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ﻋﺪﺳﺔ ﺧﺎﺻﺔ ﺑﻜﺎﻣﲑا رﻗﻤﻴﺔ
اﺣﺎدﻳﺔ اﻟﻌﺪﺳﺔ اﻟﻌﺎﻛﺴﺔ/

 Aأﺳﲈء اﻷﺟﺰاء

···1ﻣﻘﻴﺎس اﳌﺴﺎﻓﺔ ···2ﻣﻘﻴﺎس ﳎﺎل اﻟﻌﻤﻖ
···3ﻣﻼﻣﺴﺎت ﺗﻮﺻﻴﻞ اﻟﻌﺪﺳﺔ ···4دﻻﻟﺔ اﻟﱰﻛﻴﺐ
···5دﻻﻟﺔ اﳌﺴﺎﻓﺔ ···6ﺣﻠﻘﺔ اﻟﱰﻛﻴﺰ اﻟﺒﺆري
···7ﻣﻈﻠﺔ اﻟﻌﺪﺳﺔ*
*ﻟﻠﻌﺪﺳﺔ  28mm F2.8ﻓﻘﻂ

:20mm F2.8

:28mm F2.8

1 2

3

ﺗﻌﻠﻴﲈت اﻟﺘﺸﻐﻴﻞ/

20mm F2.8
28mm F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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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ﺗﺮﻛﻴﺐ/ﻧﺰع اﻟﻌﺪﺳﺔ
ﻟﱰﻛﻴﺐ اﻟﻌﺪﺳﺔ

1

اﻧﺰع ﻏﻄﺎﺋﻲ اﻟﻌﺪﺳﺔ اﻷﻣﺎﻣﻲ واﳋﻠﻔﻲ وﻏﻄﺎء ﺟﺴﻢ اﻟﻜﺎﻣﲑا.

2

ﻗﻢ ﺑﻤﺤﺎذاة اﻟﺪﻻﻟﺔ اﻟﱪﺗﻘﺎﻟﻴﺔ اﳌﻮﺟﻮدة ﻋﲆ اﺳﻄﻮاﻧﺔ اﻟﻌﺪﺳﺔ ﻣﻊ اﻟﺪﻻﻟﺔ اﻟﱪﺗﻘﺎﻟﻴﺔ اﳌﻮﺟﻮدة ﻋﲆ اﻟﻜﺎﻣﲑا
)دﻻﻟﺔ اﻟﱰﻛﻴﺐ( ،وﻣﻦ ﺛﻢ أدﺧﻞ اﻟﻌﺪﺳﺔ ﰲ ﺣﺎﺿﻨﺔ ﺗﺮﻛﻴﺐ اﻟﻌﺪﺳﺔ وﻗﻢ ﺑﺘﺪوﻳﺮﻫﺎ ﺑﺎﲡﺎه ﺣﺮﻛﺔ ﻋﻘﺎرب
اﻟﺴﺎﻋﺔ اﱃ أن ﺗﺘﺄﻣﻦ.

• ﻳﻤﻜﻨﻚ ﺗﺮﻛﻴﺐ/ﻧﺰع ﻏﻄﺎء اﻟﻌﺪﺳﺔ ﺑﺎﻟﻄﺮﻳﻘﺘﲔ ) (1و) .(2ﻋﻨﺪ ﺗﺮﻛﻴﺐ/ﻧﺰع ﻏﻄﺎء اﻟﻌﺪﺳﺔ ﺑﻴﻨﲈ ﺗﻜﻮن ﻣﻈﻠﺔ اﻟﻌﺪﺳﺔ
ﻣﺮﻛﺒﺔ ﻋﻠﻴﻬﺎ ،اﺳﺘﻌﻤﻞ اﻟﻄﺮﻳﻘﺔ ).(2
)(1

ﻋﺮﰊ
ﻫﺬا اﻟﻜﺘﻴﺐ ﻟﻺﺳﺘﻌﲈل ﻣﻊ ﻋﺪﺳﺎت ﺑﺄﻧﻮاع ﳐﺘﻠﻔﺔ.
ﻫﺬه اﻟﻌﺪﺳﺔ ﻣﺼﻤﻤﺔ ﻟﻜﺎﻣﲑات .Sony

ﲢﺬﻳﺮ
ﻟﺘﻘﻠﻴﻞ ﺧﻄﺮ اﳊﺮﻳﻖ أو اﻟﺼﺪﻣﺎت ،ﻻ ﺗﻌﺮض اﻟﻜﺎﻣﲑا ﻟﻠﻤﻄﺮ أو اﻟﺒﻠﻞ.
ﻻ ﺗﻨﻈﺮ اﱃ اﻟﺸﻤﺲ ﻣﺒﺎﴍة ﻣﻦ ﺧﻼل ﻫﺬه اﻟﻌﺪﺳﺔ.
ﻣﺜﻞ ﻫﺬا اﻟﻌﻤﻞ ﻳﻤﻜﻦ أن ﻳﺆذي ﻋﻴﻨﻴﻚ أو ﻳﺘﺴﺒﺐ ﰲ ﻓﻘﺪان اﻟﺒﴫ.
إﺑﻘﻲ اﻟﻌﺪﺳﺔ ﺑﻌﻴﺪ ﹰا ﻋﻦ ﻣﺘﻨﺎول اﻷﻃﻔﺎل اﻟﺼﻐﺎر.
ﻫﻨﺎك ﺧﻄﺮ وﻗﻮع ﺣﺎدث أو اﻹﺻﺎﺑﺔ ﺑﺠﺮوح.

