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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E CONVERTER 2.0×
Model:

TC-X20

사용설명서
'TELE CONVERTER 2.0×'를 구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 설명서에서 사용한 기호의 의미
트러블 방지에 도움이 되는 주의 사항입니다.

제품을 사용하시기 전에 이 설명서를 반드시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읽으신 후에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해 주십시오.

기본 조작 이외에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니콘용

각부 명칭
① 렌즈 장착 마크
② 렌즈 분리 레버
③ 카메라 장착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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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양
모델명

TC-X20

초점 거리
렌즈 구성

5군 9매
53.6 mm*

전장
직경 ø

2

장착 렌즈의 2.0배

니콘: 62.3 mm / 캐논: 69.8 mm

무게

캐논용

1

니콘: 305 g / 캐논: 360 g

3

* 조리개 값은 장착 렌즈의 사양에 따라 달라지므로 웹사이트의 목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사양 및 외관은 예고없이 변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속 액세서리
 마운트 캡 (텔레컨버터 본체에 장착)
 리어 캡 (텔레컨버터 본체에 장착)
 렌즈 케이스

렌즈와 카메라의 장착 및 분리
■ 장착
1.
2.
3.
4.

텔레컨버터의 렌즈 장착 마크 ①과 렌즈의 장착 마크를 맞추십시오.
정지될 때까지 렌즈를 오른쪽(니콘용은 왼쪽)으로 돌리십시오.
텔레컨버터의 카메라 장착 마크 ③과 카메라의 장착 마크를 맞추십시오.
정지될 때까지 텔레컨버터를 오른쪽(니콘용은 왼쪽)으로 돌리십시오.

■ 분리
1. 카메라의 렌즈 분리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장착할 때와 반대 방향으로 돌려서 텔레컨버터를 분리하십시오.
2. 텔레컨버터의 렌즈 분리 레버를 누른 상태에서 렌즈를 장착할 때와 반대 방향으로 돌려서 렌즈를 분리하십시오.
 본 제품을 장착하거나 분리하기 전에는 카메라 전원을 끄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사용 중인 카메라와 렌즈의 사용설명서도 함께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사용상의 주의
 본 제품에 장착 가능한 렌즈는 SP 150-600mm F/5-6.3 Di VC USD G2(모델명 A022)입니다(2016년 9월 현재).
 고장이나 사고 원인이 되므로 호환성이 없는 렌즈는 장착하지 마십시오.
 사용 가능한 카메라, 렌즈, AF 기능 등의 최신 정보는 최신 카탈로그나 당사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당사 홈페이지: http://www.tamron.com/ko/faq/

 고장이나 사고 원인이 되므로 본 제품과 다른 텔레컨버터 등을 이중으로 장착하지 마십시오.

오랫동안 사용하기 위하여
 렌즈 표면의 먼지 등을 제거할 때에는 블러어나 부드러운 브러시를 사용하십시오. 렌즈를 직접 만지지 마십시오.
 렌즈 표면에 지문이나 유분 등을 묻었을 때는 시판용 렌즈 클리닝 페이퍼로 가볍게 닦아내거나 또는 깨끗한 면직물 또는






마이크로파이버 크로스(안경용 클로스 등)에 렌즈 클리너를 묻혀서 렌즈 표면의 중심부터 가볍게 닦아내십시오. 실리콘
클로스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렌즈 배럴을 클리닝하려면 실리콘 클로스를 사용하십시오. 벤진이나 시너 등 유기용제는 절대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곰팡이는 렌즈의 천적입니다. 렌즈는 청결하고 선선하며 건조한 곳에 보관하십시오. 렌즈 케이스에 넣어서 보관할 때에는
실리카겔 등 시판용 건조제를 함께 넣어두고 가끔 교체하십시오.
렌즈와 카메라 간 인터페이스 접점은 만지지 마십시오. 렌즈와 카메라의 접점에 먼지가 끼거나 더러워져 접촉 불량이 되면
신호가 올바르게 전달되지 않고 오작동의 원인이 됩니다.
온도가 급변하면 카메라 및 렌즈 내부에 결로 현상이 생겨 고장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로 현상을 방지하려면 비닐 봉지 등에 기기를 넣고 밀봉하십시오. 주위와 비슷한 온도가 되면 비닐 등에서 꺼내서 평소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TPL-KR-Lens-T-1607

한국어
TAMRON 렌즈 사용 시 안전상의 주의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본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TAMRON 렌즈 사용 시 안전상의
주의"를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읽으신 후에는 필요할 때 언제든지 참조할 수 있는 장소에 보관하여 주십시오.
주의 사항은 위험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경고

엄수하지 않거나 바르게 실행하지 않으면 사망이나 중상 사고로
연결될 수 있는 주의 사항입니다.

 이 렌즈나 장착한 카메라를 통해서 태양 등의 강한 빛을 직접 보지 마십시오.
실명 등의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있습니다.

 렌즈를 분해, 수리, 개조하지 마십시오.
렌즈나 카메라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렌즈는 어린아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십시오.
렌즈를 떨어뜨리거나 넘어뜨리면 다칠 수 있습니다.

주의

엄수하지 않거나 바르게 실행하지 않으면 부상이나 물손 사고로
연결될 수 있는 주의 사항입니다.

 직사광선이 닿는 장소나 자동차 안 등 고온이 되는 장소에 렌즈를 두지 마십시오. 렌즈의 내부
부품이 손상되거나 화재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렌즈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반드시 렌즈 캡을 장착하십시오.
 카메라에 렌즈를 장착할 때는 반드시 바르게 장착하고 확실하게 고정하십시오.
렌즈를 바르게 장착하지 않으면 잘 분리되지 않거나 떨어져 손상되거나 다칠 수 있습니다.

 이 렌즈는 사진 촬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렌즈를 삼각대에 장착한 상태로 운반하지 마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