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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JINON 렌즈

MK18-55mmT2.9
MKX18-55mmT2.9
MK50-135mmT2.9
MKX50-135mmT2.9
사용 설명서

소개
이 제품을 구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카메라를 사용하기 전에 설명서 내용을 충분히 읽고 숙지해주시
기 바랍니다. 제품을 사용하는 누구나 읽을 수 있는 장소에 설명서를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매뉴얼 정보
이 설명서에는 FUJINON 시네마 렌즈인 E-마운트 MK18-55mmT2.9/MK50-135mmT2.9와 X-마운트 MKX1855mmT2.9/MKX50-135mmT2.9에 대한 지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기호

Q 이 아이콘은 제품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읽어야 하는 정보를 나타냅니다.
R 이 아이콘은 제품 사용 시 도움이 될 수 있는 추가 정보를 나타냅니다.
E 이 아이콘은 E-마운트 MK18-55mmT2.9/MK50-135mmT2.9 렌즈의 지침을 나타냅니다.
X 이 아이콘은 X-마운트 MKX18-55mmT2.9/MKX50-135mmT2.9 렌즈에 대한 지침을 나타냅니다.
위의 아이콘 중 어느 것도 표시되지 않은 지침은 E-마운트 및 X-마운트 렌즈에 모두 적용됩니다.

안전상의 주의

E MK18-55mmT2.9/MK50-135mmT2.9

사용하기 전에 다음 주의사항을 꼭 읽도록 하십시오.
안전 주의사항

이 제품을 구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리, 검사 및 내부 테스트는 Fujifilm
대리점에 문의하십시오.
• 렌즈를 올바르게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제품을 사용하기 전
에 안전 주의사항과 카메라 사용설명서를 주의 깊게 읽어보시기 바랍
니다.
• 안전 주의사항을 읽은 후에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십시오.
아이콘 정보
아래 표시된 아이콘은 아이콘에 표시된 정보를 무시하고 그에 따라 제품
을 잘못 사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상이나 손상의 정도를 표시하기
위해 이 설명서에 사용됩니다.
경고
주의

이 아이콘은 해당 정보를 무시할 경우 사망이나 중상을
초래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 아이콘은 해당 정보를 무시할 경우 부상이나 물질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아래 표시된 아이콘은 준수해야 할 지침의 성격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
됩니다.
삼각형 아이콘은 해당 정보가 주의를 요한다는 점을 알려줍니
다(“중요”).
대각선 줄이 표시된 원형 아이콘은 해당 행위가 금지되어 있음
을 알려줍니다(“금지”).
느낌표가 있는 채워진 원은 해당 조치를 실시해야 함을 나타냅
니다(“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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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제품 앞면 또는 뒷면에 있는 나사산을 만지지 마십시오. 이 주의
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상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제품을 떨어뜨리거나 다른 사고로 제품이 손상된 경우 파손된
부분을 만지지 마십시오. 이 주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상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불안정한 표면 위에 두지 마십시오. 제품이 떨어져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렌즈나 카메라 뷰파인더를 통해 태양을 보지 마십시오. 이 주
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영구 시각 장애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주의

온도가 매우 높은 장소에 두지 마십시오. 제품을 밀폐된 자동차
또는 직사광선을 받는 장소에 제품을 두지 마십시오. 이 주의사
항을 지키지 않으면 화재가 발생하거나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십시오. 어린이 손에 부상
을 입을 수 있습니다.
역광을 받는 피사체를 촬영할 때 태양이 프레임을 벗어나도록
하십시오. 태양이 프레임 내에 있거나 가까이 있을 때는 햇빛이
카메라의 초점에 모아져 화재가 발생하거나 화상을 입을 수 있
습니다.
제품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렌즈 캡을 교체하고 직사광선이 비
치지 않는 장소에 보관하십시오. 렌즈를 통해 초점에 모아진 햇
빛 때문에 화재가 발생하거나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삼각대에 장착한 상태로 카메라나 렌즈를 운반하지 마십시오.
제품이 떨어지거나 다른 물체에 부딪쳐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X MKX18-55mmT2.9/MKX50-135mmT2.9

경고
욕실이나 샤워
실에서 사용하
지 마십시오.

