밀폐용 가스켓이나 결착면에 먼지나 모래가 들어간 경우 보풀이 없는 
부드러운 천으로 해당 부위를 닦아내십시오.

• 젖거나 모래가 묻은 손으로 또는 물가에서 커넥터 커버를 여닫지 
마십시오. 모래나 물이 내부로 스며들 위험이 있습니다. 커넥터 커버를 
열기 전에 "물속/물가에서 리모컨을 사용한 후 청소"에 나오는 절차를 
수행하십시오.

• 리모컨이 완전히 마르면 단자 카드 커버를 여십시오.
• 항상 커넥터 커버가 단단히 잠겼는지 확인하십시오.

물속/물가에서 리모컨 사용 시 주의 사항
• 물속에 뛰어드는 등의 충격을 리모컨에 주지 마십시오.
• 물속/물가에서 커넥터 커버를 여닫지 마십시오.
• 리모컨은 물에 가라앉습니다. 리모컨에 부속된 벨트를 사용하여 물에 

가라앉지 않도록 하십시오.

물속/물가에서 리모컨 사용 후 청소
• 항상 사용 후 60분 이내에 물로 리모컨을 청소하고 청소가 끝나기 전에 

커넥터 커버를 열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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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넥터 커버에 묻은 물방울이나 먼지를 
닦으십시오.

• 리모컨이 물속에 있으면 거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고장이 
아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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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OFF 버튼을 눌러 리모컨의 전원을 끕니다.

2 연결된 케이블을 분리합니다.

3 십자 드라이버로 나사를 제거합니다. (나사 4개)

4 커버를 분리합니다.

5 고리를 바깥쪽으로 밀고 배터리 팩을 분리합니다.

주요 제원

전원 요구 사항: 충전식 배터리 팩: 3.6 V(내장 배터리)
 다기능/마이크로 USB 단자: 5.0 V
USB 충전: DC 5.0 V, 500 mA/800 mA
충전 시간: 컴퓨터를 통해 충전할 경우: 약 4시간 5분
 AC-UD10(별매)을 통해 충전할 경우: 약 2시간 

55분
방수 성능: 수심 3m, 30분 연속(모든 상황에서 방수 성능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작동 온도: -10 ℃ ~ +40 ℃
보관 온도: -20 ℃ ~ +60 ℃
외형 치수(약): 72.3 mm × 50.2 mm × 20.8 mm

(W/H/D, 돌출부 제외)
중량: 약 64 g(본체만)
총 중량(사용 시): 약 95 g

(부속된 벨트 및 받침대 포함)
포함된 품목: Live-View Remote(1), 

마이크로 USB 케이블(1)*, 벨트(1), 받침대(1), 
인쇄물

* 카메라와 함께 판매된 리모컨인 경우에도 마이크로 USB 케이블이 
하나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 디자인 및 제원은 차기 업그레이드에서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제원은 온라인 도움말 안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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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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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M-LVR2
4-566-657-51(1)

اللغة العربیة

تنبيهات احتياطية 
توجد لوحة االسم عىل الوجه السفيل الخارجي.

إذا أردت التحقق منه، افصل الحزام.

.RM-LVR2  Live-View هذا الدليل يصف العمليات األساسية الخاصة بجهاز تحكم

قبل االستخدام، من الرضوري التوصيل بالكامريا عرب Wi-Fi كام هو مبني يف هذا الدليل.

للتفاصيل راجع دليل املساعدة عىل اإلنرتنت.
http://rd1.sony.net/help/cam/1530/h_zz/

األجزاء ومفاتيح التحكم
MENU الزر 

DISP الزر 
REC/ENTER الزر 

REC/Wi-Fi املصباح 
LCD شاشة 

DOWN الزر 
UP الزر 

 مصباح CHG (الشحن)
 الزر RESET (إعادة الضبط)

 موصل USB صغري/ متعدد االغراض
 ذراع القفل

 غطاء املوصل
ON/OFF الزر 

 حلقة للحزام

املعلومات املعروضة عىل الشاشة
 أيقونة قفل األزرار

 عرض الساعة
 مؤرش مستوى بطارية وحدة التحكم عن بعد

 أيقونة وضع الطائرة
يتم عرضها عندما تكون وحدة التحكم عن بعد يف وضع 

الطائرة.
 وضع التصوير

 مؤرش تغيري وضع التصوير
REC األيقونة 

 مؤرش تحذير بطاقة الذاكرة
 مؤرش مستوى بطارية الكامريا

مالحظات
تختلف املعلومات املعروضة وفقاً للكامريا املوصولة.• 

عرض الساعة

Live-View عرض

شحن وحدة التحكم عن بعد

.OFF تأكد من ضبط طاقة وحدة التحكم عن بعد عىل وضع اإليقاف  1
صل وحدة التحكم عن بعد بكمبيوتر يف وضع التشغيل بواسطة كبل USB الصغري  (مرفق).2 

غطاء املوصل

ييضء باللون الكهرماين 
أثناء الشحن

كبل USB صغري

ينطفئ املصباح CHG (الشحن) عند اكتامل الشحن.