)(2

• ﻻ ﺗﻌﻤﺪ اﱃ ﺿﻐﻂ زر ﲢﺮﻳﺮ اﻟﻌﺪﺳﺔ اﳌﻮﺟﻮد ﻋﲆ اﻟﻜﺎﻣﲑا أﺛﻨﺎء ﻋﻤﻠﻴﺔ ﺗﺮﻛﻴﺐ اﻟﻌﺪﺳﺔ.
• ﻻ ﺗﻌﻤﺪ اﱃ ﺗﺮﻛﻴﺐ اﻟﻌﺪﺳﺔ ﺑﺰاوﻳﺔ ﻣﺎﺋﻠﺔ.

ﻟﻨﺰع اﻟﻌﺪﺳﺔ

ﻣﻊ اﻻﺣﺘﻔﺎظ ﺑﺰر ﲢﺮﻳﺮ اﻟﻌﺪﺳﺔ اﳌﻮﺟﻮد ﻋﲆ اﻟﻜﺎﻣﲑا ﻣﻀﻐﻮﻃﺎﹰ ،ﻗﻢ ﺑﺘﺪوﻳﺮ اﻟﻌﺪﺳﺔ ﺑﻌﻜﺲ اﲡﺎه ﺣﺮﻛﺔ ﻋﻘﺎرب
اﻟﺴﺎﻋﺔ اﱃ ان ﺗﺘﻮﻗﻒ ،وﻣﻦ ﺛﻢ اﻧﺰع اﻟﻌﺪﺳﺔ.

ﻣﻼﺣﻈﺎت ﺣﻮل اﻻﺳﺘﻌﲈل
•

•
•
•
•
•

ﻻ ﺗﻌﻤﺪ اﱃ ﺗﺮك اﻟﻌﺪﺳﺔ ﲢﺖ أﺷﻌﺔ اﻟﺸﻤﺲ اﳌﺒﺎﴍة .إذا ﺗﺮﻛﺰت أﺷﻌﺔ اﻟﺸﻤﺲ ﻋﲆ ﳾء ﻗﺮﻳﺐ،
ﻓﺈﻧﻪ ﻗﺪ ﻳﺆدي اﱃ ﻧﺸﻮب ﺣﺮﻳﻖ .إذا ﻛﺎن ﻻ ﺑﺪ ﻣﻦ ﺗﺮك اﻟﻌﺪﺳﺔ ﲢﺖ أﺷﻌﺔ اﻟﺸﻤﺲ اﳌﺒﺎﴍة ،ﺗﺄﻛﺪ ﻣﻦ
رﺑﻂ ﻏﻄﺎء اﻟﻌﺪﺳﺔ.
اﺣﺮص ﻋﲆ ﻋﺪم ﺗﻌﺮﻳﺾ اﻟﻌﺪﺳﺔ ﻟﺼﺪﻣﺔ ﻣﻴﻜﺎﻧﻴﻜﻴﺔ أﺛﻨﺎء ﻋﻤﻠﻴﺔ رﺑﻄﻬﺎ.
ﺗﺄﻛﺪ داﺋ ﹰﲈ ﻣﻦ ﺗﺮﻛﻴﺐ أﻏﻄﻴﺔ اﻟﻌﺪﺳﺔ ﻋﻠﻴﻬﺎ ﻋﻨﺪ اﻟﺘﺨﺰﻳﻦ.
ﻻ ﺗﻌﻤﺪ اﱃ ﺗﺮك اﻟﻌﺪﺳﺔ ﰲ ﻣﻜﺎن ﺷﺪﻳﺪ اﻟﺮﻃﻮﺑﺔ ﳌﺪة ﻃﻮﻳﻠﺔ ﻣﻦ اﻟﺰﻣﻦ ﻟﺘﻔﺎدي ﺗﻜﻮن اﻟﻌﻔﻦ.
ﻻ ﲤﺴﻚ اﻟﻜﺎﻣﲑا ﻣﻦ ﺟﺰء اﻟﻌﺪﺳﺔ اﳌﻤﺪد ﻟﻀﺒﻂ اﻟﱰﻛﻴﺰ اﻟﺒﺆري ،إﻟﺦ.
ﻻ ﺗﻠﻤﺲ ﻣﻼﻣﺴﺎت ﺗﻮﺻﻴﻞ اﻟﻌﺪﺳﺔ .إذا ﺗﺮاﻛﻤﺖ اﻷوﺳﺎخ وﻏﲑﻫﺎ ﻋﲆ ﻣﻼﻣﺴﺎت ﺗﻮﺻﻴﻞ اﻟﻌﺪﺳﺔ،
ﻓﻘﺪ ﺗﺘﺪاﺧﻞ ﻣﻊ اﺳﺘﻘﺒﺎل/إرﺳﺎل اﻹﺷﺎرات ﺑﲔ اﻟﻌﺪﺳﺔ واﻟﻜﺎﻣﲑا أو ﲤﻨﻌﻬﲈ ،ﳑﺎ ﻳﺘﺴﺒﺐ ﰲ ﺧﻠﻞ ﰲ
اﻟﺘﺸﻐﻴﻞ.

