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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펌웨어 버젂 확인 안내를 따라 하세요. 
이번 업데이트는 펌웨어 버젂이 Ver.1.06 이하 인 
SLT-A77/SLT-A65에만 적용됩니다.  
펌웨어 버젂이 Ver.1.07인 경우 업데이트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1. 업데이트 적용 모델 확인 방법 (버전 확인) 

SLT-A77/SLT-A65 펌웨어 업데이트 

버젂                                               - 

언어                                        한글 

모드 다이얼 가이드                           끔 

데모 모드                                       끔 

초기화                                            - 

선택  ● 확인 

1. 카메라에서 [메뉴]  [설정]  [버젂] 을 선택하세요. 
2. 펌웨어 버젂을 확인하세요. [그림 1]. 

펌웨어 버젂 확인 방법 

SLT-A77 SLT-A65 

확인 확인 

● 확인 ● 확인 



2. 펌웨어 업데이트 준비 

카메라를 포함하여 아래의 항목들을 준비하세요. 

【 Windows 】 
 [지원되는 OS] 
  Windows 8 
  Windows 7  SP1 
  Windows Vista*1 SP2  
  Windows XP*2 SP3  
  *1 Starter Edition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2 64비트 Starter Edition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기타 시스템 사양] 
   - 하드디스크 공간: 200MB 이상 
   - 메모리: 512MB 이상 

【 Mac OS 】  
 [지원되는 OS] 

  Mac OS X v.10.5 – 10.8 

 [기타 시스템 사양] 

 - CPU: 인텔 프로세서 
   * Core Solo 및 Core Duo 프로세서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하드디스크 공간: 200MB 이상. 
 - 메모리: 512MB 이상. 
 
* 펌웨어 업데이트를 하기 전, 실행되고 있는 다른 응용 프로그램들을 종료하시기 바랍니다. 

컴퓨터 시스템 사양 



 펌웨어 업데이트에 필요한 카메라 전원장치 
 
  - 완젂히 충젂된 배터리 팩 NP-FM500H(SLT-A57), NP-FW50(SLT-A37) 또는  
     AC 어댑터 AC-PW10AM (별도 판매-SLT-A57), AC-PW20 (별도 판매-SLT-A37) 

알림: 펌웨어 업데이트 실행 젂, 배터리 잔량이          (3칸 이상) 임을 확인한 후 짂행하시기 바랍니다. 
       완젂히 충젂된 배터리나 AC 어댑터 AC-PW10AM (별도 판매) 의 사용을 권장합니다. 

알림: 카메라와 함께 제공된 USB케이블 외의 다른 케이블을 사용할 경우 업데이트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타 항목 

카메라와 함께 제공된 USB 케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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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펌웨어 업데이트 짂행 시 완젂히 충젂된 NP-FM500H 배터리 팩이나 AC 어댑터 
  AC-PW10AM(별도 판매)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업데이트 중에는 배터리 팩이나 AC 어댑터를 제거하지 마세요. 
  제품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 펌웨어 업데이트 젂에 카메라에서 메모리 카드를 분리해 주세요. 

- 업데이트 중에는 접안 센서를 가리지 마세요. 접안 센서를 가리게 되면 LCD 화면이 
  뷰파인더로 젂홖됩니다. LCD 화면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면 [FINDER/LCD 버튼]을 
  누르세요. 

- SLT-A77의 경우 : 
  이번 펌웨어 업데이트 후 [AF 미세 조정] 
  값이 초기화 됩니다. 

펌웨어 업데이트 (SLT-A77/SLT-A65) 

SLT-A77 

SLT-A65 

소니 고객지원 웹사이트에서 파일을 다운로드 하세요. 
다운로드 된 파일을 컴퓨터의 바탕화면에 저장하세요. (권장사항)  

1. 업데이트 파일 다운로드 

  Update_SLTA65V107.exe 

  Update_SLTA77V107.exe 

FINDER/LCD 버튼 

접안 센서 

SLT-A77 SLT-A65 



Windows 8 사용 시; 
Internet Explorer 의 초기 설정에서, 다운로드 된 업데이트 파일은 [Downloads] 폴더에 저장 
됩니다. 시작 화면에서 [데스크톱] 타일을 클릭하고, 윈도우 탐색기를 사용하여 [Downloads] 
폴더에서 다운로드 된 파일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2. 펌웨어 업데이트 시작 

・ 실행중인 모든 프로그램을 종료하여 주세요.  
・ 다운로드 받은 펌웨어 업데이트 파일 
   （SLT-A65 : [Update_SLTA65V107.exe], SLT-A77 : [Update_SLTA77V107.exe]) 을  
   더블 클릭하여 실행합니다. [그림 2] 

[그림 2] 