مالحظات
ميكنك شحن وحدة التحكم عن بعد حتى إذا مل يفرغ شحنها بالكامل. كام ميكنك استخدام الشحنة الجزئية يف • 

البطارية حتى إذا مل يتم شحن وحدة التحكم عن بعد بالكامل.
عند تشغيل وحدة التحكم عن بعد، سيتم إمدادها بالطاقة ولكن لن يتم شحنها.• 
ينطفئ مصباح CHG (الشحن) مبارشة عند إمتام شحن وحدة التحكم عن بعد بشكل كامل.• 
إذا مل يكن عندك كمبيوتر، استخدم محول التيار املرتدد AC-UD10 (يباع بشكل منفصل).• 

تشغيل وحدة التحكم عن بعد

اضغط الزر ON/OFF لتشغيل وحدة التحكم عن بعد.  1

عند تشغيل وحدة التحكم عن بعد للمرة األوىل، يتم عرض شاشة إعداد التاريخ والوقت/املنطقة.

قم بضبط التاريخ والوقت/املنطقة.  2
 •.REC/ENTER الختيار البند املرغوب، ثم اضغط الزر DOWN أو الزر UP اضغط الزر
يتم تغيري شاشة إعداد التاريخ والوقت/املنطقة بالرتتيب التايل.• 

إعداد املنطقة

إعداد سنة-شهر-يوم

صيغة التاريخ

تأكيد إعداد التاريخ والوقت/
املنطقة

إعداد التوقيت الصيفي

إعداد الوقت

اضغط الزر REC/ENTER عىل شاشة تأكيد إعداد التاريخ والوقت/املنطقة لتأكيد البند املرغوب، • 
 .Wi-Fi ويتم بعدها عرض شاشة استعداد

مالحظات
املناطق محددة بفرق التوقيت بني توقيت غرينيتش (GMT) والوقت القيايس الخاص باملنطقة التي تسكن فيها. • 

لتفاصيل عن فرق التوقيت، راجع «قامئة فروق التوقيت الخاصة بعواصم العامل» يف دليل املساعدة عىل اإلنرتنت.
لضبط التاريخ والوقت مرة أخرى، اضغط الزر MENU عىل وحدة التحكم عن بعد الختيار «إعداد التاريخ • 

والوقت/املنطقة/التوقيت الصيفي» من  (إعداد التحكم عن بعد).

Wi-Fi توصيل وحدة التحكم عن بعد بالكامريا عرب

توصيل وحدة التحكم عن بعد بكامريا واحدة (توصيل مفرد)
لتفاصيل عن العمليات التالية، راجع دليل املساعدة عىل اإلنرتنت أو تعليامت تشغيل الكامريا.

كامريات متعددة (توصيل متعدد)• 
 •Action Cam الكامريات باستثناء

قم بتشغيل وحدة التحكم عن بعد.  1
.Wi-Fi عند تشغيل وحدة التحكم عن بعد، سيتم عرض شاشة استعداد

مالحظات
إذا تم عرض األيقونة  (توصيل متعدد)، اضغط الزر MENU عىل وحدة التحكم عن بعد واخرت • 

 (وضع التوصيل) من  (إعداد التحكم عن بعد) واضبطه عىل  (توصيل مفرد).

قم بتشغيل الكامريا.  2

HDR-AZ1 باستثناء Action Cam
.PREV أو NEXT اضغط الزر

HDR-AZ1
.ON/OFF اضغط الزر

FDR-X1000V موضحة أعاله.

قم بالتأكد من إعدادات الكامريا.  3
تأكد من عرض العالمة Wi-Fi عىل لوحة عرض الكامريا.

HDR-AZ1 باستثناء Action CamHDR-AZ1

أو

مالحظات
إذا كان وضع توصيل الكامريا مضبوطاً عىل وضع التوصيل املتعدد، قم بتحويله إىل وضع التوصيل املفرد.• 
يف املوديل HDR-AS15/AS30V، قم بإدخال بطاقة ذاكرة يف الكامريا.• 

اخرت الكامريا التي تريد توصيلها بوحدة التحكم عن بعد.  4
اخرت SSID (الوجهة) من قامئة وجهات التوصيل.  