ﺗﻨﺒﻴﻪ ﺣﻮل اﺳﺘﻌﲈل اﻟﻔﻼش

ﻋﻨﺪ اﺳﺘﻌﲈل أﻧﻮاع ﻣﻌﻴﻨﺔ ﻣﻦ اﻟﻌﺪﺳﺎت/اﻟﻔﻼﺷﺎت ﻣﻌ ﹰﺎ ،ﻳﻤﻜﻦ ﻟﻠﻌﺪﺳﺔ أن ﲢﺠﺐ ﺿﻮء اﻟﻔﻼش
ﺑﺸﻜﻞ ﺟﺰﺋﻲ ﻣﺎ ﻳﺆدي إﱃ ﻇﻬﻮر ﻇﻞ ﺑﺄﺳﻔﻞ اﻟﺼﻮرة .ﻋﻨﺪ اﺳﺘﻌﲈل ﻓﻼش ﻣﺪﻣﺞ ﺿﻤﻦ اﻟﻜﺎﻣﲑا،
ﺗﺄﻛﺪ ﻣﻦ ﻧﺰع ﻣﻈﻠﺔ اﻟﻌﺪﺳﺔ واﻟﺘﺼﻮﻳﺮ ﻣﻦ ﻣﺴﺎﻓﺔ ﻣﱰ واﺣﺪ ﻋﲆ اﻷﻗﻞ ﻋﻦ ﻫﺪﻓﻚ.

اﻧﺨﻔﺎض اﻟﻀﻮء اﳌﺤﻴﻄﻲ

ﻋﻨﺪ اﺳﺘﻌﲈل اﻟﻌﺪﺳﺔ ،ﺗﺼﺒﺢ أرﻛﺎن اﻟﺸﺎﺷﺔ أﻛﺜﺮ إﻋﺘﺎﻣ ﹰﺎ ﻣﻦ ﻣﺮﻛﺰﻫﺎ .ﻟﺘﻘﻠﻴﻞ ﺗﺄﺛﲑ ﻫﺬه اﻟﻈﺎﻫﺮة
)اﻟﺘﻰ ﺗﺴﻤﻰ ﺑﺎﻧﺨﻔﺎض اﻟﻀﻮء اﳌﺤﻴﻄﻲ( ،ﻗﻢ ﺑﺈﻏﻼق ﻓﺘﺤﺔ اﻟﻌﺪﺳﺔ ﺑﻤﻘﺪار وﻗﻔﺔ واﺣﺪة أو
وﻗﻔﺘﲔ.

ﺗﻜﺜﻒ اﻟﺮﻃﻮﺑﺔ

إذا ﻗﻤﺖ ﺑﻨﻘﻞ اﻟﻌﺪﺳﺔ ﻣﻦ ﻣﻜﺎن ﺑﺎرد اﱃ ﻣﻜﺎن داﻓﺊ ﻣﺒﺎﴍة ،ﻳﻤﻜﻦ ﻟﻠﺮﻃﻮﺑﺔ أن ﺗﺘﻜﺜﻒ ﻋﲆ
اﻟﻌﺪﺳﺔ .ﻟﺘﻔﺎدي ﺣﺪوث ذﻟﻚ ،ﺿﻊ اﻟﻌﺪﺳﺔ ﰲ ﻛﻴﺲ ﺑﻼﺳﺘﻴﻜﻲ أو ﻣﺎ ﻳﻌﺎدﻟﻪ .وﻋﻨﺪﻣﺎ ﺗﺼﺒﺢ
درﺟﺔ ﺣﺮارة اﳍﻮاء ﺑﺪاﺧﻞ اﻟﻜﻴﺲ اﱃ ﻣﺴﺘﻮ درﺟﺔ اﳊﺮارة اﳌﺤﻴﻄﺔ ،إﺧﺮج اﻟﻌﺪﺳﺔ ﻣﻦ اﻟﻜﻴﺲ.

