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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을	그저	관찰하지만	말고	마음껏	즐기십시오 .	

니콘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여러	스포츠	광학	브랜드들과	함께	탄탄한	명성을	

쌓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	경험해보지	않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의	뛰어난	광학	성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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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아이콘은 각 시리즈가 어떤 목적에 가장 적합한지를 
나타냅니다. :

등산, 캠핑, 하이킹
휴대성과 내구성을 요하는 거친 야외 활동. 고무 외장 및 방수 기능이 있는 모델 

들은 자연에 도전할 때 이상적입니다.

조류 관찰, 자연 관찰
일반적인 자연 관찰에는 시야각이 넓은 7x ~ 10x 배율의 모델이 적합합니다.  

원거리에서 고래나 새를 관찰할 때에는 8x ~ 12x 배율의 모델이 적합합니다. 

근거리에서는 필드스코프나 스포팅 스코프를 권장합니다.

해양 스포츠, 낚시
방수 및 내구성은 이러한 활동에 필수적입니다. 또한 높은 밝기와 넓은 시야각도 

요구됩니다. 온보드용으로는 흔들림 보정 기능을 가진 모델이 좋습니다.

스포츠 관람
빠르게 움직이는 스포츠 관람에는 넓은 시야와 7x ~ 10x 배율의 쌍안경이 편리 

합니다. Zoom 유형의 쌍안경도 보이는 상황에 맞춰 배율을 빠르고 쉽게 조절할 

수 있어서 편리합니다.

사냥 및 야외활동
사냥에는 8x ~ 10x 배율과 추가 필수 조건인 방수 및 내구성을 갖춘 모델이 

적합합니다. 이른 아침과 저녁에 사용하는 쌍안경은 대물렌즈의 지름이 큰 것이 

좋습니다. 니콘의 다중 코팅 렌즈를 추천합니다.

여행
중간 범위의 배율 및 시야각을 가진 컴팩트하고 가벼운 모델이 여행에 이상적 

입니다.

극장
4x ~ 8x 배율의 컴팩트 모델을 극장이나 콘서트 이용에 추천합니다.  

특정 인물에게 초점을 맞추려면 7x ~ 10x 모델이 더 적합합니다.

별자리 관측
천체 관측은 대물렌즈 지름과 사출 동공이 넓은 밝은 광학 시스템이 필요 

합니다. 방수 기능의 수차 보정 쌍안경이 가장 적합합니다.

박물관
박물관에서는 배율이 낮고 초점 거리가 2m 이내인 컴팩트하고 가벼운 모델을 

추천 합니다.

안경 착용자
안경 착용자들은 넓고 깨끗한 시야를 즐길 수 있도록 하이 아이포인트 디자인을 

선택하십시오.

배율 (10x)
개별 초점 조절 방식

방수

대물렌즈 지름(mm) 하이 아이포인트

10x50IF HP WP
D: 루프(Dach) 프리즘

WP: 방수

CF: 중앙 초점 조절 방식

IF: 초점 조절 방식

HP: 하이 아이포인트

니콘 쌍안경 모델명의 문자들을 확인하십시오.
각 모델명의 문자에는 유용한 정보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모든 니콘 쌍안경은 “10x25 5.4°” 같은 수식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값 “10x”는 쌍안경의 배율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만약 어떤 사람이 

100m 거리에 있는 야생 조류를 관찰하기 위해 10x의 쌍안경을 사용한다면, 

그 관찰자는 마치 육안으로 10m(100÷10=10) 거리에 있는 새를 보는 것처럼 

느낍니다.

다음 수치 “25”는 대물렌즈의 유효 지름이 25mm임을 의미합니다. 

대물렌즈의 지름이 클수록, 동일한 조도에서 보이는 상은 더 밝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니콘의 우수한 렌즈 코팅도 렌즈 밝기의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대물렌즈가 너무 커지면 쌍안경이 무거워지고 손떨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4°”는 쌍안경의 관측 시야각을 의미합니다. 

이는 가시 영역의 각도이며 대물 렌즈의 중심을 기준으로 한 값입니다. 

이 수치가 클수록 관찰하고자 하는 대상을 쉽게 포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치들의 의미를 이해한다면 쌍안경의 선택과 사용의 폭이 보다 넓어질 

것입니다.

쌍안경의 숫자 정보 코드

쌍안경의 기본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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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율

숫자로 표시되는 배율은 대상물의 실제 크기와 확대된 크기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7x 배율은 700m 거리에 있는 대상물이 육안으로 100m 거리에 있을 때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야외에서 손에 들고 다닐 때에는 대체로 6x ~ 10x 배율을 추천합니다. 

12x 이상의 배율은 손의 움직임으로 인해 흔들림이 크기 때문에 화상이 안정되지 못하고 

보기에 불편합니다.

시야각

모든 쌍안경은 다양한 사양을 나타내기 위해 숫자 코드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8x40 8.8°”에서, “8.8°”는 관측 시야각을 표시하는데, 이는 대물 렌즈의 

중심에서부터 측정된 시야의 각도입니다. 한편, 체감 시야각은 육안으로 보이는 시야의 

폭을 의미합니다. 사양에 1000m로 명기된 관측 시야각은 1000m의 거리에서 볼 수 있는 

시야의 폭입니다.

대물렌즈 지름

렌즈의 품질 및 프리즘 코팅과 함께 대물렌즈의 지름은 화상을 만들기 위해 모아지는 

빛의 양을 결정합니다. 만약 이른 새벽이나 해질 무렵 또는 숲속 같은 빛이 부족한 

조건에서 정기적으로 관찰을 한다면, 더 큰 대물렌즈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큰 지름의 대물렌즈는 쌍안경의 무게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손에 

들고 사용하는 경우 50mm가 한계입니다.

사출 동공

사출 동공은 접안렌즈에 맺혀지는 이미지입니다. 

사출 동공의 지름(mm)은 유효 지름을 배율로 나눈 값입니다. 사람의 동공 직경은 

2-3mm(밝은 곳)부터 7mm(어두운 곳)까지 변합니다. 7mm의 사출 동공은 팽창된 눈에 

최대의 빛을 주므로 해뜨기 전후와 밤에 사용 하기에 적합합니다.

밝기

상대 밝기의 값은 사출 동공 직경의 제곱으로 얻어집니다. 상대 밝기가 클수록 상이 더 

밝습니다. 그러나 이 값은 육안으로 보이는 밝기의 증가와 정확하게 일치하며 증가 

하지는 않습니다. 쌍안경을 통해 들어오는 빛은 사출 동공의 직경이 관찰자의 동공 

직경과 같을 경우에만 100%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쌍안경의 원리

쌍안경의 성능

니콘은	쌍안경의	다양한	용도를	위해	세계적으로	가장	인기있는	시리즈를	

포함하여	 광범위한	 기종을	 제공합니다 .	 각	 모델은	 올바른	 선택을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다양한	기술	사양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배율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지만 ,	 시야 ,	 밝기 ,	 취급의	 용이	

함 ( 무게 ,	느낌 ,	생체	공학 ),	안경	착용자를	위한	적합성 ,	전체적인	구성	

등도	고려됩니다 .

154m 체감	시야각						 관측	시야각								 8x	쌍안경

125m

1,000m

쌍안경의	사출	동공이	10mm이고	관찰자의	
동공	직경이	7mm인	경우

사출	동공의	지름

7mm

10mm

사출	동공	지름 :	2.9mm
관찰자의	동공	직경 :	7mm

사출	동공	지름 :	7.1mm
관찰자의	동공	직경 :	7mm

어두운 곳밝은 곳

사출	동공	지름 :	2.9mm
관찰자의	동공	직경 :	2	~	3mm

* 니콘은 ISO 14132-1:2002 에 따른 계산법을 채택하였습니다 . 

  그러므로 체감 시야각의 값이 이전에 언급한 값과 다릅니다 . 

  자세한 내용은 P37 을 참조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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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엄한 새로운 광경을 경험해 보세요 . 

영감을 주기 위해 설계된 프리미엄 EDG 쌍안경 및 필드스코프는 경험해 보지 않은 수정처럼 깨끗하고 선명한 

시야와 진하고 강렬한 색상의 생생한 세계로 당신을 데려갈 것입니다 .

특별한 경험

© Vincent Mun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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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적인	니콘의	광학	기술

EDG 브랜드는 스포츠 광학 분야에서 

프리미엄 기종의 최고급 기기를 

제공하겠다는 니콘의 약속으로 

태어났습니다 . 

니콘의 첨단을 선도하는 다양한 

렌즈기술 (ED 유리 , 유전체 고반사 

다중 프리즘 코팅 , 고급 다중 코팅 ) 로 

멋진 광경을 전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EDG 와 함께라면 , 상상 그 이상의 

놀라운 세계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

EDG 8x32/10x32

EDG 7x42/8x42/10x42

EDG	8x42

EDG	8x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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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옵터 조정이 가능한 
이중 초점 조절 나사 
큰	초점	조절	나사로	작동이	

편리합니다 .	디옵터는	잡아당겨서	

조정하고	(왼쪽 ),	초점은	밀어	넣어서	

맞춥니다 (오른쪽 ).	

• 올바른 아이포인트에서 눈의 위치를 쉽게 조정할 수 있는 
턴 앤 슬라이드형 고무 접안부
안경을	착용하지	않는	경우 ,	접안부를	연장	위치에	놓고	사용합니다 .	안경	착용자의	

경우 ,	완전히	집어넣은	상태로	사용합니다 .	접안부를	4 개의	클릭	스톱에	맞출	수	

있으므로	필요에	따라	미세하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

• 하이 아이포인트 디자인으로 안경 착용자도 선명한 시야 확보

• 혼 ( 뿔 ) 모양의 탈부착이 가능한 접안부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된	뿔	모양의	접안부가	주변의	

빛을	차단하여	더욱	깨끗한	시야를	제공합니다 .

• 편안한 인체공학 설계의 스트랩
오랫동안	사용해도	편안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	목에	
걸고	있던	스트랩을	벗지	않고도	스트랩	길이를	쉽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

• 짧은 브릿지 스타일의 편리한 그립 

• 내구성있는 설계
튼튼하고	가벼운	마그네슘	주물합금	본체

• 방수 ( 최대 5m/16.4 ft. 10분 동안 )
O-링	씰과	질소	충전	본체가	특징인	방수 / 김서림	방지	구조	

• 니콘의 전설적인 ED (특수 저분산) 유리렌즈
	 니콘의	전설적인	ED	( 특수	저분산 )	유리렌즈가	색수차를	효과적으로	보정하여		

	 우수한	대비와	뛰어난	해상도의	화상을	제공합니다 .

• 필드 플래트너 렌즈 시스템 
	 니콘의	필드	플래트너	렌즈	시스템	기술은	왜곡을	최소화하여	시야의	중심에		

	 초점을	맞출	때	주변이	초점에서	벗어나거나	그	반대의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보정하여	렌즈	주변부까지	더	선명하고	더	깨끗한	상을	전달합니다 .	

• 유전체 고반사 다중 프리즘 코팅
유전체	고반사	다중	코팅을	내부	반사가	완전하지	않은	루프	프리즘에	적용합니다 .	

이는	가시범위	전체에서	반사율을	99%	( 지정	값 )	이상	높여주고 ,	시야	전체에서	

더욱	깨끗한	흰색과	더욱	선명하고	밝은	자연스러운	색감의	상을	구현합니다 .	

• 위상차 보정 코팅
빛의	위상	이동은	루프 (Dach) 의	총	반사율에	의한	위상차	때문에	발생합니다 .	

표면의	위상차	보정	코팅	처리로	해상도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고대비의	화상을	

보장합니다 .	

• 황혼에서도 밝은 화상
모든	렌즈와	프리즘의	최신식	다중	코팅	처리로	광투과율이	높아지고	플레어와	

고스트가	감소되어 ,	새벽이나	황혼에서도	밝고	매우	선명한	화상을	구현합니다 .

• 환경적으로 안전한 물질을 사용하는 에코 유리 광학
모든	렌즈와	프리즘에	납과	비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

유전체 고대비 다중 코팅 거울

위상차 보정 코팅

광로

루프프리즘

400 450 500 550 600 650 700
60

65

70

75

80

85

90

95

100

반
사
율
 (
%
)

유전체 고반사 다중 프리즘 코팅

강화 알루미늄 프리즘 코팅

알루미늄 프리즘 코팅

파장 (nm)

(참조 예의 경우에만)

거울 표면 프리즘 코팅의 반사 특성

EDG	8x42

*	사양은	P3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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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G 필드스코프 65/65-A
EDG 필드스코프 85/85-A

첨단을 선도하는 최고급 스코프

• 특수 저분산(ED)렌즈로 색수차 보정 및 더욱 밝고 깨끗한 시야를 구현

• 모든 프리즘의 다중 코팅 처리로 가장 밝은 상을 구현

• 위상차 보정 코팅 루프 프리즘으로 고해상도 구현

• 루프 프리즘의 유전체 고반사 다중 프리즘 코팅으로 가장 밝은 시야를 

구현(직선형 모델만)

• O-링 씰과 질소 가스 충전으로 방수 (최대 2m/6.6 ft. 10분 동안) 및 

김서림 방지 (바디와 접안렌즈 접합부 방수)

• 세련된 새로운 디자인

• 세 개의 삼각대 장착 나사 구멍 제공; CAE를 통해 최적의 균형 

 (컴퓨터 공학 원조)

• EDG 필드스코프에 독점적으로 사용되는 7가지 접안렌즈를 선택적으로 

사용 가능

• 내장형 슬라이딩 후드가 대물렌즈를 보호함

니콘	EDG	필드스코프는	

멋진	장관을	전달합니다 .

관찰용과 디지스코핑용 모두의 확실한 

우수성을 획득하기 위해 , EDG 설계 

공학자들은 종합적인 일련의 컴퓨터 이용 

공학 (CAE) 과 데이터 분석을 통해 

원형들을 철저히 조사하였습니다 .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어 정교하고 

균형 있는 구조 , 더 밝은 화상을 

구현하는 대구경 대물렌즈 , 디지스코핑 

동안에도 부드럽게 작동하는 큰 초점 

조절 링 , 미세한 무게 균형 조정을 

특징으로 하는 삼각대 장착 등이 

가능해졌습니다 .