.REC/ENTER اضغط الزر  
عندما تكون وحدة التحكم عن بعد يف حالة االستعداد، انتقل إىل الخطوة 5 خالل دقيقتني.  

  

إذا ضغطت الزر REC/ENTER يف الحالة املوضحة يف الخطوة ، سيتم تحرير وحدة التحكم 
عن بعد من حالة االستعداد. يف هذه الحالة، اخرت SSID الخاص بالكامريا مرة أخرى.

قم بتوصيل وحدة التحكم عن بعد بالكامريا.  5
HDR-AZ1 باستثناء Action Cam

اضغط الزر ENTER عىل الكامريا عندما يتم عرض [ ? ACPT] عىل لوحة عرض الكامريا.

مالحظات
إذا مل يتم عرض [ ? ACPT] عىل لوحة عرض الكامريا، قم بإعادة تشغيل الكامريا وتنفيذ اإلجراءات مرة أخرى • 

من الخطوة 3.

HDR-AZ1
عند سامع صوت تنبيه تأكيد التوصيل، اضغط الزر Wi-Fi عىل الكامريا مطوالً إىل أن تسمع صوت 

تنبيه اكتامل التوصيل. 

مالحظات
يف املوديل HDR-AZ1، ال يصدر صوت تنبيه تأكيد التوصيل إذا كان  (صوت تنبيه بيب) مضبوطاً • 

.OFF عىل وضع اإليقاف
إذا مل يصدر صوت تنبيه تأكيد التوصيل، قم بإعادة تشغيل الكامريا وتنفيذ اإلجراءات مرة أخرى من الخطوة • 

.3

ييضء املصباح REC/Wi-Fi باللون األزرق ويتحول عرض شاشة LCD يف وحدة التحكم عن بعد 
إىل عرض Live-View ويتم إنشاء التوصيل.

مالحظات
إذا مل يكتمل توصيل الكامريا، فقد يكون انتقال اإلشارة بطيئاً. يف هذه الحالة، انتقل إىل موقع آخر وحاول • 

مرة أخرى.

تغيري أوضاع التصوير
قم بتغيري وضع التصوير بضغط الزر UP/DOWN عىل شاشة عرض Live-View يف وحدة التحكم عن 

بعد.
يتم عرض أيقونة وضع التصوير يف أعىل يسار الشاشة.

التسجيل

عند تسجيل أفالم
لتفاصيل عن العمليات التالية، راجع دليل املساعدة عىل اإلنرتنت أو تعليامت تشغيل الكامريا.

الصور• 
صور بفواصل زمنية• 
التسجيل الدائم• 

اضغط الزر REC/ENTER للبدء بالتسجيل.  1
يتغري املصباح REC/Wi-Fi من األزرق إىل األحمر.

اضغط الزر REC/ENTER مرة أخرى إليقاف التسجيل.  2
يتغري املصباح REC/Wi-Fi من األحمر إىل األزرق.

مالحظات حول تثبيت حزام بوحدة التحكم عن بعد
 •. و  ميكنك ضبط طول الحزام وفقاً ملوضع الشد
لتثبيت وحدة التحكم عن بعد عىل ذراعك، ضعها عىل ظهر يدك. ثم قم بإدخال الحزام عرب  وتوجيه • 

  قم بتحريك ، نحو مرفقك. بعد تثبيت LCD نحو رؤوس أصابعك وشاشة REC/ENTER الزر
. حتى تغطي طرف

تثبيت الحزام بشكل غري صحيح قد يسبب وقوع إصابات.• 
عند وضع وحدة التحكم عن بعد عىل ذراعك اليمنى، اضبط وظيفة تدوير الشاشة يف إعدادات التحكم • 

.ON عن بعد عىل
عند استخدام وحدة التحكم عن بعد حني تكون مثبتة عىل ذراعك، قم دامئاً بتثبيت لوحة القاعدة • 

املرفقة والحزام املرفق بشكل صحيح.
احذر أال تسقط وحدة التحكم عن بعد عند فك الحزام.• 
لتفاصيل حول تثبيت الحزام بوحدة التحكم عن بعد، راجع دليل املساعدة.• 

تحذير

لتقليل خطر الحريق أو الصدمة الكهربائية،
1) ال تعرض الوحدة للمطر أو الرطوبة.