ﺗﻨﻈﻴﻒ اﻟﻌﺪﺳﺔ

• ﻻ ﺗﻌﻤﺪ اﱃ ﳌﺲ ﺳﻄﺢ اﻟﻌﺪﺳﺔ ﻣﺒﺎﴍة.
• إذا أﺻﺒﺤﺖ اﻟﻌﺪﺳﺔ ﻣﺘﺴﺨﺔ ،ﻗﻢ ﺑﺈزاﻟﺔ اﻟﻐﺒﺎر ﻋﻨﻬﺎ ﺑﺎﺳﺘﻌﲈل ﻧﺎﻓﺨﺔ ﺗﻨﻈﻴﻒ اﻟﻌﺪﺳﺎت واﻣﺴﺤﻬﺎ
ﺑﻘﻄﻌﺔ ﻗﲈش ﻧﺎﻋﻤﺔ ﻧﻈﻴﻔﺔ )ﻳﻮﴅ ﺑﺎﺳﺘﻌﲈل ﺧﺮﻗﺔ اﻟﺘﻨﻈﻴﻒ ) KK-CAاﺧﺘﻴﺎري((.
• ﻻ ﺗﻌﻤﺪ اﱃ اﺳﺘﻌﲈل أي ﻧﻮع ﻣﻦ اﳌﺬﻳﺒﺎت اﻟﻌﻀﻮﻳﺔ ﻣﺜﻞ اﻟﺜﻨﺮ أو اﻟﺒﻨﺰﻳﻦ ﻟﺘﻨﻈﻴﻒ اﻟﻌﺪﺳﺔ أو ﳐﺮوط
اﻟﻜﺎﻣﲑا.

 Cﺗﺮﻛﻴﺐ واﻗﻴﺔ اﻟﻌﺪﺳﺔ

ﻳﻮﴅ ﺑﺎﺳﺘﻌﲈل واﻗﻴﺔ اﻟﻌﺪﺳﺔ ﻟﺘﻘﻠﻴﻞ ﺗﺪاﺧﻞ اﻟﻀﻮء ﻣﻊ اﻟﺼﻮرة وﺿﲈن اﳊﺪ اﻷﻗﴡ ﻣﻦ ﺟﻮدة اﻟﺼﻮرة.
ﻟﻌﺪﺳﺔ :20mm F2.8
ﻗﻢ ﺑﻤﺤﺎذاة اﳋﻂ اﻷﲪﺮ اﳌﻮﺟﻮد ﻋﲆ ﻣﻈﻠﺔ اﻟﻌﺪﺳﺔ ﻣﻊ اﻟﻨﻘﻄﺔ اﳊﻤﺮاء اﳌﻮﺟﻮدة ﻋﲆ اﻟﻌﺪﺳﺔ وﻗﻢ ﺑﺘﺪوﻳﺮ ﻣﻈﻠﺔ اﻟﻌﺪﺳﺔ
ﺑﺎﲡﺎه ﺣﺮﻛﺔ ﻋﻘﺎرب اﻟﺴﺎﻋﺔ اﱃ ان ﺗﺘﻮﻗﻒ.
اﻟﻌﺪﺳﺔ :28mm F2.8
ﻗﻢ ﺑﺎﻟﱰﻛﻴﺰ ﺑﺆرﻳ ﹰﺎ ﻋﲆ ﳾء ﻣﺎ ﻣﻮﺟﻮد ﰲ ﻣﺪ ﻗﺮﻳﺐ وأﺑﻌﺪ ﻣﻈﻠﺔ اﻟﻌﺪﺳﺔ ﻋﻦ اﻟﻌﺪﺳﺔ.

•

•

•

:20mm F2.8

:28mm F2.8

1
1.2 ft
0.3 0.35 0 m
22 16 8 4 4 8 16 22

ﻋﻨﺪ اﺳﺘﻌﲈل اﻟﻔﻼش اﳌﺮﻛﺐ ﰲ اﻟﻜﺎﻣﲑا ،ﺗﺄﻛﺪ ﻣﻦ ﻧﺰع ﻣﻈﻠﺔ اﻟﻌﺪﺳﺔ ﺑﺤﻴﺚ ﻻ ﻳﺘﻢ ﺣﺠﺐ ﺿﻮء اﻟﻔﻼش ﲠﺎ .ﺑﺎﻟﻨﺴﺒﺔ ﻟﻠﻌﺪﺳﺔ
اﳌﺮﻛﺒﺔ ﻋﻠﻴﻬﺎ ﻣﻈﻠﺔ اﻟﻌﺪﺳﺔ ،اﺟﻌﻞ ﻣﻈﻠﺔ اﻟﻌﺪﺳﺔ ﺗﻨﻜﻤﺶ اﱃ داﺧﻞ اﻟﻌﺪﺳﺔ.
اذا ﻛﺎﻧﺖ اﻟﻌﻼﻣﺎت )اﳋﻂ اﻷﲪﺮ ،اﻟﻨﻘﻄﺔ اﳊﻤﺮاء ،إﻟﺦ( ﻣﺰودة ،ﻗﻢ ﺑﱰﻛﻴﺐ ﻣﻈﻠﺔ اﻟﻌﺪﺳﺔ ﺑﺸﻜﻞ ﺻﺤﻴﺢ وإﻻ ،ﻓﻘﺪ ﺗﺘﺪاﺧﻞ
ﻣﻈﻠﺔ اﻟﻌﺪﺳﺔ ﻣﻊ اﳌﺆﺛﺮ اﳌﺮﻏﻮب أو ﻗﺪ ﺗﻈﻬﺮ ﰲ اﻟﺼﻮر.
ﻋﻨﺪ اﻟﺘﺨﺰﻳﻦ ،ﹺ
اﻗﻠﺐ ﻣﻈﻠﺔ اﻟﻌﺪﺳﺔ وﺿﻌﻬﺎ ﻋﲆ اﻟﻌﺪﺳﺔ ﺑﺎﲡﺎه ﻣﻌﻜﻮس ﻧﺤﻮ اﳋﻠﻒ) .ﻟﻠﻌﺪﺳﺔ  20mm F2.8ﻓﻘﻂ(