또한, 뛰어난 품질의 7가지 아이피스들이 

Bayonet-Lock 설계와 렌즈 주변부까지 

매우 선명하고 깨끗한 상을 제공하는 

필드 플래트너 렌즈 시스템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 EDG 필드스코프용 접안렌즈
• 최적의 광학 성능을 위한 7가지 종류의 새로운 접안렌즈
• 장착 및 탈착을 쉽게 하기 위해 잠금장치가 달린 베이어닛 마운트
• 완전한 다중 코팅
• O-링 씰과 질소 가스 충전으로 10분 동안의 방수(2m까지) 및 김서림 방지 

(바디 접안렌즈 접합부 방수)
•세 개의 클릭 정지 기능이 있는 턴 앤 슬라이드형 접안부: 하나는 육안 

관찰용, 하나는 안경 착용 관찰용, 나머지 하나는 디지스코핑용 (FEP-30W, 

FEP-25 LER and FEP-20-60 제외)
• FEP-30W는 접안부를 선택할 수 있음 : 관찰용의 부드러운 고무 접안부와 

디지털 카메라 브라켓 FSB 시리즈와 연결하기 위한 디지스코핑 접안부 
• FEP-25 LER : 32.3mm로 매우 긴 사출 동공 길이
• 18.4-16.5mm의 긴 사출 동공 거리를 특징으로 하는 FEP-20-60은 비구면 

렌즈를 사용
• 컴팩트 디지털 카메라 COOLPIX 시리즈*는 디지털 카메라 브라켓 FSB 

시리즈와 함께 FEP 시리즈(FEP-20-60 제외)의 접안렌즈에 장착 가능

*	COOLPIX	시리즈와	호환되는	모델은	제한적임.	P22	참조	

FEP-30W
(24x/30x	와이드 )

FEP-20W
(16x/20x	와이드 )

FEP-38W
(30x/38x	와이드 )

FEP-50W
(40x/50x	와이드 )

FEP-75W
(60x/75x	와이드 )

FEP-25	LER
(20x/25x)

FEP-20-60
(16-48x/20-60x)

EDG	Fieldscope	65

EDG	Fieldscope	85-A	

*	사양은	P38	참조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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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콘 쌍안경은 스포츠 광학 분야에서 특별한 가치의 척도를 수립하였습니다. 

정밀 광학의 세계적인 선도주자라는 명성을 쌓아올린 다양한 니콘의 쌍안경으로 자신의 요구에 맞는 이상적이고 우수한 광학 시스템을 

선택하기가 쉬워졌습니다.

쌍안경
좀 더 가까이 , 그리고 사실처럼

© Maurizio Bac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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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직	최고만이	가능하다
널리 인정받고 있는 니콘 쌍안경의 다양한 기종들 중에서 6 종류의 HG L 시리즈 모델은 최고의 성능과 편안함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정확한 렌즈와 프리즘 구조가 상을 더 선명하고 밝게 만듦으로써 보는 이로 하여금 더 강력한 경험이 가능합니다. 

정교하게 조정되는 기계 및 광학 설계와 다른 측면들이 결합되어, 그렇지 않으면 놓쳤을 아주 미세하고 세부적인 것까지도 모두 관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부드러운 감촉의 실리콘 고무 접안부

• 멀티 클릭 기능이 있는 턴 앤 슬라이드형 고무 접안부가

   정확한 위치에 편안한 접안이 가능하게 함 *

• 큰 초점 조절 링의 편리한 조작성

• 모든 모델은 O- 링 씰과 질소 가스 충전으로 최대

 2m/6.6 ft. (8x20HG LDCF/10x25HG L DCF 의 경우,

 3m/9.8ft.) 5 분 동안 방수 및 이용한 김서림 방지

• M 친환경 소재로 만들어진 비 -PVC( 폴리염화 

 비닐 ) 소재는 바디 , 접안렌즈 캡 , 대물렌즈

 캡 , 케이스 , 광폭 스트랩에 이용됨 ; 납과 비소를

 사용하지 않은 에코 유리 광학이 모든 렌즈와

 프리즘에 이용됨

• 선택 사양인 삼각대 어댑터를 사용하여 삼각대에

 장착 가능 * (P37 참조 )

광투과율
일반적으로 렌즈의 광투과율이 높을수록 상이 더 

밝고 깨끗하며 흐림 및 고스트가 적습니다 . 니콘의  

고급형 쌍안경 모델은 다중 코팅 렌즈와 프리즘 

덕분에 광투과율이 높은 것이 특징입니다 .

고급형

밝은 고대비 상의 구현
•니콘의 독자적인 다중 코팅

광범위한 파장 전반에 걸쳐 광투과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플레어와 

고스트가 최소화되었습니다. 결과 : 뛰어난 대비 및 컬러 재생

•위상차 보정 코팅

빛이 루프(다하) 프리즘에 반사될 때 생긴 위상 이동을 보정합니다. 

해상도 감소를 제거함으로써 고대비 상을 제공합니다.

•고반사 실버 코팅

보통의 알루미늄 코팅에 비해 훨씬 더 높은 반사율과 훨씬 더 적은 빛이 

손실되기 때문에 상이 더 밝습니다.

선명하고 왜곡없는 상의 구현

•필드 플래트너 렌즈

접안렌즈에 이용. 렌즈 주변부까지 선명하고 깨끗한 상을 제공 합니다.

•왜곡 보정

니콘의 우수한 광학 설계가 높은 수준의 왜곡 보정을 제공하므로,  

시야의 주변부까지도 선명하고 왜곡없는 상을 가능하게 합니다.

사용의 편리함
•하이 아이포인트 디자인

정교한 디자인 기술로 하이 아이포인트와 소형 크기의 결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8x20HG L DCF/10x25HG L DCF 제외 500420 600 700 nm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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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80
90

100
%T

A 니콘의 전통적인 제품 
출처 : 니콘 ( 실제 가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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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x42HG	L	DCF

8x32HG	L	DCF

8x20HG	L	DCF

8x32HG L DCF/10x32HG L DCF

소형 크기의 앞선 광학 성능

• 미세하게 균형을 잡는 수차 보정 

• 근접 초점 거리 2.5m 

• 디옵터 조절 링 잠금 장치가 디옵터의 우발적인 회전 방지

• –20℃의 낮은 온도에서도 탁월한 성능 발휘

• 충격에 잘 견디고 , 안정적이며 편안한 그립을 위한 고무 외장 커버

• 인체공학적 디자인으로 보다 편한 그립감

• 사용하기 쉽게 연결된 접안렌즈 캡

8x20HG L DCF/10x25HG L DCF

최고의 컴팩트한 성능

• 튼튼하고 가벼운 다이 캐스트 마그네슘 합금 바디

• 휴대하기 편리한 접이식 디자인

• 2.4m (8x) 와 3.2m (10x) 의 근접 초점 거리

• 디옵터 조절 링이 바디의 중심에 있어서 조작성이 향상 

• –30℃의 낮은 온도에서도 탁월한 성능 발휘

8x42HG L DCF/10x42HG L DCF

우수한 광학 성능

• 경량 (8x: 795g, 10x: 790g)

• 튼튼하고 가벼운 다이 캐스트 마그네슘 합금 바디

• 근접 초점 거리 3m

• 디옵터 조정 링 잠금 시스템이 의도하지 않은 회전을 방지

• –20℃의 낮은 온도에서도 탁월한 성능 발휘

• 충격에 잘 견디고 , 안정적이며 편안한 그립을 위한 고무 외장 커버

• 인체공학적 디자인으로 보다 편한 그립감

• 사용하기 쉽게 연결된 접안렌즈 캡

8x32HG	L	DCF

*	사양은	P33	참조

 Maurizio Bac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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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션	8x40CF

액션 시리즈  7x35CF/8x40CF/10x40CF/7x50CF/10x50CF/12x50CF/16x50CF

넓고 깨끗한 시야

• 비구면 접안렌즈가 상의 왜곡 제거

• 다중 코팅 렌즈와 큰 지름의 대물 렌즈로 상의 최적 선명도 구현

• 충격에 잘 견디고 안정적이며 편안한 그립을 위한 고무 외장 커버

• 정교한 디자인

• 광폭 스트랩

• 선택 사양인 삼각대 어댑터를 사용하여 삼각대에 장착 가능 

 ( 액션 16x50CF 은 삼각대 어댑터 포함 ) (P37 참조 )

액션 Zoom 시리즈  7-15x35CF/10-22x50CF

가까이 확대할 수 있는 능력

•다중 코팅 렌즈로 밝은 상을 구현

•우수한 광학적 설계가 어떤 배율에서도 깨끗한 상을 보장 

•충격에 잘 견디고 , 안정적이며 편안한 그립을 위한 고무 외장 커버

•부드러운 줌 조정

•정교한 디자인

•광폭 스트랩

• 선택 사양인 삼각대 어댑터를 사용하여 삼각대에 장착 가능  

 ( 액션 10-22x50CF Zoom 은 삼각대 어댑터 포함 )  (P37 참조 )

더	넓어진	시야
니콘의 인기있는 표준형 액션 시리즈가 더 밝은 시야를 위해 대물렌즈 지름을 더 넓혔습니다.  

비구면 접안렌즈가 렌즈 표면 전체에 선명하고 왜곡없는 상을 제공합니다. 편한 사용감의 고무 바디는 장갑낀 손으로도 잡기가 편합니다.  

또한 액션 Zoom 시리즈는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줌 제어 기능이 있어서 놀랍도록 미세하게 가까이 이동할 수 있습니다.

*액션 Zoom 시리즈 제외

*액션 EX 시리즈에서만 7x50CF/12x50CF을 사용 가능

액션	7-15x35CF	Zoom

*	사양은	P33-35	참조

액션 EX 시리즈  7x35CF/8x40CF/7x50CF/10x50CF/12x50CF/16x50CF

가장 도전적인 조건에서 더 넓어진 시야

•질소 가스 충전으로 방수 ( 최대 1m/3.3 ft. 5 분 동안 ) 및 김서림 방지 

•안경 착용자에게도 적합한 하이 아이포인트 설계로 깨끗한 시야를 제공

•멀티 클릭 기능이 있는 턴 앤 슬라이드형 고무 접안부 

•다중 코팅 렌즈와 큰 지름의 대물 렌즈로 상의 최적 선명도 구현

•충격에 잘 견디고 , 안정적이며 편안한 그립을 위한 고무 외장 커버

•납과 비소를 사용하지 않은 에코 유리 광학

•비구면 접안렌즈가 화상 왜곡을 제거 (7x50CF, 12x50CF 만 )

•광폭 스트랩

•선택 사양인 삼각대 어댑터를 사용하여 삼각대에 장착 가능

 (16x50CF 은 삼각대 어댑터 포함 )   (P37 참조 )

액션	EX	8x40CF

표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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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나크 X  8.5x45DCF/10.5x45DCF

전설적인 모나크 시리즈 최신형이 새롭고 강렬한 경험을 전달하다

•유전체 고반사 다중 프리즘 코팅이 밝고 자연스러운 색감의 상을 구현하기 위해 가시 범위 전체에서 일정하고 

높은 투과율을 보장

•모든 렌즈와 프리즘의 다중 코팅 처리로 보다 밝은 상을 구현 

•위상차 보정 코팅 루프 프리즘으로 고해상도 구현 

•안경 착용자에게도 적합한 하이 아이포인트 설계로 깨끗한 시야를 제공  

• O- 링 씰과 질소 가스 충전으로 방수 ( 최대 1m/3.3 ft. 10 분 동안 ) 및 김서림 방지

•턴 앤 슬라이드형 고무 접안부가 정확한 위치에 접안이 가능하게 함

• 플립다운 대물렌즈 캡

• 섬유유리 및 탄소섬유 강화 폴리카보네이트 수지를 사용한 가볍고 내구성 강한 본체 .

• 선택사양인 삼각대 어댑터를 사용하여 삼각대에 장착 가능 (P37 참조 )
모나크	X	10.5x45DCF

자신있게	가까이
전 세계적으로 탁월한 성능을 자랑하는 방수 및 김서림 방지 니콘 쌍안경은 야외용으로 적합합니다. 우수한 다중 코팅 렌즈는 밝고 아름다운 화상을 전달합니다. 

질소 가스로 충전되고 O-링으로 밀봉된 렌즈는 기후 조건 변화에 잘 견디고, 고무 외장의 내구성있는 설계는 오래 사용하더라도 신뢰할 수 있는 

성능과 편안한 그립을 보장합니다. 멋진 야외 풍경을 보다 생생하게 경험하십시오.

사냥 및 야외용

*	사양은	P35	참조13



새로운	외장	디자인과	유전체	고반사		
다중	프리즘	코팅을	특징으로	하는	신모델 모나크 시리즈  8x36DCF/10x36DCF/8x42DCF/10x42DCF/12x42DCF/8.5x56DCF/10x56DCF/12x56DCF

전세계적으로 유명한 기후나 빛 조건에 상관없는 뛰어난 광학 성능

(42mm	신모델의	경우에만 )

• 유전체 고반사 다중 프리즘 코팅이 가시범위 전반에 걸쳐 균일하고 우수한 투과율을 보장함으로써 더 밝은 상과  

자연스러운 색감을 구현함 

• 질소가스 충전으로 방수 ( 최대 1m/3.3ft. 10 분 동안 ) 및 김서림 방지

• 모든 새로운 외장 디자인

( 일반	특징 )

• 모든 렌즈 및 프리즘의 다중 코팅 처리로 보다 밝은 상을 구현 ( 새로운 42mm 모델은 고품질의 다중 코팅이 특징임 ) 

• 위상차 보정 코팅 루프 프리즘으로 고해상도 구현

• 고반사 미러 코팅 프리즘으로 밝은 상을 구현

• 안경 착용자에게도 적합한 하이 아이포인트 설계로 깨끗한 시야를 제공

• 근접 초점 거리 : 2.5m (36mm/42mm 모델 )

• 모든 렌즈와 프르즘에 납과 비소를 사용하지 않은 에코 유리 광학이 이용됨

• 질소 가스 충전으로 방수 ( 최대 1m/3.3 ft. 5 분 동안 ) 및 김서림 방지 

• 턴 앤 슬라이드형 고무 접안부로 정확한 위치에 편안한 접안이 가능

• 충격에 잘 견디고 , 안정적이며 편안한 그립을 위한 고무 외장 커버

• 섬유유리 강화 폴리카보네이트 수지를 사용한 가벼운 본체

• 36mm/42mm 모델용 와이드 스트랩 , 부드러운 촉감의 56mm 모델용 스트립

• 플립다운 대물렌즈 캡 (36mm 모델은 제외 )

• 선택 사양인 삼각대 어댑터를 사용해 삼각대에 장착 가능 (P37 참조 )

    ( 삼각대 어댑터 TRA-3 은 모나크 12x56 에 적합한 악세서리임 )

모나크	8x42DCF

사냥 및 야외용

모나크	8.5x56DCF

모나크	8x36DCF

*	사양은	P34-35	참조© Vincent Mun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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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냥 및 야외용