2) ال تضع اشياء ممتلة بالسوائل، كاملزهريات، عىل الجهاز.

 تنبيه

قم مبراعاة التنبيهات االحتياطية التالية؛ فقد تكون هناك خطورة تنشأ عن توليد الحرارة مام يتسبب يف 
نشوب حريق أو انفجار.

تكون بطارية أيون الليثيوم مدمجة يف املنتج.* 
اشحن املنتج باستخدام طريقة الشحن املحددة.• 
ال تضع املنتج عىل النار أو بالقرب منها، أو تضعه يف املايكروويف.• 
ال ترتك املنتج يف سيارة أثناء الطقس الحار.• 
ال تقم بتخزين املنتج أو استخدامه يف مكان ساخن ورطب مثل حاممات الساونا.• 
ال تفكك املنتج أو تقم بتهشيمه أو ثقبه.• 
ال تعرض املنتج لصدمة قوية مثل السقوط من مكان مرتفع.• 

ال تعرض املنتج لدرجات حرارة عالية تتجاوز 60 درجة مئوية.• 
احتفظ باملنتج جافًا.• 

تخلص من املنتج بطريقة مالمئة.
اشحن املنتج باستخدام طريقة الشحن املحددة يف دليل التعليامت.

مالحظة حول االستعامل

[Live-View جهاز تحكم]
ال تستخدم/تخزن وحدة التحكم عن بعد يف األماكن التالية

يف مكان شديد الحرارة • 
يف أماكن مثل سيارة متوقفة يف الشمس، قد يصبح هيكل وحدة التحكم عن بعد مشوهاً وهذا قد 

يتسبب يف حدوث خلل.
تحت أشعة الشمس املبارشة أو بالقرب من جهاز تدفئة • 

إذا قمت بتخزين وحدة التحكم عن بعد تحت أشعة الشمس املبارشة أو بالقرب من جهاز التدفئة، قد 
يتغري لون وحدة التحكم عن بعد أو قد تتشوه وهذا قد يتسبب يف حدوث خلل.

يف مكان يكون عرضة الهتزاز قوي• 
بالقرب من حقول مغناطيسية قوية• 
يف أماكن رملية أو مغربة • 

احرص عىل عدم السامح للرمل أو الغبار بالدخول يف وحدة التحكم عن بعد. قد يتسبب هذا يف حدوث 
خلل يف وحدة التحكم عن بعد، ويف بعض الحاالت قد يكون ذلك الخلل غري قابل للتصليح.

Wi-Fi وظيفة
استخدم وحدة التحكم عن بعد وفقاً للوائح مناطق االستخدام.• 
ال ميكنك استخدام وظيفة Wi-Fi يف وحدة التحكم عن بعد تحت املاء.• 

الحامية عند استخدام أجهزة LAN السلكية
 • LAN لتجنب القرصنة والوصول من قبل أطراف ثالثة مسيئة ونقاط ضعف أخرى، تأكد من أن شبكة

الالسلكية آمنة دامئاً.
من املهم جداً ضبط حامية شبكة LAN الالسلكية.• 
يف حالة حدوث مشكلة بسبب إجراءات الحامية غري الكافية أو بسبب ظروف متوقعة، لن تكون رشكة • 

Sony Corporation مسؤولة عن أي رضر ينتج عن ذلك.

حول تكثف الرطوبة
إذا تم جلب وحدة التحكم عن بعد مبارشة من مكان بارد إىل مكان دافئ، قد تتكثف الرطوبة داخل 

وحدة التحكم عن بعد أو عىل سطحها. قد يسبب تكثف الرطوبة هذا خلالً يف وحدة التحكم عن بعد.

إذا تكثفت الرطوبة
قم بإيقاف تشغيل وحدة التحكم عن بعد وانتظر حوايل ساعة واحدة إىل أن تتبخر الرطوبة.

درجة حرارة التشغيل
تم تصميم وحدة التحكم عن بعد الستخدامها يف درجات حرارة ترتاوح ما بني -10 درجات مئوية و +40 • 

درجة مئوية. ال يوىص باالستخدام يف أماكن شديدة الربودة أو الحرارة خارج هذا النطاق.
شاشة LCD والهيكل يصبحان دافئني أثناء التشغيل. هذا ال يعد خلالً.• 

LCD التعامل مع شاشة
ال ترتك شاشة LCD مواجهة الشمس حيث أنها قد تتلف. توخ الحذر عند وضع وحدة التحكم عن بعد • 

بجانب النافذة.
إذا استعملت وحدة التحكم عن بعد يف مكان بارد، قد تظهر خطوط أفقية أو صور متخلفة عىل شاشة • 

LCD. هذا ال يعد خلالً. تعود شاشة LCD إىل الوضع الطبيعي عندما تسخن وحدة التحكم عن بعد. 

