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ns Station for SONY E

사사 용용 설설 명명 서서
Lens Station: 렌즈를 장착하여 컴퓨터에 연결하면 펌웨어 업데이트

등의 기능을 이용할 수 있는 제품

Lens Manager: Lens Station을 조작하기 위해 컴퓨터에 설치하는
소프트웨어

이 Lens Station은 삼양옵틱스의 SONY E-Mount 자동 초점 렌즈
전용입니다. Lens Station에 렌즈를 장착한 후, USB 케이블을 통해
컴퓨터와 연결하면 전용 소프트웨어인 SAMYANG Lens Manager를
통해 펌웨어 업데이트 및 초점, 조리개 등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본 설명서를 통해 제품의 기능 및 조작, 취급 상의 주의점을 정확하게
이해하신 후 사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호환성에 관한 상세 정보는 거주하시는 지역의 대리점 또는 지역의
인증된 서비스센터에 방문하시거나 홈페이지 게시판에 문의해 주십시오.

ㅣ구성 품ㅣ

렌즈 스테이션 취급 주의사항
바디 캡 제품 보증서
USB 케이블

● 사용 전에 본 취급 설명서를 반드시 읽어 주십시오 ●

ㅣ렌즈 장착 및 분리ㅣ

렌즈 장착
① Lens Station의 바디 캡을 분리하십시오.
② Lens Station의 마운트 인덱스(적색)와 렌즈의 마운트 결합 점(흰

색)을 일치시킨 후, CLOSE 방향으로 찰칵 소리가 날 때까지 돌려
주십시오.

렌즈 분리
렌즈 스테이션의 렌즈 분리 버튼을 아래 방향으로 누른 상태로
OPEN 방향으로 렌즈를 끝까지 돌려 분리해주십시오.

ㅣ전자파적합등록ㅣ

B 급 기기 : Korean Class B ITE

이 기기는 가정용으로 전자파 적합 등록을 마친 기기로
서 주거 지역에서는 물론 모든 지역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인증번호 : MSIP-REM-s8c-lens-station 

ㅣMEMOㅣ



ㅣ사용안내ㅣ
SAMYANG Lens Manager는 웹사이트(http://www.samyanglensglobal.com/)를

통해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SAMYANG Lens Manager의 기능은 삼양옵틱스의 자동 초점 렌즈

에만 사용 가능하며, 삼양옵틱스의 수동렌즈나 다른 브랜드의 렌즈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렌즈와 컴퓨터 연결 방법 및 조절 방법과 같은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

면, SAMYANG Lens Manager 내의 Lens Station 정보를 선택하면
제공되는“사용자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펌웨어 업데이트에 필요한 파일은 상기 안내되어 있는 웹사이트의
고객지원 페이지를 통해 다운로드 하시기 바랍니다.

ㅣ주의사항ㅣ
마운트 어댑터를 통해 다른 마운트의 렌즈를 연결할 수 없습니다.
렌즈의 앞부분을 아래로(즉, 마운트가 위로) 향하게 놓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길이가 긴 렌즈를 세워놓고 사용할 경우 넘어지거나 떨어질 수 있으
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제품과 함께 제공되는 USB 케이블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케이블 사용 시, 작동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삼양옵틱스의 제품을 구입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ㅣ제품 사양ㅣ

인터페이스 : USB2.0
전력 : USB Bus Power (5.0V ±5%)
소비전류 : 500mA (Max.)
크기 : Φ66.0mm x 25mm(H)
무게 : 54.5g (CAP 제외)
작동환경 : 온도 0℃~40℃ , 습도 : 30~70% (응결현상 없음)
시스템 요구사항 : OS-Windows7 이상, 

Mac OS 10.9~ 10.12

ㅣ각 부분의 명칭ㅣ

① USB 연결 단자 ② 렌즈 장착 인덱스

③ 신호 접점 ④ 렌즈 분리 버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