스포터 EX  8x42/10x42/10x50/12x50

초보자용 방수 및 다용도 루프형 쌍안경

• 질소 가스 충전으로 방수

 ( 최대 1m/3.3 ft. 10분 동안 ) 및 김서림 방지

• 안경 착용자에게도 적합한 하이 아이포인트 설계로 깨끗한 

시야를 제공

• 다중 코팅 렌즈로 보다 밝은 상을 구현

• 멀티 클릭 기능이 있는 턴 앤 슬라이드형 고무 접안부가 정확한 

위치에 접안이 가능하게 함

• 납과 비소를 사용하지 않은 에코 유리 광학이 

 모든 렌즈와 프리즘에 이용됨

10x50CF	WP

10x50CF WP

혹독한 조건에서도 우수한 방수 및 내구성

•질소 가스 충전으로 방수 ( 최대 1m/3.3 ft. 5분 동안 ) 및 

 김서림 방지

•다중 코팅된 50mm 의 큰 지름의 대물렌즈로 밝은 상을 구현

•하이 아이포인트 설계

•충격에 잘 견디고 , 안정적이며 편안한 그립을 위한 고무 외장 커버

•광폭 스트랩

•선택 사양인 삼각대 어댑터를 사용하여 삼각대에 장착 가능  

 (P37 참조 )

*	사양은	P34	참조

스포터	EX	10x50

© MagnusNy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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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서트, 극장, 박물관에서 더욱 가까이
컴팩트한 크기와 세련되고 정교한 디자인은 극장이나 콘서트장에서 공연을 더 자세히 보고자 할 때 이를 

완벽하게 구현해 줍니다. 초점 거리가 짧기 때문에 박물관에서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급 컴팩트형

4x10DCF < 블랙 >

4x10DCF < 실버 >

4x10DCF 

유선형 디자인의 우수한 성능
• 초컴팩트 , 경량 (65g)

• 근접 초점 거리 : 1.2m

• 모든 렌즈와 프리즘을 다중 코팅 처리

• 편리한 조작 ( 디옵터 조정이 필요 없음 )

• 세련된 디자인

• 3 가지 색상 선택이 가능 : 블랙 , 실버 , 레드

4x10DCF < 레드 >

* 사양은 P35 참조

7x15 HG 단안경

6x15M CF

5x15 HG 단안경 /7x15 HG 단안경

걸작의 섬세한 미세함까지 관찰하기에 완벽한 제품

• 프리즘은 밝은 화상을 위한 고반사 실버 코팅

• 고해상도를 위한 위상차 보정 코팅 프리즘

• 다중 코팅 렌즈

• 하이 아이포인트 설계 (5x)

• 근접 초점 거리 : 0.6m (5x), 0.8m (7x)

6x15M CF/7x15M CF 블랙

무한한 성능 및 설계

• 세련된 금속 바디

• 초컴팩트하고 가벼움

• 근접 초점 거리 : 2m 

• 밝은 화상을 위한 다중 코팅 렌즈 

16



유선형	디자인의	우수한	성능
어디든지 가져갈 수 있는 작은 크기의 컴팩트형 모델은 휴가, 콘서트, 박물관, 스포츠 행사 등에 사용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스포츠스타 EX 시리즈  8x25DCF/10x25DCF

미세한 것까지 확대할 수 있는 능력 , 

주머니에 들어갈 만큼 작은 크기

• 방수 기능과 질소를 이용한 김서림 방지 기능 

• 턴 앤 슬라이드형 고무 접안부가 정확한 위치에  

 접안이 가능하게 함 .

• 근접 초점 거리 : 2.5m (8x), 3.5m (10x)

• 다중 코팅 렌즈로 보다 밝은 상을 구현 합니다 .

• 컴팩트 , 경량

• 접이형 디자인 : 휴대하고 다니기에 편리

• 2 톤의 바디 컬러 ( 실버 / 흑회색 ) 로 제공

스포츠스타	EX	8x25DCF	< 실버 / 흑회색 >
사진 :	실버

이글뷰 Zoom  8-24x25CF

3 배 Zoom 의 컴팩트형 쌍안경

• 부드러운 8-24x Zoom 조정을 위해 설계된 독특한 

 Zoom 레버

• 정확한 위치에 접안이 가능하게 하는  

 턴 앤 슬라이드형 고무 접안부

• 다중 코팅 렌즈로 보다 밝은 상을 구현

• 그립의 일부 탄소 섬유 소재가 내구성을 강화

• 다루기 쉽고 편하게 설계

• 컴팩트 , 경량

• 친환경 물질을 사용한 부품 

• 2 톤의 바디 컬러 ( 실버 / 블랙 ) 로 제공

이글뷰	Zoom	8-24x25CF	<실버 /블랙 >
사진 :	실버

컴팩트형

트래블라이트	EX	8x25CF

트래블라이트 EX 시리즈  8x25CF/9x25CF/10x25CF/12x25CF

다목적 용도의 가벼운 컴팩트형

• 질소 가스 충전으로 방수(최대 2m/6.6 ft. 5분 동안) 및

 김서림 방지

• 비구면 접안렌즈가 화상의 왜곡을 제거 

• 안경 착용자에게도 적합한 하이 아이포인트 설계로  

 깨끗한 시야를 제공

• 근접 초점 거리 : 2.8m

• 다중 코팅 렌즈로 보다 밝은 상을 구현

• 턴 앤 슬라이드형 고무 접안부가 정확한 위치에  

 접안이 가능

• 납과 비소를 사용하지 않은 에코 유리 광학

트래블라이트 VI 시리즈  8x25CF/10x25CF/12x25CF

다목적 용도 , 부드러운 작동

• 인체공학을 강화하기 위해 새롭게 재설계된 본체

• 비구면 렌즈가 왜곡을 최소화하고 주변부까지 선명한  

   화상을 제공 

• 다중 코팅 렌즈로 보다 밝은 상을 구현

• 충격에 잘 견디고 안정적이며 편안한 그립을 위한  

   특수 고무 외장

• 본체의 탄소 섬유 소재가 내구성을 향상

• 컴팩트 , 경량

• 클릭 타입의 디옵터 조절 링이 우발적인 회전을 방지

• 부드러운 작동을 위한 큰 초점 조절 나사

• 에코 유리 광학으로 납과 비소를 사용하지 않음 

트래블라이트	VI	8x25CF

*	사양은	P35-3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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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콘	전문가용으로	보다	순조로운	항해를
해양 환경에서 최고의 성능을 발휘하는 것은 바로 니콘 쌍안경입니다. 니콘 해상용 기종의 모든 모델은 또렷하고 깨끗한 화상을 전달합니다. 

온도 변화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거친 자연 환경에 이상적인 제품을 만들기 위하여 질소 기체를 충전하고 O-링으로 밀봉하였습니다. 

일부 모델에는 길을 안내해주는 내장 컴퍼스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믿을 수 있는 방수 및 내후성 기능이 있는 쌍안경입니다.

7x50IF WP/7x50IF WP 컴퍼스

해양 전문가용으로 특별히 설계됨

• 질소 가스 충전으로 방수(최대 2m/6.6 ft. 5분 동안) 및 김서림 방지

• 모든 렌즈와 프리즘의 다중 코팅 처리로 보다 밝은 상을 구현 

• 충격에 잘 견디고, 안정적이며 편안한 그립을 위한 고무 외장 

• 안경 착용자에게도 적합한 하이 아이포인트 설계로 깨끗한 시야를 제공 

• 대상물의 방향, 거리, 크기를 측정할 수 있는 내장 컴퍼스 겸 거리 측정기 

 (7x50IF WP 컴퍼스)

• 선택 사양인 삼각대 어댑터를 사용하여 삼각대에 장착 가능 (P37 참조)

7x50IF HP WP 트로피컬 ( 내장형 축척이 있는 모델 이용 가능 )

믿을 수 있는 어업 및 전문 해양 항해 표준형

• 질소 가스 충전으로 방수 ( 최대 5m/16.4 ft. 5 분 동안 ) 및 김서림 방지

• 면적 또는 거리 ( 눈금 형태 ) 를 측정하기 위한 수평 수직 눈금

• 깨끗한 시야를 위한 하이 아이포인트 설계

• 다중 코팅 렌즈로 보다 밝은 상을 구현

• 선택 사양인 삼각대 어댑터를 

 사용하여 삼각대에 장착 가능 

 (P37 참조 )

• 편광 필터 및 뿔모양의 고무  

 접안부 이용 가능

   ( 선택 사양 )

10x70IF HP WP

해양 전문가용 추가 배율

• 질소 가스 충전으로 방수 

 ( 최대 2m/6.6 ft. 5 분 동안 ) 및 김서림 방지

• 70mm 의 큰 지름의 대물렌즈로 최상의  

 밝기와 고배율을 구현 

• 깨끗한 시야를 위한 하이 아이포인트 설계

• 선택 사양인 삼각대 어댑터를 사용하여 삼각대에 장착 가능  

 (P37 참조 )

• 편광 필터 및 뿔모양의 고무 접안부 이용 가능 ( 선택 사양 ) 

거리 측정기
면적	또는	거리	중	어느	
한	값을	알면	다른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

7x50IF	HP	WP	트로피컬

해상용

10x70IF	HP	WP

*사양은	P36-37 참조

컴퍼스 겸 거리 측정기  
(7x50CF WP 컴퍼스용 )

면적	또는	거리	중	어느	한	값을	

알면	다른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

7x50CF	WP	컴퍼스

7x50CF WP/7x50CF WP 컴퍼스

바다나 육지에서 초점 잡기가 편리함

• 중앙 초점 조절 방식; O-링 씰과 질소 가스 충전으로 방수 

 (최대 1m/3.3 ft. 5분 동안) 및 김서림 방지 

• 발광 장치와 거리 측정 기능을 겸비한 내장 컴퍼스 (7x50CF WP 컴퍼스)

• 안경 착용자에게도 적합한 하이 아이포인트 설계로  

 깨끗한 시야를 제공

• 다중 코팅 렌즈로 밝은 상을 구현

• 충격에 잘 견디고, 안정적이며 

 편안한 그립을 위한 고무 외장 커버 

• 물에 뜨는 스트랩 제공

• 선택 사양인 삼각대 어댑터를  

 사용하여 삼각대에 장착 가능 

 (P37 참조)

7x50IF	WP	컴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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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x30E II/10x35E II

본래의 파노라마같은 광경을 제공하고  

대상들의 위치 파악이 쉬운 조류관찰  

표준형

• 비소나 납을 함유하지 않은 에코 유리를  

사용하는 광학 

• 넓고 또렷한 시야 

   (63.2°는 8x30E II, 62.9°는 10x35E II)

• 근접 초점 거리 : 3m (8x), 5m (10x)

• 튼튼하고 가벼운 다이 캐스트 마그네슘 합금 바디

• 모든 렌즈와 프리즘의 다중 코팅 처리로 보다 밝은 상을 구현

• 선택 사양인 삼각대 어댑터를 사용하여 삼각대에 장착 가능 (P37 참조 )

8x32SE CF/10x42SE CF/12x50SE CF

다루기 편안하고 튼튼한 디자인의 

뛰어난 광학 성능 

• 모든 렌즈와 프리즘의 다중 코팅 처리로 

 보다 밝은 상을 구현 

• 니콘의 독자적인 필드 플래트너 렌즈와 

 접안렌즈 설계에 의해 구현되는 렌즈 주변부까지

 선명하고 깨끗한 상

• 깨끗한 시야를 위한 하이 아이포인트 설계

• 근접 초점 거리: 3m (8x32SE CF)

• 튼튼하고 가벼운 다이 캐스트 마그네슘 합금 바디

• 충격에 잘 견디고, 안정적이며 편안한 그립을 위한 단백질 합성 고무 외장 커버

•선택 사양인 삼각대 어댑터를 사용하여 삼각대에 장착 가능 (P37 참조)

7x50IF SP WP/10x70IF SP WP 

선원용 , 별자리 관측을 위한 Edge to Edge 선명도

• 천체 관측용으로 특수하게 만들어진 

 수차없는 관찰을 위한 우수한 광학적 설계

• 다중 코팅 렌즈로 보다 밝은 상을 구현

• 최대 5m/16.4 ft. (10x70IF SP WP 경우,  

최대 2m/6.6 ft.) 5분 동안의 방수 김서림 방지

• 하이 아이포인트 설계

• 선택 사양인 삼각대 어댑터를 사용하여 삼각대에 장착 가능

 (P37 참조)

• 편광 필터 및 뿔모양의 고무 접안부 이용 가능 

 (선택 사양, P37 참조)

자연 관찰용

최고의	자연	연구
조류 관찰, 별자리 관측 같은 특수 활동의 표준으로 널리 알려진 고성능 쌍안경. 다양한 제품들 가운데 8x32SE CF/10x42SE CF/12x50SE CF는 세계에서 광학적으로 

가장 발전된 포로 프리즘 쌍안경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특수하게 만들어진 접안렌즈는 광학적 투명도와 선명도를 재정의합니다.  

별자리 관측을 위해 설계된 모델들을 이용하면, 기대를 능가하는 또렷한 E2E(edge-to-edge) 해상도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8x30E	II

18x70IF WP WF

선원용 , 별자리 관측을 위한 추가 배율

• 넓고 깨끗한 64.3°각도의 시야 

• 모든 렌즈의 다중 코팅 처리로 보다 밝은 상을 구현

• O- 링 씰과 질소 가스 충전으로 방수 

( 최대 2m/6.6 ft. 5 분 동안 ) 및 김서림 방지

• 하이 아이포인트 설계

• 선택 사양인 삼각대 어댑터를 사용하여 삼각대에 장착  

 가능 (P37 참조 )

• 편광 필터 및 뿔모양의 고무 접안부 이용 가능  

 ( 선택 사양 , P37 참조 )

7x50IF	SP	WP

10x42SE	CF

18x70IF	WP	WF

*	사양은	P36-3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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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Chris Packham

스코프

니콘은 뛰어난 광학기술을 통해 높은 배율과 튼튼한 구조를 특징으로 하는 최고급 필드스코프, 스포팅 스코프, 교환가능한 아이피스 등을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선택을 가능하게 합니다. 또한, 필드스코프 및 스포팅 스코프에 니콘 COOLPIX와 니콘 디지털 일안 리플렉스 카메라가 장착됨에 따라 

무거운 망원렌즈 없이도 멋진 근접 사진 촬영을 즐길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P22를 참조하십시오.