حول مقاومة وحدة التحكم عن بعد للامء
وحدة التحكم عن بعد مصممة لتكون مقاومة للامء. األرضار الناجمة عن سوء االستخدام أو سوء 

املعاملة أو الصيانة غري الصحيحة غري مشمولة بالضامن املحدود.
ال تضع وحدة التحكم عن بعد تحت ماء مضغوط كامء الصنبور مثالً.• 
ال تستخدمها يف ينابيع املاء الساخنة.• 
استخدم وحدة التحكم عن بعد يف درجات حرارة املاء ضمن نطاق 0 درجة مئوية إىل 40 درجة مئوية.• 

مالحظات قبل استخدام وحدة التحكم عن بعد تحت املاء/بالقرب منه
تأكد من عدم دخول أشياء غريبة كالرمال أو الشعر أو األوساخ داخل غطاء املوصل. أية أشياء غريبة • 

حتى لو كانت بكميات قليلة قد تؤدي إىل دخول املاء إىل وحدة التحكم عن بعد.
تأكد من عدم تعرض الطوق العازل وأسطح التصاقه لخدوش. أي خدش صغري ميكن أن يتسبب بدخول • 

 Sony املاء إىل وحدة التحكم عن بعد. إذا خدش الطوق العازل أو أسطحه التصاقه، قم باستشارة وكيل
أو مركز خدمة Sony محيل مرخص له.

إذا التصقت الرمال أو الغبار عىل الطوق العازل أو عىل أسطح التصاقه، امسح املنطقة ونظفها بخرقة • 
ناعمة ال ترتك أية نسالة.

ال تفتح/تغلق غطاء املوصل بأيد مبتلة أو مغطاة بالرمال أو بالقرب من املاء. قد يؤدي القيام بذلك إىل • 
دخول الرمل أو املاء. قبل فتح غطاء املوصل، عليك بتنفيذ اإلجراء املرشوح يف «التنظيف بعد استخدام 

وحدة التحكم عن بعد تحت املاء/بالقرب منه».
افتح غطاء بطاقة الطرف عندما تجف وحدة التحكم عن بعد بالكامل.• 
قم دامئاً بالتأكد من قفل غطاء املوصل بإحكام.• 

مالحظات حول استخدام وحدة التحكم عن بعد تحت املاء/بالقرب منه
ال تعرض وحدة التحكم عن بعد لصدمات جراء القفز يف املاء مثالً.• 
ال تفتح وتغلق غطاء املوصل عندما تكون تحت املاء/بالقرب منه.• 
وحدة التحكم عن بعد تغرق يف املاء. استخدم الحزام املرفق مع وحدة التحكم عن بعد ملنعها من • 

الغرق.

التنظيف بعد استخدام وحدة التحكم عن بعد تحت املاء/بالقرب منه
قم دامئاً بتنظيف وحدة التحكم عن بعد باملاء يف غضون 60 دقيقة من االستخدام، وال تفتح غطاء • 

املوصل قبل االنتهاء من التنظيف. قد يدخل الرمل أو املاء حيث ال ميكن رؤيته، وسوف يضعف أداء 
مقاومة املاء إذا مل يتم شطفه.

ضع وحدة التحكم عن بعد يف ماء نقي داخل وعاء للغسيل ملدة حوايل 5 دقائق. قم بعد ذلك بهز • 
وحدة التحكم عن بعد بلطف واضغط عىل كل زر من األزرار تحت املاء للتخلص من األمالح أو الرمال 

أو األشياء األخرى العالقة حول األزرار.
امسح قطرات املاء بخرقة ناعمة بعد غسل وحدة التحكم عن بعد. ضع وحدة التحكم عن بعد يف مكان • 

مظلل ذي تهوية جيدة ودعها حتى تجف متاماً. ال تجفف وحدة التحكم عن بعد باستخدام مجفف 
الشعر ألن القيام بذلك قد يؤدي إىل تشوهها و/أو تراجع أداء مقاومة املاء.