 Dاﻟﱰﻛﻴﺰ اﻟﺒﺆري

ﻋﻨﺪ اﺳﺘﻌﲈل اﻟﱰﻛﻴﺰ اﻟﺒﺆري اﻟﺘﻠﻘﺎﺋﻲ ،ﺗﻘﻮم اﻟﻜﺎﻣﲑا ﺑﻀﺒﻂ اﻟﱰﻛﻴﺰ اﻟﺒﺆري ﻟﻠﻌﺪﺳﺔ ﺗﻠﻘﺎﺋﻴﺎﹰ .ﻋﻨﺪ ﺿﺒﻂ اﻟﱰﻛﻴﺰ اﻟﺒﺆري ﻳﺪوﻳﺎﹰ ،اﺿﺒﻂ اﻟﻜﺎﻣﲑا ﻋﲆ وﺿﻊ
اﻟﱰﻛﻴﺰ اﻟﺒﺆري اﻟﻴﺪوي وأدﹺر ﺣﻠﻘﺔ اﻟﱰﻛﻴﺰ اﻟﺒﺆري ﺑﻴﻨﲈ ﺗﻨﻈﺮ ﻣﻦ ﺧﻼل ﻣﻨﻈﺎر اﻟﺮؤﻳﺔ.ﺗﺸﲑ إﺷﺎرة اﻟﱰﻛﻴﺰ اﻟﺒﺆري اﳌﻮﺟﻮدة ﰲ ﻣﻨﻈﺎر اﻟﺮؤﻳﺔ اﱃ ﺣﺎﻟﺔ
اﻟﱰﻛﻴﺰ اﻟﺒﺆري اﳊﺎﻟﻴﺔ.

ﺗﺪرﻳﺞ ﻋﻤﻖ اﳌﺠﺎل

ﻋﻨﺪ ﺿﺒﻂ اﻟﱰﻛﻴﺰ اﻟﺒﺆري ﻋﲆ ﻫﺪف ﻓﺈن أي ﳾء ﻣﻮﺟﻮد ﻋﲆ ﻧﻔﺲ اﻟﺒﻌﺪ ﻳﻈﻬﺮ ﺑﻮﺿﻮح وأي ﳾء ﻣﻮﺟﻮد ﺿﻤﻦ ﻧﻄﺎق ﻣﻌﲔ ﻗﺒﻞ وﺑﻌﺪ اﳍﺪف ﻳﻈﻬﺮ أﻳﻀ ﹰﺎ ﰲ ﻣﺮﻛﺰ اﻟﺒﺆرة؛ وﻫﺬا ﻳﺴﻤﻰ ﻋﻤﻖ
اﳌﺠﺎل .ﻳﻌﺘﻤﺪ ﻋﻤﻖ اﳌﺠﺎل ﻋﲆ ﺑﹸﻌﺪ اﳍﺪف وﻓﺘﺤﺔ اﻟﻌﺪﺳﺔ اﻟﺘﻲ إﺧﱰﲥﺎ وﻳﺸﺎر إﻟﻴﻪ ﺑﺎﳋﻄﻮط اﳌﺒﻴﻨﺔ ﻋﲆ ﺗﺪرﻳﺞ ﻋﻤﻖ اﳌﺠﺎل واﳌﻨﺎﻇﺮ ﻟﻔﺘﺤﺔ اﻟﻌﺪﺳﺔ.
•

ﻋﻤﻖ اﳌﺠﺎل ﻫﻮ ذﻟﻚ اﳋﺎص ﺑﺎﻟﻜﺎﻣﲑات ﻃﺮاز  ٣٥ﻣﻢ .ﻳﻜﻮن ﻋﻤﻖ اﳌﺠﺎل أﻗﻞ ﻋﻨﺪﻣﺎ ﺗﺴﺘﻌﻤﻞ ﻛﺎﻣﲑا رﻗﻤﻴﺔ ذات ﻋﺪﺳﺔ أﺣﺎدﻳﺔ اﻹﻧﻌﻜﺎس ﺑﻤﺴﺘﺸﻌﺮ ﺻﻮرة ﻣﻘﺎس .APS-C