새로운 발견의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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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ncent Munier

필드스코프 ED82/필드스코프 ED82 A

큰 지름의 필드스코프는 뛰어난 컬러 재생을 위한 니콘의 ED 유리를 채용

• 82mm의 큰 지름의 대물렌즈로 가장 밝은 상을 구현

• 특수 저분산(ED) 렌즈로 색수차 보정 및 더 밝고 깨끗한 시야를 구현

• 모든 렌즈와 프리즘의 다중 코팅 처리로 가장 밝은 상을 구현

• O-링 씰과 질소 가스 충전으로 방수(최대 2m/6.6 ft. 5분 동안) 및 김서림 방지

• 내장형 슬라이드 후드

• 후드에 있는 사용하기 편리한 가늠쇠

• 보기 쉽고 스케칭이 편안한 각진 바디 유형 (ED82 A)

• 11가지의 여러 접안렌즈와 호환 가능 (선택 사양)

필드스코프 III/필드스코프 III A
필드스코프 EDIII/필드스코프 EDIII A

휴대하기 편한 바디의 최적의 시야

• O-링 씰과 질소 가스 충전으로 방수(최대 2m/6.6 ft. 5분 동안) 및 김서림 방지

• 모든 렌즈와 프리즘의 다중 코팅 처리로 가장 밝은 상을 구현

• 내장형 슬라이드 후드

• 보기 편하고 스케칭이 편안한 각진 바디 타입 (IIIA, EDIII A)

• 특수 저분산(ED) 렌즈로 색수차 보정 및 더 밝고 깨끗한 시야를  

 구현 (EDIII, EDIII A)

• 11가지의 여러 접안렌즈와 호환 가능 (선택 사양)

필드스코프	EDIII 

필드스코프	ED50	A	(흑회색)

필드스코프의 접안렌즈

필드스코프	ED50	(진주광택의	녹색) 필드스코프	ED50	시리즈용	핸드	홀딩	케이스

(선택	사양)

필드스코프 ED50/필드스코프 ED50 A

니콘의 가장 작은 최고급 스코프는 우수한 광학이 특징

• 색수차를 제거하기 위해 50mm 지름의 ED(특수 저분산) 대물렌즈가  

장착된 컴팩트하고 가벼운 스코프 

• 직선형 디자인 또는 각진 디자인으로 제공

• 다중 코팅 렌즈

• 질소 가스 충전으로 방수(최대 1m/3.3 ft. 5분 동안) 및 김서림 방지

• 2가지 색 중에 선택 – 흑회색과 진주광택의 녹색

• 6가지 MC 접안렌즈 및 3가지 Wide DS 접안렌즈와 호환 가능 (선택 사양) 

• 55mm 필터(P=0.75)는 대물렌즈에 장착 가능

필드스코프

*	사양은	P38-39	참조

40x/60x/75x	
와이드	DS	아이피스

27x/40x/50x	
MC	아이피스

20x/25x	
MC	아이피스*

24x/30x	
와이드	MC	아이피스*

20x/30x/38x	
와이드	MC	아이피스

27x/40x/50x	
와이드	MC	아이피스

40x/60x/75x	
와이드	MC	아이피스

13-30x/20-45x/25-56x	
MC	zoom	아이피스

13-40x/20-60x/25-75x
MC	II	zoom	아이피스	

16x/24x/30x	
와이드	DS	아이피스	

27x/40x/50x	
와이드	DS	아이피스	

*	필드스코프	ED50/ED50A에는	권장하지	않음.																																																																													이	접안렌즈들은	FS	접안렌즈	마운트	어댑터	EMA-1을	통해	EDG	필드스코프와	함께	사용될	수	있음.

필드스코프	ED82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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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콘 디지스코핑 시스템

특수한	상승효과
이 편리한 시스템은 필드스코프나 스포팅 스코프를 통해 보이는 화상을 저장할 수 있게 합니다. 필드스코프에 니콘 디지털 일안 리플렉스 카메라를 

장착하거나, 필드스코프/스포팅 스코프에 니콘 COOLPIX 시리즈 카메라 브라켓을 장착하면, 초망원사진을 쉽게 촬영할 수 있습니다.  

니콘 카메라와 니콘 스코프의 비할 데 없는 최고의 커뮤니케이션으로 이제 당신은 놀랄만한 화상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필드스코프 디지털 일안 리플렉스 카메라 
카메라 장착물 FSA-L2

필드스코프
III/III A/EDIII/EDIII A/ED82/ED82 A

Wide DS 필드스코프 접안렌즈
16x/24x/30x 와이드 DS
27x/40x/50x 와이드 DS
40x/60x/75x 와이드 DS

필드스코프 디지털  일안 리플렉스 카메라
카메라 장착물  FSA-L1

EDG 필드스코프 접안렌즈
FEP-20W/25LER/30W/38W/
50W/75W

디지털 일안 리플렉스  카메라
D3 시리즈/D2 시리즈/D1 시리즈        /
D700/D300 시리즈/D200/D100/D90/

D80/D70 시리즈/D5000/D60/

D50/D3000/D40 시리즈

디지털 컴팩트 카메라
COOLPIX 7900/5200/4200

디지털 컴팩트 카메라
COOLPIX 5600/4600

디지털 컴팩트 카메라
COOLPIX P1/P2

디지털 컴팩트 카메라
COOLPIX P3/P4

디지털 컴팩트 카메라
COOLPIX S1/S3/S5/S6/S7/S7c/S8/S9

디지털 컴팩트 카메라
COOLPIX P5100/P5000

디지털 카메라

COOLPIX P6000/
P5100/P5000/P50/
P4/P3/P2/P1

COOLPIX S710/S700/S640
S620/S610/S610c/
S600/S570/S520/S510/
S500/S230/S220/S210/S200

COOLPIX L20/L19/L18/
L16/L15/L14/L12/L11/
L10/L6/L4/L3/L2

● 비네팅은 대상물이나 다른 촬영 조건에 따라 호환가능 모델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 2010년 1월 도표/업데이트 정보는  www.nikon.com/sportoptics/에서 확인하여 주십시오.

※주1: P30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주2: FSA-L1에만 대응

FSB-1A

FSB-2

FSB-3

FSB-4

FSB-5

FSB-6

FSB-U1

필드스코프
ED50/ED50 A

EDG 필드스코프
85/85-A/65/65-A

※주1

※주2

•FS 접안렌즈 마운트 어댑터 EMA-1을 이용하여 종래의 스크루인 타입 MC/DS 필드스코프 접안렌즈 또는 FSA-L1을
   EDG필드스코프에 장착할 수 있습니다.

※주3

※주3: EDG 필드스코프 접안렌즈와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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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저 거리 측정기

골프나 사냥, 산림 측량에는 정확한 거리를 아는 것이 필수입니다. 우수한 광학 기술과 최첨단 디자인으로 전 세계적으로 갈채를 받고 있는 

니콘은 최고 품질의 혁신적인 제품들에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니콘의 레이저 거리 측정기 기종은 특별한 목적에 맞게 완벽하게 설계된 다양한 모델을 특징으로 합니다.

우수한 측정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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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저 레인지파인더

레이저 1000A S
혁신적인 수동형 밝기 조절 뷰파인터 사용

•골프와 사냥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최신식 모델 . 

골프나 사냥을 할 때 필요한 모든 필수 정보들이 내부 표시 

화면에서 동시에 나타남

•보기 쉽고 깨끗한 수동형 밝기 조절 뷰파인더 : 

어두운 환경에서 사용하면 적황색 LED 가 자동으로 켜지고 , 

LED 의 밝기는 주변 밝기에 따라 조절됨 

•간편한 조작을 통해 실제거리 , 수평거리 , 높이 및 경사로 

조정된 거리 ( 수평거리 ± 높이 ) 를 측정할 수 있음

•두 가지 측정모드 가운데 선택 ( 목표물 우선순위 전환 방식 ): 

근거리 목표물 우선순위 모드는 단일 측정으로 얻어진 여러 

결과 가운데 가장 가까운 목표물의 범위를 표시함 – 골프를 

칠 때 , 배경에 나무들이 있는 그린 위 핀까지의 거리를 측정할 

때 유용함 원거리 목표물 우선순위 모드는 단일 측정으로 

얻어진 여러 결과 가운데 가장 먼 목표물의 범위를 표시함 – 

나무가 울창한 지역에서 사냥을 할 때 유용함

•광투과율이 매우 높아져 시야가 더욱 밝아짐

•보기가 편한 대형 접안렌즈 (18mm)

•더 넓어진 시야각 (7.5 도 )

•더 길어진 사출 동공 거리 설계로 안경 착용자도 보기가 

용이함

•측정 범위 : 10-915m/11-1,000 yd.

( 니콘 레이저 레인지파인더에 대한 일반 특징은 P25 참조 )

레이저	1000A	S

9

10

8 7 6

1

2

3
4

5

내부 표시
	 1.	거리
	2.	측정	단위	(m/yd.)
	 3.	목표물	표시	(											)
	 4.	레이저	조사	(							)
	 5.	높이	
( 골프모드	설정에서	실제	거리 )	

	 6.	전지	상태
	7.	거리	목표물	우선순위	모드
	8.	제	1	목표물	우선순위	모드
	9.	디클라인
10.	인클라인

높이

수평 거리 높이  경사로 조정된 거리 (약) (179.8 yd.)

위쪽으로 향하는 인클라인

실제
 거리

(150
 yd.

)

레이저 1000A S가 정의한 
경사로 조정된 샷의 궤도

낮은 샷이 목표물보다 
짧게 떨어짐

실제 거리

어두운	상태에서의	화면	예

인클라인 ( 언덕의	경우 ) 디클라인 ( 내리막	경우 )

표시 모드 순환

실제	거리와		
높이	모드

수평	거리와	
높이	모드

실제	거리	모드 골프	모드	( 경사로	조정된	거리와	
실제	거리	모드 )

골프 모드
코스에 어떻게 어프로치 할 것인지를 신속하고 자신있게 결정할 수 있도록 

“수평 거리 ± 높이”를 제공합니다 . 일단 거리감이 좋아지면 보다 쉽게 코스 
샷을 칠 수 있습니다 .

위 화면은 “수평 거리와 높이” 모드를 나타냅니다 . 위쪽 숫자는 수평 거리를 
나타내고 아래쪽 숫자는 높이를 나타냅니다 .

위쪽 숫자는 “경사로 조정된 거리”를 나타내고 아래쪽 숫자는 “실제 
거리”입니다 . 두 숫자 모두 내부 표시화면에 동시에 나타납니다 .

밝은	상태에서의	화면	예

수동형 밝기 조절 뷰파인더
이 새로운 시스템은 재래식 세그먼트 LED 와 LCD 의 장점들을 모두 

제공함으로써 더 밝고 깨끗한 화면과 뛰어난 광투과율을 보장합니다 .

이는 광 상태를 탐지하는 새로운 기술을 이용해, 필요한 때에 자동으로 적황색 

LED 조명이 켜지고 가시율과 대비가 최대화되도록 밝기를 조정함으로써 

가능해졌습니다 . 

제품의 사양은 목표물의 모양, 표면 질감, 특성 그리고 /또는 기후 
조건에 따라 달성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주의 : 경사계가 있는 이 레이저 레인지파인더 기술의 기원은 니콘의 거리 및 각도 측정 능력이  
 통합된 측량 기계입니다 . 이들 제품 가운데 , 특히 최첨단의 전자 모델인 Total Station  
 DTM-1 이 가장 기본이 되는 모델입니다 (1985 년에 판매됨 ).

			모델명	 													레이저	1000A	S

측정 범위

거리 표시

( 증가 )

 배율

 효과적인 

 대물렌즈 지름

 관측 시야각

 사출 동공

  사출 동공 거리

크기 ( 길이 × 높이 × 폭 )

중량 

전력원

안전성

EMC

환경

10-915m/11-1,000 yd.
위쪽에 표시된 실제 거리 : 
     0.5m/yd. 마다 (1,000m/yd. 보다 짧은 거리 )
     1.0m/yd. 마다 (1,000m/yd. 보다 긴 거리 )
오른쪽 밑에 표시된 실제 거리 :
     1.0m/yd. 마다 (999m/yd. 보다 짧은 거리 )
위쪽에 표시된 수평 거리 :
     0.2m/yd. 마다 (1,000m/yd. 보다 짧은 거리 )
     1.0m/yd. 마다 (1,000m/yd. 보다 긴 거리 )
오른쪽 밑에 표시된 수평 거리 :
     ±0.2m/yd. 마다 ( ±100m/yd. 보다 짧은 거리 )
     ±1.0m/yd. (±100-999m/yd.)
위쪽에 표시된 경사로 조정된 거리 ( 수평 거리 ± 
높이 ):
     0.2m/yd. 마다 (1,000m/yd. 보다 짧은 거리 )
     1.0m/yd. 마다 (1,000m/yd. 보다 긴 거리 )

6x

21mm

7.5̊

3.5mm

18.3mm

118x73x41mm

인쇄 시 해당사항 없음

CR2 리듐 전지 x 1 (DC 3V)
자동 전원 차단 기능 탑재 ( 약 8 초 후 )

1M 등급 레이저 제품 (EN/IEC60825-1:2007)

FCC Part15 SubPartB class B, CE:EMC 

directive, C-tick, VCCI class B

RoHS, WEEE

측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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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저 거리 측정기

레이저 550A S
각도 측정과 함께 다중기능 설계

• 간편한 조작이 실제 거리 측정 기능 외에도 수평 거리 , 높이 , 각도 , 수직 분리 ( 두 목표물의 

높이차 ) 등의 측정을 가능하게 함 .

• 결과는 내부 및 외부 LCD 패널에 모두 표시됨 . 외부 패널은 모든 결과들을 동시에 보여줌

• 두 가지 측정 모드 가운데 선택 ( 목표물 우선순위 전환 방식 ):  

근거리 목표물 우선순위 모드는 단일 측정으로 얻어진 여러 결과 가운데 가장 가까운 

목표물의 범위를 표시함 – 골프를 칠 때 , 배경에 나무들이 있는 그린 위 핀까지의 거리를 

측정할 때 유용함 .

 원거리 목표물 우선순위 모드는 단일 측정으로 얻어진 여러 결과 가운데 가장 먼 목표물의 

범위를 표시함 . – 나무가 울창한 지역에서 사냥을 할 때 유용함 .

•측정 범위 : 10-500m/11-550 yd.

외부 표시
1.	측정	단위	(m/yd.)
2.	높이
3.	실제 (직선 )	거리
4.	수평	거리
5.	각도	(°)

9

4

6 7 8

21 3 5

10

11

12

측정의 예 ( 골프 )

내부 표시
	 1.	실제 (직선 )	거리	
	 2.	수평	거리	
	 3.	높이
	4.	각도	
	 5.	두	점	사이의	높이	
	 6.	제	1	근거리	목표물	우선순위	
	 			모드
	7.	원거리	목표물	우선순위	모드
	8.	전지	상태
	9.	거리
10.	측정	단위	(m/yd.)
11.	목표물	표시	(								)
12.	레이저	조사 (					)

2

1 3

5 4

제품의 사양은 목표물의 모양 , 표면 질감 , 특성 그리고 /또는 기후 조건에 따라 
달성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모델명	 																										레이저	550A	S

측정 범위

거리 표시

( 증가 )

 배율

 효과적인 

 대물렌즈 지름

 관측 시야각

 사출 동공

  사출 동공 거리

크기 ( 길이 × 높이 × 폭 )

중량

전력원

안전성

EMC

환경

거리 :10-500m/11-550 yd.