قم مبسح أي قطرات من املاء أو الغبار عن غطاء املوصل بقطعة قامش جافة وناعمة.• 
قد تظهر فقاعات عند وضع وحدة التحكم عن بعد تحت املاء. هذا ال يعد خلالً.• 
قد يتغري لون هيكل وحدة التحكم عن بعد إذا المس الكرميات الواقية من الشمس أو كرميات تسمري • 

البرشة. 
امسح وحدة التحكم عن بعد برسعة إذا المست الكرميات الواقية من الشمس أو كرميات تسمري البرشة.

احرص عىل إزالة املاء املالح من داخل وحدة التحكم عن بعد ومن عىل سطحها. بقاء املاء املالح قد • 
يؤدي إىل التآكل أو انحالل اللون كام قد يؤثر عىل أداء مقاومة املاء.

التخلص
قم بإزالة البطارية قبل التخلص من وحدة التحكم عن بعد.

قم بإزالة البطارية
البطارية املدمجة قابلة إلعادة التدوير.

قم بإزالة البطارية املدمجة قبل التخلص من وحدة التحكم عن بعد.

مالحظات
عند إزالة البطارية، قم بتوخي الحذر مام ييل.

قم بإزالة الرباغي وما إليها بعيداً عن األطفال الصغار ملنع بلعها بشكل عريض.• 
احرص عىل عدم إصابة أظافرك أو أصابعك.• 

معلومات هامة
ال تقم بإزالة الرباغي إال عند التخلص من وحدة التحكم عن بعد.

نحن نرفض التصليح أو االستبدال إذا حكمنا بأنه قد تم القيام بتفكيك غري مشمول يف الضامن.

اضغط عىل الزر ON/OFF إليقاف تشغيل طاقة وحدة التحكم عن بعد. 1
قم بفصل الكبالت املوصولة. 2
قم بنزع الرباغي بواسطة مفك براغي برأس مصلب. (4 براغي) 3
افصل الغطاء. 4
اضغط املشبك للخارج وانزع البطارية. 5

املواصفات
البطارية القابلة للشحن: 3.6 فولط (البطارية الداخلية) متطلبات الطاقة: 

5.0 V :صغري/ متعدد االغراض USB موصل  
5.0 V 500 mA/800 mA تيار مبارش  :USB شحن

باستخدام الكمبيوتر: 4 ساعات و 5 دقائق تقريباً مدة الشحن: 
باستخدام محول التيار املرتدد AC-UD10 (يباع بشكل منفصل): ساعتان   

و 55 دقيقة تقريباً
تحت املاء بعمق 3 أمتار وملدة 30 دقيقة متواصلة (أداء مقاومة املاء غري  أداء مقاومة املاء: 

مضمون يف جميع الظروف)
-10 درجات مئوية إىل +40 درجة مئوية درجة حرارة التشغيل: 

-20 درجة مئوية إىل +60 درجة مئوية درجة حرارة التخزين: 
72.3 مم × 50.2 مم × 20.8 مم األبعاد (تقريباً): 

(عرض/ارتفاع/عمق، باستثناء األجزاء البارزة)
64 جرام تقريباً (الهيكل الرئييس فقط) الوزن: 

الوزن اإلجاميل (عند االستخدام): 95 جرام تقريباً
(مبا يف ذلك الحزام املرفق ولوحة القاعدة)  

جهاز تحكم Live-View  (1)، كبل USB صغري (1)*، حزام (1)، لوحة  البنود املتضّمنة: 
القاعدة (1)، طقم من وثائق مطبوعة

حتى عند بيع وحدة التحكم عن بعد مع الكامريا، ال يكون هناك سوى كبل USB صغري واحد مرفق بها.* 

التصميم واملواصفات عرضة للتغيري دون إشعار يف التحديثات املستقبلية.• 
لالطالع عىل املواصفات األخرى، راجع دليل املساعدة عىل اإلنرتنت.• 

حول العالمات التجارية
 •.Wi-Fi Alliance هي عالمات تجارية مسجلة لرشكة Wi-Fi PROTECTED SET-UP و Wi-Fi وشعار Wi-Fi
 • Adobe هي إما عالمات تجارية أو عالمات تجارية مسجلة لرشكة Adobe Acrobat و Adobe وشعار Adobe

Systems Incorporated يف الواليات املتحدة و/أو البلدان األخرى. 
باإلضافة إىل ذلك فإن أسامء األنظمة واملنتجات املستخدمة يف هذا الدليل هي، بصفة عامة، عالمات 

تجارية أو عالمات تجارية مسجلة ملطوريها أو مصنعيها. إال أن عالمات ™ و  قد ال تكون مذكورة يف 
هذا الدلي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