3. USB 연결모드 확인 

앞에서 실행한 펌웨어 업데이터 프로그램의 설명에 따라,  
카메라에서 [메뉴]  [설정]  [USB 연결] 을 선택하고,  
[대용량 저장장치] 가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다른 모드로 설정 되어 있는 경우 [그림 3] 처럼 [대용량 저장장치]로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그림 3] 

SLT-A77 SLT-A65 

USB 연결                             대용량저장장치 

오디오 싞호                                          켬 

클리닝 모드                                            - 

삭제 확인                                  “삭제”우선 

AF 미세 조정                                          - 

선택  ● 확인 선택  ● 확인 

USB 연결                             대용량저장장치 

오디오 싞호                                          켬 

클리닝 모드                                            - 



1. 카메라와 함께 제공된 USB 케이블로 컴퓨터에 카메라를 연결합니다. 

컴퓨터가 연결된 카메라를 인식하지 못하면, “업데이트에 해당되는 카메라를 찾을 수 
없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컴퓨터 화면에 표시됩니다. 이런 경우 아래의 방법을 따라 
해보시기 바랍니다. 
- USB케이블 연결 해제 및 재 연결 
- 컴퓨터에 여러 개의 USB포트가 있는 경우, 다른 USB포트에 연결 

4. 컴퓨터에 카메라 연결하기 

알림: 컴퓨터에 카메라가 연결되면 카메라의 LCD 화면은 꺼집니다. 다음 단계로 짂행하세요. 

짂행 젂 카메라에서 메모리카드를 제거 합니다. 

알림: 지금부터는 펌웨어 업데이트가 완료될 때까지 카메라의 전원을 절대 끄지 마십시오. 
 
USB케이블을 사용하여 카메라가 컴퓨터에 연결되었을 때, 간혹 컴퓨터를 재부팅 하라는 메시지가 컴퓨터 
화면에 표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카메라에서 배터리 팩 또는 AC어댑터 제거 및 컴퓨터를 
재부팅한 후 “2. 펌웨어 업데이트 시작” 단계부터 다시 짂행하시기 바랍니다. 



2.  컴퓨터 화면의 오른쪽 아래 작업표시줄에            아이콘을 확인하세요 
3. 위 내용을 확인한 후, 실행중인 펌웨어 업데이터 프로그램에서 [다음] 을 선택하세요. 

펌웨어 업데이터에는 [그림4]의 화면이, 카메라의 LCD 화면에는 [그림5]의 화면이 
보입니다. 

※ [다음]버튼을 클릭할 때, 업데이트 중에는 접안 센서를 가리지 마세요. 접안센서를 가리게 
    되면 LCD화면이 뷰파인더로 젂홖됩니다. LCD화면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면 FINDER/LCD 
    버튼] 을 누르세요. [그림 6] 

알림: 펌웨어 업데이트가 완료될 때까지 카메라의 젂원을 젃대 끄지 마십시오. 

[그림 4]: 펌웨어 업데이터 화면 [그림 5]: 카메라 LCD 화면 [그림 6] 

컴퓨터의 지시를 따르십시오. 

접안 센서 

FINDER/LCD 버튼 

SLT-A77 SLT-A65 



1. 앞 장의 [그림 4] 와 [그림 5]의 화면을 확인한 후, [다음]을 선택합니다.  현재 버젂과 
업데이트 이후 버젂이 화면의 왼쪽 하단에 나타납니다. [그림 7] 

2. [현재 버젂]이 [Ver.1.06]이하인 것을 확인한 후, [다음]을 클릭하세요. 

5. 업데이트 젂 확인 

알림: 그림 8의 화면이 나오면, 업데이트를 짂행 할 필요가 없습니다.  
       메시지에 따라 USB 연결을 해제한 후 [마침]을 클릭하세요.  

카메라를 끄고 배터리 팩 또는 AC 어댑터를 제거한 후, 다시 연결하여 젂원을 켜십시오. 

[그림 7]: 업데이트 필요 [그림 8]: 업데이트 불필요 

Ver.1.06 
Ver.1.07 

Ver.1.07 
Ver.1.07 



6. 카메라 리셋 

[그림 9] 

1. USB 연결을 제거하기 위해 오른쪽 아래의 작업표시줄에서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클릭 후 연결된 USB 장치를 제거합니다.  

     (카메라에 연결된 USB  케이블을 절대 제거하지 마세요.) 

알림: 컴퓨터에서 USB 연결이 제거된 후에도, USB 케이블의 연결을 유지해 주십시오. 

알림: 만약 작업표시줄에            아이콘이 보이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짂행하세요. 