각도 : ± 89°

[ 내부 표시 ]

Act ( 실제 거리 ):

   0.5m/yd. 마다 (100m/yd. 보다 단 거리 )

   1.0m/yd. 마다 (100m/yd. 보다 장 거리 )

Hor ( 수평 거리 ) and Hgt ( 높이 ): 

   0.2m/yd. 마다 (100m/yd. 보다 단 거리 )

   1.0m/yd. 마다 (100m/yd. 보다 장 거리 )

Ang ( 각도 ):

   0.1°마다 (10°이하 )

   1.0°마다 (10°이상 )

*수평선에서 아래쪽 각도: “-”로 표시

[ 외부 표시 ]

Act ( 실제 거리 ): 0.5m/yd. 마다

Hor ( 수평 거리 ) 및 Hgt ( 높이 ): 0.2m/yd. 마다 

Ang ( 각도 ): 0.1°마다 

6x

21mm

6.0°

3.5mm

18.2mm

117x69x45mm

210g ( 전지 제외 )

CR2 리듐 전지 x 1 (DC 3V)

자동 전원 차단 기능 탑재 ( 약 30 초 후 )

1M 등급 레이저 제품 (EN/IEC60825-1:2007)

FCC Part15 B 등급, CE:EMC 지향식, C-tick, VCCI B 등급

RoHS, WEEE

주의 : 경사계가 있는 이 레이저 거리 측정기 기술의 기원은 니콘이 개발한 거리와 각도 모두를 측정하는
 능력과 결합된 측량 기계 (Surveying Instruments) 입니다 . 그러한 제품 가운데 , 특히 가장 앞선 
 전자 모델인 Total Station DTM-1 이 기본입니다 (1985 년에 판매됨 ).

측정기

* 위 계산은 식의 예제입니다 . 표시된 측정 결과는 사용자의 고려사항을 
바탕으로 이용될 수 있고 거리 추정 이외의 다른 용도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

측정의 예 (골프)

이상적인 샷의 궤도

낮은 샷이 표적보다  
짧게 떨어짐

수평 거리 (167.4 yd.)

높이 (29.6 yd.)

예의 상태

미디엄 아이런으로 

수평 거리 
(167.4 yd.)

높이
(29.6 yd.)

샷 거리 (약)
(197 yd.) 위쪽으로 향함

실제 
거리 

(170 
yd.)

유적	답사골프	또는	캐디 *2

산림	측량사냥 *1 항해

용도

*1 레이저 350G 제외
*2 레이저 550 제외

니콘 레이저 거리 측정기의 일반 특징

•거리 측정 표시 간격은  0.5m/yd.**

•고품질 6배율 단안경의 다중 코팅 처리로 밝고 깨끗한 
상을 구현 (Laser 1200S 경우, 7x)

•하이 아이포인트 설계로 안경 착용자도 보기가 용이함

•컴팩트형의 가벼운 디자인 덕분에 한손으로도 쉽게 
조작할 수 있음 

•디옵터 조정 기능

•버튼을 누른 채로 있으면 연속으로 다른 목표물의 
거리를 측정할 수 있음 (Laser 350G는 한 번만 누름)

•방수 기능(최대 1m 10분 동안: 레이저 1000A S/550A 
S/포레스트리 550/550/350G, 최대 2m 5분 동안: 
레이저 1200S), 그러나 지하수 사용은 불가; 전지 넣는 
곳은 방수 가능

•넓은 허용 온도 범위 : –10°C to +50°C

* 레이저 550A S 및 포레스트리 550의 실제 거리

** 각 모델과 그 거리 범위에 따라 0.5m/yd 증가 적용. 사양에 있는 

“거리 표시(증가)” 참조

레이저	550A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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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저 거리 측정기

레이저	1200S 레이저	550 레이저	350G

레이저 550 
사냥용으로 설계됨

• 사용하기 편리한 모델은 사냥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원거리 목표물 우선순위 모드가 특징임

• 측정 범위 : 10-500m (11-550 yd.)

레이저 350G 
골프 점수 향상에 도움을 주기 위해 설계됨

• 골프를 위해 특별히 설계된 컴팩트형 고성능 레이저 거리 측정기

• 근거리 목표물 우선순위 모드는 골프 코스에서 목표물 핀까지의 거리를 쉽게 측정할 수 있음 .

• 전원 (POWER) 버튼을 누르면 8 초 동안 계속 측정함 . 이는 아주 가벼운 손 동작도 측정할 수 있음

• 측정 범위 : 10-500m (11-550 yd.)

레이저 1200S
니콘의 최고 기종 모델

• 두 가지 측정 모드 가운데 선택 ( 목표물 우선순위 전환 방식 ): 

근거리 목표물 우선순위 모드는 단일 측정으로 얻어진 여러 결과 가운데 가장 가까운 

목표물의 범위를 표시함 – 골프를 칠 때 , 배경에 나무들이 있는 그린 위 핀까지의 

거리를 측정할 때 유용함 . 원거리 목표물 우선순위 모드는 단일 측정으로 얻어진 

여러 결과 가운데 가장 먼 목표물의 범위를 표시함 – 나무가 울창한 지역에서 

사냥을 할 때 유용함

• 측정 범위 : 10-1,100m (11-1,200 yd.)

• 백라이트가 있는 LCD

내부 표시 ( 레이저	1200S)
1.	거리

2.	측정	단위	(m/yd.)

3.	목표물	표시	(							)

4.	레이저	조사 (				)

5.	근거리	목표물	우선순위	모드

6.	전지	상태

1

3

5

2

4

6

	 모델명	 레이저	1200S	 레이저	550	 레이저	350G

측정 범위

거리 표시

( 증가 )

배율

효과적인 대물랜즈 

실제 시야

사출 동공

사출 동공 거리

치수 ( 길이 × 높이 × 폭 )

무게 ( 건전지 제외 )

전력원

안전성

EMC

환경

10-1,100m/11-1,200 yd.

0.5m/yd.마다 ( 보다 짧은 거리 1,000m/yd.)

1.0m/yd.마다 ( 보다 긴 거리 1,000m/yd.)

7x

25mm

5.0°

3.6mm

18.6mm

145x82x47mm

280g

10-500m/11-550 yd.

0.5m/yd. 마다 (100m/yd. 보다 짧은 거리 )

1.0m/yd. 마다 (100m/yd. 보다 긴 거리 )

6x

21mm

6.0°

3.5mm

CR2 리듐 건전지 x 1 (DC 3V), 자동 전원 차단 기능 설비 (8 초 후 )

1M 등급 레이저 제품 (IEC60825-1:2001), 1 등급 레이저 제품 (21CFR 1040.10 and 1040.11)

 FCC: Part15 B 등급 , CE:EMC 지향식 C-tick, VCCI B 등급

RoHS, WEEE

18.2mm

130x69x37mm 117x69x37mm

180g

이 제품들의 사양은 목표물의 모양, 표면 질감, 특성 그리고 /또는 기후 조건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측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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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저 거리 측정기
포레스트리 550
기본 산림 및 육상 측량에 이상적 – 미터 , 야드 , 피드로 표시

•실제 거리 측정 외에도 , 높이 , 수직 분리 ( 두 목표물간의 높이차 ), 수평 거리 , 각도 등을 쉽게 측정할 수 있음

•결과는 내부 및 외부 LCD 패널에 모두 표시됨 . 외부 패널은 모든 결과들을 동시에 보여줌

•두 가지 측정 모드 ( 목표물 우선순위 전환 방식 ) 를 사용 가능 :

근거리 목표물 우선순위 모드는 단일 측정으로 얻어진 여러 결과 가운데 가장 가까운 목표물의 범위를 표시함

원거리 목표물 우선순위 모드는 단일 측정으로 얻어진 여러 결과 가운데 가장 먼 목표물의 범위를 표시함 – 특히 산림 및 사냥에 유용함

•이 모델은 피트뿐만 아니라 미터 및 야드 표시도 이용할 수 있음

•측정 범위 : 10-500 m/11-550 yd./33-999 ft.

 ( 니콘 레이저 거리 측정기의 일반 특징은 P25 참조 )
포레스트리	550

측정의 예 (2- 포인트 높이 측정 )

내부	표시	화면 외부	표시	화면

Hgt 와	Hgt2 는	고정적임 .

제품의 사양은 목표물의 모양, 표면 질감, 특성 그리고 /또는 기후 조건에 따라 
달성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모델명	 																													포레스트리	550

거리 :10-500m/11-550 yd./33-999 ft. (*999 ft.: 304.5m/333 yd.)

각도 : ± 89°

[내부 표시 ]

Act ( 실제 거리 ):

   0.5m/yd., 1.0ft. 마다 (100m/yd./ft. 보다 단 거리 )

   1.0m/yd., 1.0ft. 마다 (100m/yd./ft. 보다 장 거리 )

Hor ( 수평 거리 ) and Hgt ( 높이 ): 

   0.2m/yd., 0.5ft. 마다 (100m/yd./ft. 보다 단 거리 )

   1.0m/yd., 1.0ft. 마다 (100m/yd./ft. 보다 장 거리 )

Ang ( 각도 ):

   0.1°마다 (10°이하 )

   1.0°마다 (10°이상 )

* 수평선에서 아래쪽 각도 :“-”로 표시

[ 외부 표시 ]

Act ( 실제 거리 ): 0.5m/yd., 1.0ft. 마다

Hor ( 수평 거리 ) 및 Hgt ( 높이 ): 0.2m/yd., 0.5ft. 마다 

Ang ( 각도 ): 0.1°마다 

6x

21mm

6.0°

3.5mm

18.2mm

130x69x45mm

210g ( 전지 제외 )

CR2 리듐 전지 x 1 (DC 3V)

자동 전원 차단 기능 탑재 ( 약 30 초 후 )

1M 등급 레이저 제품 (EN/IEC60825-1:2007)

FCC Part15 B 등급 , CE:EMC 지향식 , C-tick, VCCI B 등급

RoHS, WEEE

주의 : 경사계가 있는 이 레이저 거리 측정기 기술의 기원은 니콘 기업이 개발한 거리와 각도 모두를 측정하는 
 능력과 결합된 측량 기계 (Surveying Instruments) 입니다 . 그러한 제품 가운데 , 특히 가장 앞선 전자 
 모델인 Total Station DTM-1 이 기본 입니다 (1985 년에 판매됨 ).

측정 범위

거리 표시

( 증가 )

 배율

 효과적인 

 대물렌즈 지름

 관측 시야각

 사출 동공

 사출 동공 거리

치수 ( 길이 × 높이 × 폭 )

무게

전력원

안전성

EMC

환경 

측정기

외부 표시
1.	측정	단위	(m/yd./ft.)
2.	높이
3.	실제 (직선 )	거리
4.	수평	거리
5.	각도	(°)

9

4

6 7 8

21 3 5

10

11

내부 표시
	 1.	실제 (직선 )	거리	 	
	 2.	수평	거리	
	 3.	높이
	4.	각도	
	 5.	두	점	사이의	높이	 	
	 6.	근거리	목표물	우선순위	모드
	7.	원거리	목표물	우선순위	모드
	8.	전지	상태
	9.	거리
10.	측정	단위	(m/yd.)
	 (단위는	ft. 로는	표시되지	않습니다.)
11.	목표물	표시	(							)
12.	레이저	조사 (					)

12

2

1 3

5 4

꼭대기	(Hgt2)

바닥	(Hgt)

측정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 내부 LCD 에 Hgt + Hgt2 ( 고정 ) 로 
표시된 바닥부터 꼭대기까지의 높이를 알 수 있음 . 더 자세한 
정보는 외부 LCD 참조 .“바닥”과 “꼭대기”는 바꿀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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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분야용 특수 광학 장비
전문성이 요구되는 전문 분야용 장비는 오직 니콘만이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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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스테이빌아이즈 모델이 제공하는 것

•우수한 성능과 안정된 시야를 위해 흔들림 감소 

•완전한 다중 코팅 렌즈로 최적의 밝기를 구현

•위상차 보정 코팅 프리즘으로 고해상도 구현

•O- 링 씰과 질소 가스 충전으로 방수 및 김서림 방지 

•편안한 그립 , 편리한 제어 접근을 위한 인체 공학적 스타일링 

	 모델명	 14x40	 16x32

배율 14x 16x

흔들림 감소 시스템 O 수평유지 프레임으로 프리즘을 

  직립시킴으로써 광학 보정

흔들림 보정 범위 ±5° ±3°

대물 렌즈 지름 40mm 32mm

사출 동공 거리 13mm 15mm

디옵터 조정 ±2 dpt. ± 3 dpt.

관측 시야각 4° 3.8°

체감 시야각 52.1° 55.9°

1,000m 시계 70m 66m

사출 동공 2.9mm 2.0mm

상대 밝기 8.4 4.0

동공간 거리 조정 60-70mm 56-72mm

근접 초점 거리 5m 3.5m

크기 ( 길이 x 너비 x 깊이 ) 186x148x88mm 181x142x81mm

중량 ( 전지 제외 ) 1,340g 1,120g

운전 온도 범위 –10℃ to +50℃

전지 DC 6V DC 3V 

  (4 개의 AA 형 알카라인 전지 )  (2 개의 AA 형 알카라인 전지 )

건전지 수명 약 6 시간 * 

* 정상 온도 (20℃ ) 에서 AA 형 알카라인 건전지로 지속적으로 작동

주의 : 니콘은 ISO 14132-1:2002 에 따른 계산법을 채택하였습니다 . 그러므로 , 체감 

         시야각의 값은 이전의 값과 다릅니다 . 세부적인 것은 P37 참조 . 

16x32

• 니콘의 독점적인 VR PAUSE 버튼은 빠르게  

 움직이는 목표물을 상하 ( 좌우 ) 로 회전하거나  

 기울이거나 따라가는 동안 편안한 시야를 계속유지

• 사출 동공 거리 설계가 안경의 이용을 가능하게 함

• 턴 앤 슬라이드형 고무 접안부

• 감촉이 부드러운 넥스트랩 포함

14x40

• 두 가지 흔들림 감소 모드 :

   LAND( 랜드 ) 모드 : 발디딤이 고정되어 있는 때 , 

   사용자가 자연 관찰이나 스포츠 관람을 하는 동안 움직이는  

   대상을 따라갈 때 손떨림과 쌍안경 움직임에 의한 흔들림을 

   보정하기 위한 것 .  