اﳌﻮاﺻﻔﺎت
اﻹﺳﻢ
)إﺳﻢ اﳌﻮدﻳﻞ(

اﻟﻄﻮل اﻟﺒﺆري
اﳌﻌﺎدل ﻟﻨﻮع ٣٥
ﻣﻢ *) ١ﻣﻢ(

ﳎﻤﻮﻋﺎت
وﻋﻨﺎﴏ
اﻟﻌﺪﺳﺔ

20mm F2.8
)(SAL20F28

٣٠

١٠-٩

°٩٤

28mm F2.8
)(SAL28F28

٤٢

٥-٥

°٧٥

أﻗﴡ ﻗﺪرة ﺗﻜﺒﲑ
)(x

أدﻧﻰ وﻗﻔﺔ
ﻟﻠﻄﻮل
اﻟﺒﺆري

ﻗﻄﺮ اﳌﺮﺷﺢ )ﻣﻢ(

°٧٠

٠٫٢٥

٠٫١٣

٢٢/f

٧٢

°٥٤

٠٫٣

٠٫١٣

٢٢/f

٤٩

زاوﻳﺔ اﻟﺮؤﻳﺔ زاوﻳﺔ اﻟﺮؤﻳﺔ أدﻧﻰ ﺗﺮﻛﻴﺰ
٢*٢
٢*١
ﺑﺆري*) ٣ﻣﱰ(

اﻷﺑﻌﺎد )أﻗﴡ ﻗﻄﺮ x

ارﺗﻔﺎع( )ﻣﻢ(

ﺗﻘﺮﻳﺒ ﹰﺎ
٥٣٫٥×٧٨
ﺗﻘﺮﻳﺒ ﹰﺎ
٦٥٫٥×٤٢٫٥

* ١ﻗﻴﻤﺔ اﻟﻄﻮل اﻟﺒﺆري اﳌﻌﺎدل ﻟﻨﻮع  ٣٥ﻣﻢ ﳏﺴﻮﺑﺔ ﻋﲆ أﺳﺎس اﻟﻜﺎﻣﲑا ذات اﻟﻌﺪﺳﺔ اﻟﺮﻗﻴﻤﺔ اﻷﺣﺎدﻳﺔ اﻻرﺗﺪاد اﳌﺠﻬﺰة ﺑﻤﺴﺘﺸﻌﺮ ﺻﻮرة ﻣﻘﺎﺳﻪ .APS-C
* ٢ﻗﻤﻴﺔ زاوﻳﺔ اﻟﺮؤﻳﺔ  ١ﳏﺴﻮﺑﺔ ﻋﲆ أﺳﺎس اﻟﻜﺎﻣﲑا ﻣﻦ ﻧﻮع  ٣٥ﻣﻢ وﻗﻴﻤﺔ زاوﻳﺔ اﻟﺮؤﻳﺔ  ٢ﳏﺴﻮﺑﺔ ﻋﲆ أﺳﺎس اﻟﻜﺎﻣﲑا ذات اﻟﻌﺪﺳﺔ اﻟﺮﻗﻤﻴﺔ اﻹﺣﺎدي اﻻرﺗﺪاد اﳌﺠﻬﺰة ﺑﻤﺴﺘﺸﻌﺮ ﺻﻮرة ﻣﻘﺎﺳﻪ .APS-C
* ٣أدﻧﻰ ﺗﺮﻛﻴﺰ ﺑﺆري ﻫﻮ أﻗﴫ ﻣﺴﺎﻓﺔ ﺑﲔ ﻣﺴﺘﺸﻌﺮ اﻟﺼﻮرة واﳍﺪف.
• ﻳﻤﻜﻦ ﻟﻠﻄﻮل اﻟﺒﺆري أن ﻳﺘﻐﲑ ﻣﻊ أي ﺗﻐﲑ ﰲ ﻣﺴﺎﻓﺔ اﻟﺘﺼﻮﻳﺮ وذﻟﻚ وﻓﻘ ﹰﺎ ﻵﻟﻴﺔ اﻟﻌﺪﺳﺔ .اﻟﻄﻮل اﻟﺒﺆري ﻳﻔﱰض أن اﻟﱰﻛﻴﺰ اﻟﺒﺆري ﻟﻠﻌﺪﺳﺔ ﻣﻀﺒﻮﻃ ﹰﺎ ﻋﲆ وﺿﻊ اﱃ ﻣﺎ ﻻﳖﺎﻳﺔ.