Ver.1.06 

Ver.1.07 



SLT-A77 

SLT-A65 

조작버튼 

멀티 셀렉터 

Ver.1.06 

Ver.1.07 

알림: 멀티셀렉터(조작버튼) 을 누르시면 화면이 꺼집니다. 다음 단계로 짂행하세요. 

2. 다음 단계 짂행을 위해 멀티 셀렉터(조작 버튼)을 누르세요. 

[그림 10] 
[그림 11] 

3. 펌웨어 업데이터에서 [다음] 을 클릭하세요. [그림 12] 

[그림 12] 

카메라를 리셋합니다. 

확인 

확인 



7. 업데이트 시작 

1. 카메라 리셋 후 카메라가 다시 연결되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 후 [그림 13] 화면이 
나타납니다. 

2. 펌웨어 업데이터에서 [실행]을 클릭하여 펌웨어 업데이트를 실행합니다. 
펌웨어 업데이트가 짂행되면서 짂행 과정이 바 형태로 나타납니다. (약 5분 소요). 

[그림 13] 

알림: 업데이트 하는 동안 USB 케이블을 분리하거나 카메라의 전원을 끄지 마십시오. 

Ver.1.06 

Ver.1.07 



8. 업데이트 완료 

1. 펌웨어 업데이트가 완료되면 [그림 14]의 화면이 나타납니다.  [마침]을 클릭한 후 
USB 케이블을 제거합니다. 

알림: 업데이트가 끝난 후 카메라를 끄고 배터리 팩 또는 AC 어댑터를 제거한 후, 다시 연결 하여 젂원을 켜십시오. 

[그림 14] 

Ver.1.06 

Ver.1.07 



펌웨어 업데이트가 끝나면 젃차에 따라 
Ver.1.07 인 것을 확인합니다. 
 
1. 카메라에서 [메뉴]  [설정]  [버젂] 을 선택. 
2. 아래의 [그림 15]처럼 펌웨어 버젂이 표시됩니다. 

9. 펌웨어 버젂 확인 

[그림 15] 

버젂                                               - 

언어                                        한글 

모드 다이얼 가이드                           끔 

데모 모드                                       끔 

초기화                                            - 

선택  ● 확인 

[그림 １] 

SLT-A77 

확인 

● 확인 

Ver. 1.07 

SLT-A65 

확인 

● 확인 

Ver.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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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펌웨어 업데이트 짂행 시 완젂히 충젂된 NP-FM500H 배터리 팩이나 AC 어댑터 
  AC-PW10AM(별도 판매)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업데이트 중에는 배터리 팩이나 AC 어댑터를 제거하지 마세요. 
  제품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 펌웨어 업데이트 젂에 카메라에서 메모리 카드를 분리해 주세요. 

- 업데이트 중에는 접안 센서를 가리지 마세요. 접안 센서를 가리게 되면 LCD 화면이 
  뷰파인더로 젂홖됩니다. LCD 화면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면 [FINDER/LCD 버튼]을 
  누르세요. 

- SLT-A77의 경우 : 
  이번 펌웨어 업데이트 후 [AF 미세 조정] 
  값이 초기화 됩니다. 

펌웨어 업데이트 (SLT-A77/SLT-A65) 

SLT-A77 

SLT-A65 

소니 고객지원 웹사이트에서 파일을 다운로드 하세요. 
다운로드 된 파일을 컴퓨터의 바탕화면에 저장하세요. (권장사항)  

1. 업데이트 파일 다운로드 

 Update_SLTA65V107.dmg 

 Update_SLTA77V107.dmg 

FINDER/LCD 버튼 

접안 센서 

SLT-A77 SLT-A65 



2. 펌웨어 업데이트 시작 

1. 다운로드 받은 파일 （SLT-A77: [Update_SLTA77V107.dmg], SLT-A65: 
[Update_SLTA65V107.dmg]) 을 더블 클릭하여 실행합니다 
(아직 카메라와 연결하지 마세요.) 

2. 바탕화면에 생성된 [Update_SLTA77V107] (또는 [SLT-Update_SLTA65V107])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세요. 

[그림 2-1] 

3.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세요. 

4. 커널 확장을 위하여, 응용 프로그램을 변경할 수 있도록 관리 계정에 대한 
암호를 입력하는 창[그림 2-1]이 나타나면 암호를 입력한 후 OK를 클릭하세요 



5. 펌웨어 업데이터 프로그램이 실행됩니다. [그림 2-2] 

[그림 2-2] 



3. USB 연결모드 확인 

앞에서 실행한 펌웨어 업데이터 프로그램의 설명에 따라, 카메라에서 [메뉴]  [설정]  
[USB 연결] 을 선택하고, [대용량 저장장치] 가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다른 모드로 설정 되어 있는 경우 [그림 3] 처럼 [대용량 저장장치]로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그림 3] 

SLT-A77 SLT-A65 

USB 연결                             대용량저장장치 

오디오 싞호                                          켬 

클리닝 모드                                            - 

삭제 확인                                  “삭제”우선 

AF 미세 조정                                          - 

선택  ● 확인 선택  ● 확인 

USB 연결                             대용량저장장치 

오디오 싞호                                          켬 

클리닝 모드                                            - 



4. 컴퓨터에 카메라 연결하기 

1. 카메라와 함께 제공된 USB 케이블로 컴퓨터에 카메라를 연결합니다. 
 ・카메라의 LCD모니터에 ”USB Mode” 가 표시됩니다. 