   ON BOARD( 온 보드 ) 모드 : 강한 흔들림으로 인해 

   발디딤이 안정되지 않을 때 – 예 , 엔진이나 강한 바람

• 물에 뜨는 스트랩 제공

스테이빌아이즈	16x32

흔들림 감소 없음 흔들림 감소 있음

스테이빌아이즈	14x40

스테이빌아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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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x120 III B 천체 쌍안경
• 120mm 의 큰 지름의 대물렌즈와 니콘의 

 독자적인 코팅으로 어둠 속에서도 밝은 상을  

 구현

•수차 보정에 의한 선명한 상의 구현

•방수 기능 ( 최대 2m/6.6 ft. 10 분 동안 ), 

 질소 가스 충전 시 김서림 및 먼지 방지

•충격 및 부식 방지 구조

•하이 아이포인트 설계로 깨끗한 시야각 구현

• 360°방위각과 –30°~ +70°기울기 범위의  

 용이한 각도 조정

•높이 ( 스탠드에 장착된 상태에서 쌍안경 

   튜브의 수평 위치 ): 440mm

•단단히 고정된 기둥형 스탠드 ( 선택 사양 ) 를 

 사용 가능

30x80 II 전망 쌍안경
•수동으로 초점을 맞추지 않고도 장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의 위치를 쉽게 정할 수 있게 

 설계된 잠망경

•하나의 동전으로 1~5 분까지 융통성있게 볼 

 수 있음

•기밀한 건조

•짧은 접안렌즈의 컴팩트한 디자인으로 공간 

 절약

• 360°방위와 –30°~ +25°까지 기울어지므로  

 다루기가 쉬움

현지 유통 동전 박스의 요건 및 제품 변경에 대해서는 , 

인가받은 가까운 니콘 판매점으로 연락하십시오 .  

사용자 설명 표지판의 언어는 현지 요구에 맞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둥형	스탠드에	장착된	20x120	III

30x80	II	전망	쌍안경

주의 : 니콘은 ISO 14132-1:2002 에 따른 계산법을 채택하였습니다 . 그러므로 , 체감 시야각의 값은 이전의 값과 다릅니다 . 

        세부적인 것은 P37 참조 . 

천체 쌍안경 / 전망 쌍안경 

 모델명	 	 30x80II

 배율   30x

 대물렌즈 지름  80mm

 시야각 ( 실제 )  1.7̊

 시야각 ( 겉보기 )  48̊

 1,000m 에서의 시야  29m

 사출 동공   2.7mm

 상대 밝기  7.3

 사출 동공 거리   10.7mm

 근접 초점 거리   150m

 근접 초점 거리   62mm( 고정 )

 무게  42.0kg

 길이   1,600mm

 폭   450mm*

 타입  페리스코프 (Periscope)

* 스탠드 기관 크기 ( 폭 x 깊이 ): 450 x 360mm

 모델명	 	 20x120III

 배율   20x

 대물렌즈 지름  120mm

 관측 시야각 ( 실제로 )  3.0̊

 체감 시야각 ( 체감되는 )  55.3̊

 1,000m 시계  52m

 사출 동공   6.0mm

 상대 밝기  36.0

 사출 동공 거리   20.8mm

 근접 초점 거리   133.0m

 시간 거리 조정 초점 거리   58-74mm

 중량  15.5kg*

 길이   680mm*

 폭   452mm*

 유형  포로

* 쌍안경 본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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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페
LED 조명 루페

•소형의 고품질 백색 LED 가 넓은 영역에 걸쳐 자연스런 조명을 제공함

•슬림 , 컴팩트 , 경량 디자인

•비구면 렌즈로 상의 왜곡 감소

•우수한 조작 편의성을 위한 편안한 그립

정밀 루페 ( 감정가용 )

• 63 라인 /mm 의 우수한 해상도 

• 기공기 밀폐형 접이식 렌즈로 전문가의 작업에  

　이상적임

• 세 가지 광학 유리로 만들어진 렌즈

4D	( 직사각형 )

8D	( 원형 )

신형 라켓타입 루페

•비구면 렌즈 사용으로 상의 왜곡 현상 감소 

•그립이 편안하여 잡기가 매우 쉬움

•매우 정교한 디자인

•긁힘 방지 코팅 처리 ,  

 양면 곡률 반경이 동일한 

 플라스틱 비구면 렌즈

4D	( 직사각형 )

8D	( 원형 )

	 모델명	 LED	조명	루페	 신형	라켓타입	루페

 4D 8D 4D 6D 8D 10D

유효 지름 107x53.5mm 80mm 107x53.5mm 80x50mm 80mm 60mm

굴절률 4 dioptre 8 dioptre 4 dioptre 6 dioptre 8 dioptre 10 dioptre

참조 배율 1.5x 2x 1.5x 1.8x 2x 2.5x

크기 ( 길이 x 길이 x 높이 ) 155x170x22mm 200x90x22mm 145x170x17mm 140x152x17mm 199x89x18mm 179x69x15mm

중량 110g 95g 115g 95g 100g 65g

 모델명	 정밀	루페

유효 지름 13mm

초점 거리 25mm

배율 10x (±1%)

크기 ( 길이 x 폭 x 높이 )* 42x24x16mm

중량 약 15g

* 렌즈가 본래의 위치로 접어졌을 때

정밀	루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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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드 마이크로스코프 
필드 마이크로스코프 미니

•컴팩트하고 휴대가능한 본체

• 20x 배율

•입체 현미경

•내장형 조명 시스템 ( 필드 마이크로스코프 )

•방수 ( 필드 마이크로스코프 미니 )

EZ- 마이크로

•니콘 COOLPIX 디지털 카메라와 함께 사진 촬영이 가능함

• 20x 배율로 입체적으로 관찰

•친환경 소재 사용

•내장형 조명 시스템

•작동이 쉬운 독점적인 컴팩트형 디자인

EZ-마이크로	+	FSB-U1	+	COOLPIX	디지털	컴팩트	카메라

필드	마이크로스코프 필드	마이크로스코프	미니

	 모델명	 EZ- 마이크로

배율 20x ( 고정 )

광학 시스템 수직의 반전되지 않은 상 ; 좌우측 아이피스 디옵터 조정 ;

  좌우측 접안부 간격을 51~72mm 조정 가능

시야 11mm 구경

시야각 12.6°

높이 조정 재물대에서 38mm 

사진 광학 시스템 시준 광선

사진 배율 * 디지털 카메라 ( 최대 광각에서 ) : 약 20x

 디지털 카메라 ( 망원 끝에서 ) : 약 70x**

사출 동공 거리 12.8mm

플레이트 탈착 및 반전 가능 ( 상부 : 평면 ; 하부 : 본체 장착형 컵 )

광원  두 개의 백색 LEDs

빛 환경 세 가지 설정 : 없음 , 램프 1 개 , 램프 2 개

전력원  AA 전지 1 개 : 전지 수명 약 10 시간 

 (20℃에서 알카라인 전지 )

크기  ( 사용중일 때 ) 162-202 ( 높이 ) x 145 ( 깊이 ) x 106 ( 폭 ) mm

 ( 접었을 때 ) 138 ( 높이 ) mm 조명이 설비되어 있음

중량 약 635g ( 전지 제외 )

필터  M37 x 0.75mm 섬유 필터 장착 가능

악세서리  대형 휴대 케이스 : 연결 스트랩

*   사진 배율은 첨부된 디지털 카메라의 모델에 따라 달라집니다 .

**  A4 크기 출력으로 COOLPIX P5100/P5000/P3/P4 를 사용할 때에만 .

   A4 출력 크기에서 COOLPIX 모델 S1/S3/S5/S6/S7c/S8/S9 는 60x 배율 제공

	 	 모델명	 필드	마이크로스코프	 필드	마이크로스코프	미니

배율  20x ( 고정 )

광학 시스템 수직의 반전되지 않은 상 , 

 우측 아이피스 디옵터 조정 

시간  56-72mm  51-72mm

거리 조정

시야 11mm 구경 

높이 조정 재물대에서 50mm   재물대에서 42mm 

재물대 탈착 및 반전 가능

 ( 상부 : 평면 ; 하부 : 본체 장착형 컵 )

중량 약 610g  약 395g

필드 마이크로스코프

EZ- 마이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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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사양 쌍안경	및	스코프

쌍안경
EDG

주의 : 니콘은 ISO 14132-1:2002 에 따른 계산법을 채택하였습니다 . 

그러므로 , 체감 시야각의 값은 이전의 값과 다릅니다 . 세부적인 것은 P37 참조 . 

	모델명 EDG	8x32 EDG	10x32 EDG	7x42 EDG	8x42 EDG	10x42 8x42HG	L	DCF 10x42HG	L	DCF 8x32HG	L	DCF

 배율 (x) 8 10 7 8 10 8 10 8

 대물렌즈 지름 (mm) 32 32 42 42 42 42 42 32

 관측 시야각 ( 실제 / 각도 ) 7.8 6.5 8.0 7.7 6.5 7.0 6.0 7.8

 체감 시야각 ( 체감 / 각도 ) 57.2 59.2 52.2 56.6 59.2 52.1 55.3 57.2

 1,000m 시계 (m) 136 114 140 135 114 122 105 136

 사출 동공 (mm) 4.0 3.2 6.0 5.3 4.2 5.3 4.2 4.0

 상대 밝기 16.0 10.2 36.0 28.1 17.6 28.1 17.6 16.0

 사출 동공 거리 (mm) 18.5 17.3 22.1 19.3 18.0 20.0 18.5 17.0

 근접 초점 거리 (m) 2.5 2.5 3.0 3.0 3.0 3.0 3.0 2.5

 시간 거리 조정 (mm) 54-76 54-76 55-76 55-76 55-76 56-72 56-72 56-72

 중량 (g) 655 650 785 785 790 795 790 695

 길이 (mm) 138 138 149 148 151 157 157 129

 폭 (mm) 139 139 141 141 141 139 139 138

 유형 루프 루프 루프 루프 루프 루프 루프 루프

사
양

	모델명 10x32HG	L	DCF 8x20HG	L	DCF 10x25HG	L	DCF 액션	7x35CF 액션	8x40CF 액션	10x40CF 액션	7x50CF 액션	10x50CF

 배율 (x) 10 8 10 7 8 10 7 10

 대물렌즈 지름 (mm) 32 20 25 35 40 40 50 50

 관측 시야각 ( 실제 / 각도 ) 6.5 6.8 5.4 9.3 8.2 6.0 6.4 6.5

 체감 시야각 ( 체감 / 각도 ) 59.2 50.8 50.5 59.3 59.7 55.3 42.7 59.2

 1,000m 시계 (m) 114 119 94 163 143 105 112 114

 사출 동공 (mm) 3.2 2.5 2.5 5.0 5.0 4.0 7.1 5.0

 상대 밝기 10.2 6.3 6.3 25.0 25.0 16.0 50.4 25.0

 사출 동공 거리 (mm) 16.0 15.0 15.0 11.9 11.9 10.5 17.6 11.8

 근접 초점 거리 (m) 2.5 2.4 3.2 5.0 5.0 5.0 8.0 7.0

 시간 거리 조정 (mm) 56-72 56-72 56-72 56-72 56-72 56-72 56-72 56-72

 중량 (g) 695 270 300 715 760 740 980 970

 길이 (mm) 129 96 112 123 143 138 189 184

 폭 (mm) 138 109 (65*) 109 (67*) 182 182 182 193 193

 유형 루프 루프 루프 포로 포로 포로 포로 포로

표준형

고급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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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양

쌍안경

표준형

	모델명 액션	12x50CF 액션	16x50CF 액션	7-15x35CF	Zoom
(7x 에서	설정 )

액션	10-22x50CF	Zoom
(10x 에서	설정 )

액션	EX	7x35CF 액션	EX	8x40CF 액션	EX	7x50CF 액션	EX	10x50CF 액션	EX	12x50CF 액션	EX	16x50CF 모나크	X	8.5x45DCF 모나크	X	10.5x45DCF 모나크	8x36DCF 모나크	10x36DCF 모나크	8x42DCF 모나크	10x42DCF 모나크	12x42DCF

 배율 (x) 12 16 7-15 10-22 7 8 7 10 12 16 8.5 10.5 8 10 8 10 12

 대물렌즈 지름 (mm) 50 50 35 50 35 40 50 50 50 50 45 45 36 36 42 42 42

 관측 시야각 ( 실제 / 각도 ) 5.5 4.1 5.5 3.8 9.3 8.2 6.4 6.5 5.5 3.5 6.3 6.3 7.0 6.0 6.3 5.5 5.0

 체감 시야각 ( 체감 / 각도 ) 59.9 59.6 37.2 36.7 59.3 59.7 42.7 59.2 59.9 52.1 50.1 60.0 52.1 55.3 47.5 51.3 55.3

 1,000m 시계 (m) 96 72 96 66 163 143 112 114 96 61 110 110 122 105 110 96 87

 사출 동공 (mm) 4.2 3.1 5.0 5.0 5.0 5.0 7.1 5.0 4.2 3.1 5.3 4.3 4.5 3.6 5.3 4.2 3.5

 상대 밝기 17.6 9.6 25.0 25.0 25.0 25.0 50.4 25.0 17.6 9.6 28.1 18.5 20.3 13.0 28.1 17.6 12.3

 사출 동공 거리 (mm) 9.7 12.3 8.7 8.6 17.3 17.2 17.1 17.2 16.1 17.8 20.6 16.0 17.0 15.0 19.6 18.5 15.4

 근접 초점 거리 (m) 7.0 9.0 11.0 15.0 5.0 5.0 7.0 7.0 7.0 7.0 3.0 3.0 2.5 2.5 2.5 2.5 2.5

 시간 거리 조정 (mm) 56-72 56-72 56-72 56-72 56-72 56-72 56-72 56-72 56-72 56-72 56-72 56-72 56-72 56-72 56-72 56-72 56-72

 중량 (g) 960 990 805 1,025 800 855 1,000 1,020 1,045 1,040 720 730 570 575 610 620 620

 길이 (mm) 179 184 138 197 120 138 179 178 178 177 156 156 124 122 146 146 146

 폭 (mm) 193 193 182 193 184 187 196 196 196 196 139 139 129 129 129 129 129

 유형 포로 포로 포로 포로 포로 포로 포로 포로 포로 포로 루프 루프 루프 루프 루프 루프 루프

	모델명 모나크	8.5x56DCF 모나크	10x56DCF 모나크	12x56DCF 스포터	EX	8x42 스포터	EX	10x42 스포터	EX	10x50 스포터	EX	12x50 10x50CF	WP
4x10DCF

<블랙 /실버 /적색 >
6x15M	CF 7x15M	CF	블랙 5x15	HG	단안경 7x15	HG	단안경 스포츠스타	EX	8x25DCF

<실버 /흑회색 >
스포츠스타	EX	10x25DCF
<실버 /흑회색 >

이글뷰	ZOOM	8-24x25CF
(8x 에서	설정 )	<실버 /블랙 >

트래블라이트	EX	8x25CF

 배율 (x) 8.5 10 12 8 10 10 12 10 4 6 7 5 7 8 10 8-24 8

 대물렌즈 지름 (mm) 56 56 56 42 42 50 50 50 10 15 15 15 15 25 25 25 25

 관측 시야각 ( 실제 / 각도 ) 6.2 6.0 5.5 7.0 5.6 5.6 4.7 6.2 10.0 8.0 7.0 9.0 6.6 8.2 6.5 4.6 6.3

 체감 시야각 ( 체감 / 각도 ) 49.4 55.3 59.9 52.1 52.1 52.1 52.4 56.9 38.6 45.5 46.4 43.0 44.0 59.7 59.2 35.6 47.5

 1,000m 시계 (m) 108 105 96 122 98 98 82 108 175 140 122 157 115 143 114 80 110

 사출 동공 (mm) 6.6 5.6 4.7 5.3 4.2 5.0 4.2 5.0 2.5 2.5 2.1 3.0 2.1 3.1 2.5 3.1 3.1

 상대 밝기 43.6 31.4 22.1 28.1 17.6 25.0 17.6 25.0 6.3 6.3 4.4 9.0 4.4 9.6 6.3 9.6 9.6

 사출 동공 거리 (mm) 19.2 17.4 16.3 19.7 15.4 19.6 15.5 17.4 13.7 10.1 10.0 15.8 12.0 10.0 10.0 13.0 15.5

 근접 초점 거리 (m) 10 10 10 5.0 5.0 5.0 5.0 17.0 1.2 2.0 2.0 0.6 0.8 2.5 3.5 4.0 2.8

 시간 거리 조정 (mm) 60-72 60-72 60-72 56-72 56-72 56-72 56-72 56-72 57-72 56-72 56-72 — — 56-72 56-72 56-72 56-72

 중량 (g) 1,140 1,155 1,180 670 635 825 800 1,065 65 130 135 75 75 300 300 350 355

 길이 (mm) 197 197 197 154 150 187 183 195 52 48 47 71 71 103 103 119 100

 폭 (mm) 144 144 144 131 131 139 139 207 93 108 108 30 30 114 (67*) 114 (67*) 110 116

 유형 루프 루프 루프 루프 루프 루프 루프 포로 포로 포로 포로 루프 루프 루프 루프 포로 포로

* 접힌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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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 니콘은 ISO 14132-1:2002 에 따른 계산법을 채택하였습니다 . 