اﳌﺘﻀﻤﻨﺔ :اﻟﻌﺪﺳﺔ )ﻋﺪد  ،(١ﻏﻄﺎء اﻟﻌﺪﺳﺔ اﻷﻣﺎﻣﻲ )ﻋﺪد  ،(١ﻏﻄﺎء اﻟﻌﺪﺳﺔ اﳋﻠﻔﻲ )ﻋﺪد  ،(١واﻗﻴﺔ اﻟﻌﺪﺳﺔ* )ﻋﺪد  ،(١ﻃﻘﻢ ﻣﻦ وﺛﺎﺋﻖ ﻣﻄﺒﻮﻋﺔ
اﻟﺒﻨﻮد
ﹼ

• ﺑﺎﻟﻨﺴﺒﺔ ﻟﻠﻌﺪﺳﺔ  ،28mm F2.8ﻣﻈﻠﺔ اﻟﻌﺪﺳﺔ ﻣﺮﻛﺒﺔ ﻋﻠﻴﻬﺎ ،ﻟﺬا ﻓﺈن ﻣﻈﻠﺔ اﻟﻌﺪﺳﺔ اﳌﻨﻔﺼﻠﺔ ﻏﲑ ﻣﺮﻓﻘﺔ ﲠﺎ.

اﻟﺘﺼﻤﻴﻢ واﳌﻮاﺻﻔﺎت ﻋﺮﺿﺔ ﻟﻠﺘﻐﻴﲑ دون إﺷﻌﺎر.
اﻟﻌﻼﻣﺔ

ﻫﻲ ﻋﻼﻣﺔ ﲡﺎرﻳﺔ ﻟﴩﻛﺔ ﺳﻮﲏ .Sony Corporation

اﻟﻜﺘﻠﺔ )ﺟﺮام(
ﺗﻘﺮﻳﺒ ﹰﺎ
٢٨٥
ﺗﻘﺮﻳﺒ ﹰﺎ
١٨٥

한국어
본 사용설명서는 여러 다른 렌즈와 함께 사용 가능합니다.
이 렌즈는 Sony
카메라용으로 설계되었습니다.

경고
화재 또는 감전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장치를 비 또는 습기에 노출시
키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렌즈를 통해서 직접 태양을 보지 마십시오.
눈을 다치거나 시력이 저하될 염려가 있습니다.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렌즈를 보관하십시오.
사고나 부상의 위험이 있습니다.

 부품명
20mm F2.8:
1…거리
3…렌즈
5…거리
7…렌즈

1 2

스케일 2…피사계 심도 스케일
컨택트 4…마운팅 인덱스
인덱스 6…초점 링
후드*

* 28mm F2.8 전용

3

• 직사광선이 내리쬐는 곳에 렌즈를 두지 마십시오. 직사광선 때문에 근처
의 물체에 초점이 맺히면 화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렌즈를 직사광선 아래에 놓아 두어야 하는 경우 렌즈 캡을 씌워 놓으십시오.
• 렌즈를 부착할 때 렌즈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 보관 시에는 항상 렌즈 캡을 씌워 놓으십시오.
• 곰팡이가 생기지 않도록 하려면 습기가 많은 곳에 렌즈를 장기간 보관하
지 마십시오.
• 초점 조절 등을 위해 확장한 렌즈 부분으로 카메라를 잡지 마십시오.
• 렌즈 컨택트를 만지지 마십시오. 렌즈 컨택트에 먼지 등이 묻으면 렌즈와
카메라 사이에 신호가 제대로 전달 및 수신되지 않아서 오작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7

54

6

사용 시 주의사항

28mm F2.8:

 렌즈 부착/탈착
렌즈를 부착하려면

1

앞뒤 렌즈 캡과 카메라 본체 캡을 떼어냅니다.
• 앞쪽 렌즈 캡을 (1)과 (2)의 두 가지 방법으로 부착/탈착할 수 있습니다. 렌즈 후드
를 부착한 상태에서 렌즈 캡을 탈착/부착할 때에는 방법 (2)를 사용하십시오.

(1)

(2)

20mm F2.8:

28mm F2.8:

플래시 사용에 대한 주의사항
일부 렌즈/플래시 조합의 경우 렌즈가 플래시의 빛을 부분적으로 차
단하여 사진 아래쪽에 음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카메라 내장 플래
시를 사용할 경우 렌즈 후드를 분리한 다음 피사체에서 최소한 1m 거
리를 두고 촬영하십시오.

비네트
렌즈를 사용할 때 화면의 귀퉁이가 화면 중간에 비해 어둡게 될 수 있
습니다. 이러한 현상(비네트라고 함)을 줄이려면 조리개를 1에서 2
스톱 정도 닫으십시오.

결로
추운 곳에서 따뜻한 곳으로 렌즈를 급작스럽게 옮기면 렌즈에 결로 현
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피하려면 렌즈를 비닐 봉지 등에 넣
으십시오. 봉지 내부의 공기 온도가 주변 온도와 비슷해지면 렌즈를
꺼내십시오.