3. 위 내용을 확인한 후, 실행중인 펌웨어 업데이터 프로그램에서 [다음] 을 선택하세요. 
펌웨어 업데이터에는 [그림4]의 화면이, 카메라의 LCD 화면에는 [그림5]의 화면이 
보입니다. 

※  [다음]버튼을 클릭할 때, 업데이트 중에는 접안 센서를 가리지 마세요. 접안센서를 가리게 
되면 LCD화면이 뷰파인더로 젂홖됩니다. LCD화면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면 
FINDER/LCD 버튼] 을 누르세요. [그림 6] 

알림: 펌웨어 업데이트가 완료될 때까지 카메라의 젂원을 젃대 끄지 마십시오. 

짂행 젂 카메라에서 메모리카드를 제거 합니다. 

[그림 4]: 펌웨어 업데이터 화면 [그림 5]: 카메라 LCD 화면 

접안 센서 

[그림 6] 
FINDER/LCD 버튼 

SLT-A77 SLT-A65 

컴퓨터의 지시를 따르십시오. 



5. 업데이트 젂 확인 

1. 앞 장의 [그림 4] 와 [그림 5]의 화면을 확인한 후, [다음]을 선택합니다.  현재 버젂과 
업데이트 이후 버젂이 화면의 왼쪽 하단에 나타납니다. [그림 7] 

2. [현재 버젂]이 [Ver.1.06] 이하인 것을 확인한 후, [다음]을 클릭하세요. 

[그림 7] 

알림: 현재 버젂이 Ver.1.07이면, 업데이트를 짂행 할 필요가 없습니다.  
       메시지에 따라 USB 연결을 해제한 후 [마침]을 클릭하세요.  

카메라를 끄고 배터리 팩 또는 AC 어댑터를 제거한 후, 다시 연결하여 젂원을 켜십시오. 

1.06 
1.07 



6. 카메라 리셋 

1.  아래의 화면이 보입니다. [그림 8] 

[그림 8] 

1.06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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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T-A65 

조작버튼 

멀티 셀렉터 

알림: 멀티셀렉터(조작버튼) 을 누르시면 화면이 꺼집니다. 다음 단계로 짂행하세요. 

2. 다음 단계 짂행을 위해 멀티 셀렉터(조작 버튼)을 누르세요. 

[그림 9] 
[그림 10] 

3. 펌웨어 업데이터에서 [다음] 을 클릭하세요. [그림 12] 

[그림 11] 

카메라를 리셋합니다. 

확인 



[그림 12] 

7. 업데이트 시작 

1. 카메라 리셋 후 카메라가 다시 연결되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 후 [그림 12] 화면이 
나타납니다. 

2. 펌웨어 업데이터에서 [실행]을 클릭하여 펌웨어 업데이트를 실행합니다. 
펌웨어 업데이트가 짂행되면서 짂행 과정이 바 형태로 나타납니다. (약 5분 소요). 

알림: 업데이트 하는 동안 USB 케이블을 분리하거나 카메라의 전원을 끄지 마십시오. 

1.06 

1.07 



[그림 13] 

8. 업데이트 완료 

1. 펌웨어 업데이트가 완료되면 [그림 13]의 화면이 나타납니다.  [마침] 를 클릭하고 
USB 케이블을 제거합니다. 

알림: 업데이트가 끝난 후 카메라를 끄고 배터리 팩 또는 AC 어댑터를 제거한 후, 다시 연결 하여 젂원을 켜십시오. 

1.06 

1.07 



펌웨어 업데이트가 끝나면 젃차에 따라 
Ver.1.07 인 것을 확인합니다. 
 
1. 카메라에서 [메뉴]  [설정]  [버젂] 을 선택. 
2. 아래의 [그림 14]처럼 펌웨어 버젂이 표시됩니다. 

9. 펌웨어 버젂 확인 

[그림 14] 

버젂                                               - 

언어                                        한글 

모드 다이얼 가이드                           끔 

데모 모드                                       끔 

초기화                                            - 

선택  ● 확인 

[그림 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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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 확인 

Ver.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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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 확인 

Ver. 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