그러므로 , 체감 시야각의 값은 이전의 값과 다릅니다 . 세부적인 것은 P37 참조 . 

사냥 및 야외용

고급 컴팩트형

사
양

	모델명 액션	12x50CF 액션	16x50CF 액션	7-15x35CF	Zoom
(7x 에서	설정 )

액션	10-22x50CF	Zoom
(10x 에서	설정 )

액션	EX	7x35CF 액션	EX	8x40CF 액션	EX	7x50CF 액션	EX	10x50CF 액션	EX	12x50CF 액션	EX	16x50CF 모나크	X	8.5x45DCF 모나크	X	10.5x45DCF 모나크	8x36DCF 모나크	10x36DCF 모나크	8x42DCF 모나크	10x42DCF 모나크	12x42DCF

 배율 (x) 12 16 7-15 10-22 7 8 7 10 12 16 8.5 10.5 8 10 8 10 12

 대물렌즈 지름 (mm) 50 50 35 50 35 40 50 50 50 50 45 45 36 36 42 42 42

 관측 시야각 ( 실제 / 각도 ) 5.5 4.1 5.5 3.8 9.3 8.2 6.4 6.5 5.5 3.5 6.3 6.3 7.0 6.0 6.3 5.5 5.0

 체감 시야각 ( 체감 / 각도 ) 59.9 59.6 37.2 36.7 59.3 59.7 42.7 59.2 59.9 52.1 50.1 60.0 52.1 55.3 47.5 51.3 55.3

 1,000m 시계 (m) 96 72 96 66 163 143 112 114 96 61 110 110 122 105 110 96 87

 사출 동공 (mm) 4.2 3.1 5.0 5.0 5.0 5.0 7.1 5.0 4.2 3.1 5.3 4.3 4.5 3.6 5.3 4.2 3.5

 상대 밝기 17.6 9.6 25.0 25.0 25.0 25.0 50.4 25.0 17.6 9.6 28.1 18.5 20.3 13.0 28.1 17.6 12.3

 사출 동공 거리 (mm) 9.7 12.3 8.7 8.6 17.3 17.2 17.1 17.2 16.1 17.8 20.6 16.0 17.0 15.0 19.6 18.5 15.4

 근접 초점 거리 (m) 7.0 9.0 11.0 15.0 5.0 5.0 7.0 7.0 7.0 7.0 3.0 3.0 2.5 2.5 2.5 2.5 2.5

 시간 거리 조정 (mm) 56-72 56-72 56-72 56-72 56-72 56-72 56-72 56-72 56-72 56-72 56-72 56-72 56-72 56-72 56-72 56-72 56-72

 중량 (g) 960 990 805 1,025 800 855 1,000 1,020 1,045 1,040 720 730 570 575 610 620 620

 길이 (mm) 179 184 138 197 120 138 179 178 178 177 156 156 124 122 146 146 146

 폭 (mm) 193 193 182 193 184 187 196 196 196 196 139 139 129 129 129 129 129

 유형 포로 포로 포로 포로 포로 포로 포로 포로 포로 포로 루프 루프 루프 루프 루프 루프 루프

	모델명 모나크	8.5x56DCF 모나크	10x56DCF 모나크	12x56DCF 스포터	EX	8x42 스포터	EX	10x42 스포터	EX	10x50 스포터	EX	12x50 10x50CF	WP
4x10DCF

<블랙 /실버 /적색 >
6x15M	CF 7x15M	CF	블랙 5x15	HG	단안경 7x15	HG	단안경 스포츠스타	EX	8x25DCF

<실버 /흑회색 >
스포츠스타	EX	10x25DCF
<실버 /흑회색 >

이글뷰	ZOOM	8-24x25CF
(8x 에서	설정 )	<실버 /블랙 >

트래블라이트	EX	8x25CF

 배율 (x) 8.5 10 12 8 10 10 12 10 4 6 7 5 7 8 10 8-24 8

 대물렌즈 지름 (mm) 56 56 56 42 42 50 50 50 10 15 15 15 15 25 25 25 25

 관측 시야각 ( 실제 / 각도 ) 6.2 6.0 5.5 7.0 5.6 5.6 4.7 6.2 10.0 8.0 7.0 9.0 6.6 8.2 6.5 4.6 6.3

 체감 시야각 ( 체감 / 각도 ) 49.4 55.3 59.9 52.1 52.1 52.1 52.4 56.9 38.6 45.5 46.4 43.0 44.0 59.7 59.2 35.6 47.5

 1,000m 시계 (m) 108 105 96 122 98 98 82 108 175 140 122 157 115 143 114 80 110

 사출 동공 (mm) 6.6 5.6 4.7 5.3 4.2 5.0 4.2 5.0 2.5 2.5 2.1 3.0 2.1 3.1 2.5 3.1 3.1

 상대 밝기 43.6 31.4 22.1 28.1 17.6 25.0 17.6 25.0 6.3 6.3 4.4 9.0 4.4 9.6 6.3 9.6 9.6

 사출 동공 거리 (mm) 19.2 17.4 16.3 19.7 15.4 19.6 15.5 17.4 13.7 10.1 10.0 15.8 12.0 10.0 10.0 13.0 15.5

 근접 초점 거리 (m) 10 10 10 5.0 5.0 5.0 5.0 17.0 1.2 2.0 2.0 0.6 0.8 2.5 3.5 4.0 2.8

 시간 거리 조정 (mm) 60-72 60-72 60-72 56-72 56-72 56-72 56-72 56-72 57-72 56-72 56-72 — — 56-72 56-72 56-72 56-72

 중량 (g) 1,140 1,155 1,180 670 635 825 800 1,065 65 130 135 75 75 300 300 350 355

 길이 (mm) 197 197 197 154 150 187 183 195 52 48 47 71 71 103 103 119 100

 폭 (mm) 144 144 144 131 131 139 139 207 93 108 108 30 30 114 (67*) 114 (67*) 110 116

 유형 루프 루프 루프 루프 루프 루프 루프 포로 포로 포로 포로 루프 루프 루프 루프 포로 포로

컴팩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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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양

쌍안경

자연 관찰용

해상용

	모델명 트래블라이트	EX	9x25CF 트래블라이트	EX	10x25CF 트래블라이트	EX	12x25CF 트래블라이트	VI	8x25CF 트래블라이트	VI	10x25CF 트래블라이트	VI	12x25CF 7x50CF	WP 7x50CF	WP	컴퍼스 7x50IF	WP 7x50IF	WP	컴퍼스

 배율 (x) 9 10 12 8 10 12 7 7 7 7

 대물렌즈 지름 (mm) 25 25 25 25 25 25 50 50 50 50

 관측 시야각 ( 실제 / 각도 ) 5.6 5.0 4.2 5.6 5.0 4.2 7.2 7.2 7.5 7.0

 체감 시야각 ( 체감 / 각도 ) 47.5 47.2 47.5 42.7 47.2 47.5 47.5 47.5 49.3 46.4

 1,000m 시계 (m) 98 87 73 98 87 73 126 126 131 122

 사출 동공 (mm) 2.8 2.5 2.1 3.1 2.5 2.1 7.1 7.1 7.1 7.1

 상대 밝기 7.8 6.3 4.4 9.6 6.3 4.4 50.4 50.4 50.4 50.4

 사출 동공 거리 (mm) 15.8 15.9 15.9 14.0 11.1 11.1 22.7 22.7 18.0 18.0

 근접 초점 거리 (m) 2.8 2.8 2.8 3.0 3.0 4.0 10.0 10.0 25.0 25.0

 시간 거리 조정 (mm) 56-72 56-72 56-72 56-72 56-72 56-72 56-72 56-72 56-72 56-72

 중량 (g) 360 365 365 265 270 275 1,100 1,120 1,170 1,210

 길이 (mm) 101 102 103 115 110 110 193 193 181 181

 폭 (mm) 116 116 116 118 118 118 202 202 203 203

 유형 포로 포로 포로 포로 포로 포로 포로 포로 포로 포로

	모델명 7x50IF	HP	WP	트로피컬 10x70IF	HP	W 8x30E	II 10x35E	II 8x32SE	CF 10x42SE	CF 12x50SE	CF 7x50IF	SP	WP 10x70IF	SP	WP 18x70IF	WP	WF

 배율 (x) 7 10 8 10 8 10 12 7 10 18

 대물렌즈 지름 (mm) 50 70 30 35 32 42 50 50 70 70

 관측 시야각 ( 실제 / 각도 ) 7.3 5.1 8.8 7.0 7.5 6.0 5.0 7.3 5.1 4.0

 체감 시야각 ( 체감 / 각도 ) 48.1 48.0 63.2 62.9 55.3 55.3 55.3 48.1 48.0 64.3

 1,000m 시계 (m) 128 89 154 122 131 105 87 128 89 70

 사출 동공 (mm) 7.1 7.0 3.8 3.5 4.0 4.2 4.2 7.1 7.0 3.9

 상대 밝기 50.4 49.0 14.4 12.3 16.0 17.6 17.6 50.4 49.0 15.2

 사출 동공 거리 (mm) 15.0 15.0 13.8 13.8 17.4 17.4 17.4 16.2 16.3 15.4

 근접 초점 거리 (m) 24.5 50.0 3.0 5.0 3.0 5.0 7.0 12.3 25.0 81.0

 시간 거리 조정 (mm) 56-72 56-72 56-72 56-72 53-73 53-73 53-73 56-72 56-72 56-72

 중량 (g) 1,360 1,985 575 625 630 710 900 1,485 2,100 2,050

 길이 (mm) 217 304 101 126 116 149 182 217 304 293

 폭 (mm) 210 234 181 183 183 192 202 210 234 234

 유형 포로 포로 포로 포로 포로 포로 포로 포로 포로 포로

36



사
양

사
양

이전에	사용되었던	전통적인	방법의	체감	시야각은	관측	시야각에	쌍안경의	배율을	곱하여	계산되었습니다.	

개정된	이후로,	니콘은	현재	ISO	14132-1:2002	표준을	바탕으로	다음의	공식에	따라	계산합니다.

위에	언급된	ISO	14132-1:2002와	동시에	수립된	ISO	14132-2:2002	표준을	참조로,	니콘은	광각	쌍안경이	

60°이상의	체감	시야각을	제공해야	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tan ω’	= Γ	x	tan	ω
체감	시야각	:	2ω’
관측	시야각 :	2ω 
배율 :	Γ

예를	들어 ,	관측	시야각이	8.8°인	8x	
쌍안경의	체감	시야각는	다음과	
같습니다 .

2ω’	=	2	x	tan-1	(Γ	x	tan	ω)
	 =	2	x	tan-1	(8	x	tan	4.4°)
	 =	63.2°

체감 시야각의 값

2ω’=	63.2° 2ω	=	8.8°
Γ=8

125m

1,000m

하드 (H)	타입소프트 (S)	타입

사용 가능 모델

•	액션	시리즈	

•	액션	zoom	시리즈	

•	액션	EX	시리즈

•	7x50CF	WP/7x50CF	

	 WP	컴퍼스

•	7x50IF	WP/7x50IF	WP	

	 컴퍼스

•	10x50CF	WP

사용 가능 모델

•	EDG	쌍안경

•	8x42HG	L	DCF

•	10x42HG	L	DCF

•	8x32HG	L	DCF

•	10x32HG	L	DCF

•	모나크	시리즈

•	모나크	X	시리즈	

				 ( 소프트형만 )

•	스포터	EX		

			 시리즈	( 소프트형만 )

사용 가능 모델

•	7x50IF	HP	WP	트로피컬

•	8x32SE	CF/10x42SE	CF/12x50SE	CF

•	18x70IF	WP	WF

•	7x50IF	SP	WP/10x70IF	SP	WP

•	10x70IF	HP	WP

•	8x30E	II/10x35E	II

TRA-3 

사용 가능 모델

•	EDG	쌍안경

•	모나크	시리즈

•	액션	시리즈	

•	액션	zoom	시리즈	

•	액션	EX	시리즈

•	7x50CF	WP/7x50CF	WP	컴퍼스

•	7x50IF	WP/7x50IF	WP	컴퍼스

•	10x50CF	WP

현미경 악세서리 삼각대 /외다리	어댑터

뿔모양 고무 접안부 ( 선택 사양 )

편안한 시야를 위해 접안렌즈에 빛이 

들어오는 것을 막습니다 . 편안한 고무 

컵이라 얼굴에 닿는 감촉이 부드럽고 , 

특히 밝은 날 해변이나 다른 극한 조건에서 

사용하기에 좋습니다 .

편광 필터 ( 선택 사양 )

이 필터는 물이나 유리의 빛 반사를 

제거합니다 .