2

렌즈 배럴의 주황색 인덱스를 카메라의 주황색 인덱스(마운팅 인덱스)에 맞
춘 다음, 렌즈를 카메라 마운트에 끼워 넣고 찰칵 소리가 날 때까지 시계 방
향으로 돌립니다.
• 렌즈를 장착할 때 카메라의 렌즈 릴리즈 버튼을 누르지 마십시오.
• 렌즈를 경사지게 장착하지 마십시오.

렌즈를 탈착하려면
카메라의 렌즈 릴리즈 버튼을 누른 채로 렌즈가 더 이상 돌아가지 않을 때까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렌즈를 돌린 다음, 렌즈를 탈착하십시오.

렌즈 클리닝
• 렌즈 표면을 직접 만지지 마십시오.
• 렌즈가 더러워지면 렌즈 블로어로 먼지를 털어내고 부드럽고 깨끗한 천
(클리닝 헝겊 KK-CA(옵션품) 권장)으로 닦아 주십시오.
• 렌즈나 카메라 콘을 청소할 때 시너 또는 벤젠과 같은 유기용매는 절대
사용하지 마십시오.

 렌즈 후드 부착
플래어 현상을 줄이고 사진의 화질을 최대화하려면 렌즈 후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
니다.

20mm F2.8:
렌즈 후드의 빨간색 선과 렌즈의 빨간색 돌기가 정렬되도록 한 다음, 렌즈 후드
가 멈출 때까지 시계 방향으로 돌리십시오.
1
1.2 ft
0.3 0.35 0 m

28mm F2.8:
가까이에 있는 물체에 초점을 맞추고 렌즈 후드를 렌즈 밖으로 잡아당기십시오.

22 16 8 4 4 8 16 22

• 내장 카메라 플래시를 사용하는 경우 플래시 빛이 차단되지 않게 하려면 렌즈 후드를 제거
하십시오. 내장 렌즈 후드가 장착된 렌즈의 경우, 렌즈 후드를 렌즈 안으로 집어넣으십시오.
• 마크(빨간색 선, 빨간색 돌기 등)가 있을 경우에는 렌즈 후드를 이에 따라 올바로 장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렌즈 후드가 원하는 효과를 방해하거나 영상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 보관 시에는 렌즈 후드를 뒤집어서 렌즈에 거꾸로 씌워 놓으십시오. (20mm F2.8 전용)

 초점
자동 초점을 사용하면 카메라가 렌즈 초점을 자동으로 맞춥니다.

수동으로 초점을 맞추는 경우 카메라를 수동 초점으로 설정하고 뷰파인더로 피사체를 보면서 초점 링을 돌리십시
오. 뷰파인더의 초점 신호는 현재 초점의 정도를 나타냅니다.

피사계 심도 스케일
피사체에 초점을 설정할 때 동일한 거리에 있는 물체는 또렷하게 나타나고, 피사체 앞뒤의 일정 범위 내의 물체도 초점이 맞게 나타나는데, 이를 피
사계 심도라고 합니다. 피사계 심도는 피사체 거리와 선택한 조리개에 따라 달라지며, 조리개에 해당하는 피사계 심도 스케일에 선으로 표시됩니다.
• 피사계 심도 스케일은 35mm형 카메라용입니다. APS-C 크기 이미지 센서가 장착된 디지털 일안 반사식(DSLR) 카메라를 사용할 때에는 피사
계 심도가 보다 얕아집니다.

주요 제원
이름(모델명)

35mm형
등가 초점
길이*1(mm)

렌즈 그룹
엘리먼트

뷰 앵글
1*2

뷰 앵글
2*2

최소 초점*3
(m)

최대 확대
(×)

최소
f-스톱

20mm F2.8
(SAL20F28)

30

9-10

94°

70°

0.25

0.13

f/22

72

약 78×53.5

약 285

28mm F2.8
(SAL28F28)

42

5-5

75°

54°

0.3

0.13

f/22

49

약 65.5×42.5

약 185

필터 지름 외형 치수(최대 지
(mm)
름 × 높이)(mm)

중량
(g)

*1 35mm형 등가 초점 길이는 APS-C 크기 이미지 센서가 장착된 디지털 일안 반사식 카메라에 기반을 둔 값입니다.
*2 뷰 앵글 1은 35mm형 카메라에 기반을 둔 값이고, 뷰 앵글 2는 APS-C 크기 이미지 센서가 장착된 디지털 일안 반사식 카메라에 기반을 둔 값입니다.
*3 최소 초점은 이미지 센서로부터 피사체까지의 최단 거리입니다.
• 렌즈 메커니즘에 따라 촬영 거리가 바뀌면 초점 길이도 바뀔 수 있습니다. 초점 길이는 렌즈 초점을 무한대로 맞추었을 때를 가정한 것입니다.

동봉품: 렌즈(1), 앞쪽 렌즈 캡(1), 뒤쪽 렌즈 캡(1), 렌즈 후드*(1), 도큐먼트 세트
* 28mm F2.8의 렌즈 후드는 내장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렌즈 후드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디자인 및 주요 제원은 예고없이 변경할 경우가 있습니다.
은 Sony Corporation의 상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