현미경 악세서리 
편광	필터 /	뿔모양	고무	접안부

사용 가능 모델

•7x50IF	HP	WP	트로피컬

•18x70IF	WP	WF

•7x50IF	SP	WP		

•10x70IF	SP	WP

•10x70IF	HP	WP

	모델명 트래블라이트	EX	9x25CF 트래블라이트	EX	10x25CF 트래블라이트	EX	12x25CF 트래블라이트	VI	8x25CF 트래블라이트	VI	10x25CF 트래블라이트	VI	12x25CF 7x50CF	WP 7x50CF	WP	컴퍼스 7x50IF	WP 7x50IF	WP	컴퍼스

 배율 (x) 9 10 12 8 10 12 7 7 7 7

 대물렌즈 지름 (mm) 25 25 25 25 25 25 50 50 50 50

 관측 시야각 ( 실제 / 각도 ) 5.6 5.0 4.2 5.6 5.0 4.2 7.2 7.2 7.5 7.0

 체감 시야각 ( 체감 / 각도 ) 47.5 47.2 47.5 42.7 47.2 47.5 47.5 47.5 49.3 46.4

 1,000m 시계 (m) 98 87 73 98 87 73 126 126 131 122

 사출 동공 (mm) 2.8 2.5 2.1 3.1 2.5 2.1 7.1 7.1 7.1 7.1

 상대 밝기 7.8 6.3 4.4 9.6 6.3 4.4 50.4 50.4 50.4 50.4

 사출 동공 거리 (mm) 15.8 15.9 15.9 14.0 11.1 11.1 22.7 22.7 18.0 18.0

 근접 초점 거리 (m) 2.8 2.8 2.8 3.0 3.0 4.0 10.0 10.0 25.0 25.0

 시간 거리 조정 (mm) 56-72 56-72 56-72 56-72 56-72 56-72 56-72 56-72 56-72 56-72

 중량 (g) 360 365 365 265 270 275 1,100 1,120 1,170 1,210

 길이 (mm) 101 102 103 115 110 110 193 193 181 181

 폭 (mm) 116 116 116 118 118 118 202 202 203 203

 유형 포로 포로 포로 포로 포로 포로 포로 포로 포로 포로

	모델명 7x50IF	HP	WP	트로피컬 10x70IF	HP	W 8x30E	II 10x35E	II 8x32SE	CF 10x42SE	CF 12x50SE	CF 7x50IF	SP	WP 10x70IF	SP	WP 18x70IF	WP	WF

 배율 (x) 7 10 8 10 8 10 12 7 10 18

 대물렌즈 지름 (mm) 50 70 30 35 32 42 50 50 70 70

 관측 시야각 ( 실제 / 각도 ) 7.3 5.1 8.8 7.0 7.5 6.0 5.0 7.3 5.1 4.0

 체감 시야각 ( 체감 / 각도 ) 48.1 48.0 63.2 62.9 55.3 55.3 55.3 48.1 48.0 64.3

 1,000m 시계 (m) 128 89 154 122 131 105 87 128 89 70

 사출 동공 (mm) 7.1 7.0 3.8 3.5 4.0 4.2 4.2 7.1 7.0 3.9

 상대 밝기 50.4 49.0 14.4 12.3 16.0 17.6 17.6 50.4 49.0 15.2

 사출 동공 거리 (mm) 15.0 15.0 13.8 13.8 17.4 17.4 17.4 16.2 16.3 15.4

 근접 초점 거리 (m) 24.5 50.0 3.0 5.0 3.0 5.0 7.0 12.3 25.0 81.0

 시간 거리 조정 (mm) 56-72 56-72 56-72 56-72 53-73 53-73 53-73 56-72 56-72 56-72

 중량 (g) 1,360 1,985 575 625 630 710 900 1,485 2,100 2,050

 길이 (mm) 217 304 101 126 116 149 182 217 304 293

 폭 (mm) 210 234 181 183 183 192 202 210 234 234

 유형 포로 포로 포로 포로 포로 포로 포로 포로 포로 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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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델명 대물렌즈 지름 길이  폭  중량
  (mm) (mm)* (mm)* (g)*

	 EDG	필드스코프	65 65 313 88 1,560

	 EDG	필드스코프	65-A 65 332 88 1,620

	 EDG	필드스코프	85 85 379 102 2,030

	 EDG	필드스코프	85-A 85 398 102 2,030

사
양

스코프
필드스코프EDG 필드스코프

*본체만

  배율 관측 시야각  체감 시야각 1,000m  사출 동공  상대  사출 동공  중량

모델명	 (x) (실제/ (체감/ 시계(m) (mm) 밝기 거리(mm) (g)

   각도) 각도) (대략)

FEP-20W	 

 EDG	65/65-A에	사용시 16 4.1 60.0 72 4.1 16.8 20.1 240

 EDG	85/85-A에	사용시 20 3.3 60.0 58 4.3 18.5 20.1 240

FEP-30W	 

 EDG	65/65-A에	사용시 24 3.0 64.3 52 2.7 7.3 25.4 390*

 EDG	85/85-A에	사용시 30 2.4 64.3 42 2.8 7.8 25.4 390*

FEP-38W 

 EDG	65/65-A에	사용시 30 2.4 64.3 42 2.2 4.8 17.9 230

	 EDG	85/85-A에	사용시 38 1.9 64.3 33 2.2 4.8 17.9 230

FEP-50W	 

 EDG	65/65-A에	사용시 40 1.8 64.3 31 1.6 2.6 17.8 230

 EDG	85/85-A에	사용시 50 1.4 64.3 24 1.7 2.9 17.8 230

FEP-75W 

 EDG	65/65-A에	사용시 60 1.2 64.3 21 1.1 1.2 17 230

 EDG	85/85-A에	사용시 75 1.0 64.3 17 1.1 1.2 17 230

FEP-25	LER	 

 EDG	65/65-A에	사용시 20 3.0 55.3 52 3.3 10.9 32.3 320

 EDG	85/85-A에	사용시 25 2.4 55.3 42 3.4 11.6 32.3 320

FEP-20-60 

 EDG	65/65-A에	사용시 16-48 2.8-1.4 42-60 49-24 4.1-1.4 16.8-2.0 18.4-16.5 330

 EDG	85/85-A에	사용시 20-60 2.2-1.1 42-60 38-19 4.3-1.4 18.5-2.0 18.4-16.5 330

EDG 필드스코프의 접안렌즈

*탈장착 가능한 턴 앤 슬라이드형 접안부과 함께

 모델명 대물렌즈 지름 길이  폭  중량

  (mm) (mm)* (mm)* (g)*

	 필드스코프	ED82 82 327 108 1,575

 필드스코프	ED82	A 82 339 108 1,670

	 필드스코프	III 60 279 80 1,080

	 필드스코프 III A 60 291 94 1,180

	 필드스코프	EDIII 60 279 80 1,090

 필드스코프	EDIII A 60 291 94 1,190

	 필드스코프	ED50 50 209 71 455

 필드스코프	ED50	A 50 207 71 470

*본체만

•	소형의 고품질 백색 LED 가 넓은 영역에 걸쳐 자연스런 조명을 제공함

•	카메라의 오토 포커스 모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필드스코프 포커스 링을 이용하여 초점을

 맞추어 주십시오 .

•	광학 시스템은 NIKKOR 렌즈와 다른 특성들을 지니므로 FSA-L1, FSA-L2, 필드스코프가

 디지털 일안 리플렉스 카메라에 사용될 때에는 카메라 모델에 따라 노출이 다를 수 있습니다 . 

 필요시에는 노출을 보정하여 주십시오 .

• 초점 길이가 짧은 Zoom 범위에서는 노출 보정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 (EDG 필드스코프만 )

•	실제 f 번호와 초점 길이는 실제 Zoom 설정에 따라 다르지만, 카메라 표시장치와 이미지 데이터는

 일정한 f 번호 (13) 와 초점 길이 (800mm) 를 보여줍니다 . (EDG 필드스코프만 )

•	FX 포맷의 D-SLR 카메라를 사용할 때 , 초점 길이 500mm 와 750mm 사이에 비네팅이 발생

 합니다 . (EDG 필드스코프만 ) 편안한 그립

※주: FSA-L1 / FSA-L2

주의 : 니콘은 ISO 14132-1:2002 에 따른 계산법을 채택하였습니다 .

그러므로 , 체감 시야각의 값은 이전의 값과 다릅니다 . 세부적인 것은 P37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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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니콘은 ISO 14132-1:2002에 따른 계산법을 채택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체감 시야각의 값은 이전의 값과 다릅니다. 세부적인 것은 P37 참조. 

	 모델명 배율 관측 시야각 체감 시야각     1,000m 시계(m) 사출 동공  상대 밝기 사출 동공 거리  중량

  (x) (실제/각도) (체감/각도) (대략) (mm)  (mm) (g)

20x/25x	MC	

	 III/III A/EDIII/EDIII	A에	사용시 20 3.0 55.3 52 3.0 9.0 15.2 75

 ED82/ED82	A에	사용시	 25 2.4 55.3 42 3.3 10.9 15.2 75

27x/40x/50x	MC	

	 ED50/ED50	A에	사용시 27 1.7 42.0 30 1.9 3.6 9.4 35

 III/III A/EDIII/EDIII A에	사용시 40 1.1 42.0 19 1.5 2.3 9.4 35

 ED82/ED82	A에	사용시 50 0.9 42.0 16 1.6 2.6 9.4 35

24x/30x	wide	MC*2 

 III/III	A/EDIII/EDIII	A	에	사용시 24 3.0 64.3 52 2.5 6.3 15.1 145

 ED82/ED82	A	에	사용시 30 2.4 64.3 42 2.7 7.3 15.1 145

20x/30x/38x	wide	MC*1*2 

 ED50/ED50	A에	사용시 20 3.6 64.3 63 2.5 6.3 17.9 160

 III/III	A/EDIII/EDIII	A에	사용시 30 2.4 64.3 42 2.0 4.0 17.9 160

	 ED82/ED82	A	에	사용시 38 1.9 64.3 33 2.2 4.8 17.9 160

27x/40x/50x	wide	MC*1*2 

	 ED50/ED50	A에	사용시 27 2.7 64.3 47 1.9 3.6 17.8 165

	 III/III	A/EDIII/EDIII	A	에	사용시 40 1.8 64.3 31 1.5 2.3 17.8 165

	 ED82/ED82	A	에	사용시 50 1.4 64.3 24 1.6 2.6 17.8 165

40x/60x/75x	wide	MC*1*2 

 ED50/ED50	A에	사용시	 40 1.8 64.3 31 1.3 1.7 17.0 175

	 III/III	A/EDIII/EDIII A에	사용시 60 1.2 64.3 21 1.0 1.0 17.0 175

 ED82/ED82	A에	사용시 75 1.0 64.3 17 1.1 1.2 17.0 175

13-30x/20-45x/25-56x	MC	zoom*1	

	 ED50/ED50	A	에	사용시 13-30 3.0 (at 13x) 38.5 (at 13x) 52 (at 13x) 3.8 (at 13x) 14.4 (at 13x) 12.9 (at 13x) 100

	 III/III	A/EDIII/EDIII A	에	사용시 20-45 2.0 (at 20x) 38.5 (at 20x) 35 (at 20x) 3.0 (at 20x) 9.0 (at 20x) 12.9 (at 20x) 100

 ED82/ED82	A	에	사용시 25-56 1.6 (at 25x) 38.5 (at 25x) 28 (at 25x) 3.3 (at 25x) 10.9 (at 25x) 12.9 (at 25x) 100

13-40x/20-60x/25-75x	MC II zoom*1*2 

 ED50/ED50	A에	사용시 13-40 3.0 (at 13x) 38.5 (at 13x) 52 (at 13x) 3.8 (at 13x) 14.4 (at 13x) 14.1 (at 13x) 150

 III/III	A/EDIII/EDIII	A에	사용시 20-60 2.0 (at 20x) 38.5 (at 20x) 35 (at 20x) 3.0 (at 20x) 9.0 (at 20x) 14.1 (at 20x) 150

 ED82/ED82	A에	사용시 25-75 1.6 (at 25x) 38.5 (at 25x) 28 (at 25x) 3.3 (at 25x) 10.9 (at 25x) 14.1 (at 25x) 150

16x/24x/30x	Wide	DS*1*2	

	 ED50/ED50	A	에	사용시 16 4.5 64.3 79 3.1 9.6 18.7 170

	 III/III A/EDIII/EDIII A	에	사용시 24 3.0 64.3 52 2.5 6.3 18.7 170

 ED82/ED82	A	에	사용시 30 2.4 64.3 42 7.5 7.3 18.7 170

27x/40x/50x	Wide	DS*1*2	

	 ED50/ED50	A에	사용시 27 2.7 64.3 47 1.9 3.6 17.8 180

 III/III A/EDIII/EDIII A에	사용시 40 1.8 64.3 31 1.5 2.3 17.8 180

 ED82/ED82	A에	사용시 50 1.4 64.3 24 1.6 2.6 17.8 180

40x/60x/75x	Wide	DS*1*2	

	 ED50/ED50	A에	사용시 40 1.8 64.3 31 1.3 1.7 17.0 190

 III/III A/EDIII/EDIII A에	사용시 60 1.2 64.3 21 1.0 1.0 17.0 190

 ED82/ED82	A에	사용시 75 1.0 64.3 17 1.1 1.2 17.0 190

필드스코프의 접안렌즈

*1	이 접안렌즈는 Fieldscope I 시리즈에는 사용되지 않음.     *2	턴 앤 슬라이드형 고무 접안부.
주의: 모든 접안렌즈는 Fieldscope II	시리즈와 ED78 시리즈에 사용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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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콘은 환경 오염 방지와 건강한 생태계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신기술을 개발해 오고 있습니다. 니콘은 1998년 당사 제품이 환경에 미치는 영

향을 줄이기 위해 광범위한 실천 지침인 그린 조달(Green Procurement)을 위한 니콘 기본 방침을 수립하였습니다. 니콘은 이 방침에 따라 특

별히 환경을 고려하여 생산된 자재, 부품, 포장 재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전략으로는 회계연도 2005년, 환경 실천 계획에서 2005년 9월까지 니콘의 모든 소비자 제품에서 7가지 유해 물질(6가 크롬, 납, 

카드뮴, 수은, 폴리브롬화비비페닐(PBB), 폴리브로화디페닐에테르(PBDE), 폴리염화비닐)을 완전히 제거하는 목표를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니콘은 EU의 2006년 7월 RoHS(전기/전자 제품의 특정 유해 물질 사용 제한 지침) 및 그 밖의 EU의 신규 규제들도 준수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제품 수명을 연장하고 수리를 간소화하는 환경 정책을 이행함으로써 폐기물을 지속적으로 줄이고 있으며, 보다 효율적인 전력 사용을 

통해 에너지 소모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니콘은 귀중한 세계를 위해 혁신적이고 환경 친화적인 제품을 개발하는데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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