분해하지
말것

내부 부품을
만지지 말 것

물에 담그거나 노출하지 마십시오. 이 주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화재나 감전 사고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분해하지 마십시오(케이스를 열지 말 것). 이 주의 사항을 지
키지 않으면 제품 고장으로 인해 화재, 감전 또는 부상을 초
래할 수 있습니다.
제품을 떨어뜨리거나 다른 사고로 케이스가 파손되어 내부
가 노출될 경우 노출된 부분을 만지지 마십시오. 이 주의사
항을 지키지 않고 손상된 부품에 손을 대면 감전 사고가 발
생하거나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부상이나 감전 사고에
주의하면서 카메라 배터리를 즉시 분리하고 제품을 구매처
로 가져가십시오.
불안정한 표면 위에 두지 마십시오. 제품이 떨어져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렌즈나 카메라 뷰파인더를 통해 태양을 보지 마십시오. 이
주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영구 시각 장애를 초래할 수 있
습니다.

가정에서의 전기 및 전자 장비 폐기 지침
유럽 연합,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및 리히텐슈타인: 이 제품이
나 설명서, 보증서 또는 포장에 표시된 이 기호는 제품을 가정
의 일반 쓰레기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러한 제품은 지정된 전기 및 전자 장비 재활용품 수집 장소에
폐기해야 합니다.
이 제품을 올바른 방법으로 폐기함으로써, 잘못된 폐기 방식 때문에 환경
과 신체 건강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결과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원 재활용은 천연 자원 보호에 도움이 됩니다. 이 제품의 재활용에 대
한 자세한 내용은 현지 동사무소나 생활자원 수거 담당부서 또는 제품 구
입처에 문의하십시오.
유럽 연합,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및 리히텐슈타인 이외 국가: 배터리나
축전지를 포함하여 본 제품을 폐기할 때는 현지 담당기관에 문의하여 적
절한 폐기 방법을 알아보십시오.

Korean Class B ITE
이 기기는 가정용으로 전자파적합등록을 한 기기로서 주거지역에서
는 물론 모든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의

증기나 연기에 노출되거나 습기가 많거나 매우 건조한 장소
에서 사용하거나 보관하지 마십시오. 이 주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화재나 감전 사고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직사광선에 두거나 맑은 날 밀폐된 차량 내부와 같이 고온
의 장소에 보관하지 마십시오. 이 주의사항을 지키지 않으
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십시오. 어린이 손에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젖은 손으로 만지지 마십시오. 이 주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감전 사고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역광을 받는 피사체를 촬영할 때 태양이 프레임을 벗어나도
록 하십시오. 태양이 프레임 내에 있거나 가까이 있을 때는
햇빛이 카메라의 초점에 모아져 화재가 발생하거나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제품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렌즈 캡을 교체하고 직사광선
이 비치지 않는 장소에 보관하십시오. 렌즈를 통해 초점에
모아진 햇빛 때문에 화재가 발생하거나 화상을 입을 수 있
습니다.
삼각대에 장착한 상태로 카메라나 렌즈를 운반하지 마십
시오. 제품이 떨어지거나 다른 물체에 부딪쳐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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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취급
• 렌즈 후드를 사용하는 경우 후드만 사용해 카메라를 들어 올리거나 잡지 마십시오.
• 블로어를 사용하여 렌즈 또는 필터의 유리면에 붙은 먼지와 보풀을 제거합니다. 얼룩이나 지문을 지
우려면 렌즈 클리너를 부드럽고 깨끗한 무명천이나 렌즈 클리닝 티슈에 조금 묻힌 후 중앙에서부터
바깥쪽으로 부드럽게 원을 그리며 닦아줍니다. 이때 얼룩을 남기거나 손가락으로 유리를 만지지 않
도록 주의합니다.
• 렌즈를 닦을 때 페인트 희석제나 벤젠과 같은 유기 용제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 렌즈를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앞캡과 뒷캡을 부착합니다.
• 곰팡이나 녹이 생기지 않도록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렌즈와 필터를 보관합니다. 직사광선이 비치는 곳
에 두거나 나프탈렌 또는 장뇌 탈취제와 함께 보관하지 마십시오.
• 렌즈를 건조한 상태로 유지하십시오. 렌즈에 녹이 슬면 수리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빗물과 물방울
을 닦아냅니다.
• 난방기 가까이에서나 다른 고온 장소에 렌즈를 두면 렌즈가 손상되거나 뒤틀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차가운 곳에서 고온 다습한 곳으로 렌즈를 이동할 때 렌즈 유리에 김이 서려 부옇게 될 수 있습니다.
렌즈에 김이 서리지 않도록 렌즈를 다른 장소로 이동하기 전에 이동할 장소의 주변 온도에 렌즈를 맞
추십시오.
• 렌즈 신호 접점을 깨끗하게 유지하십시오(X 렌즈에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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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즈 특징
해당 렌즈는 동영상용입니다.
E MK18-55mmT2.9/MK50-135mmT2.9
완전 수동 렌즈인 E-마운트에는 전자 접점이 없습니다. 카메라와 렌즈 사이에 데이터가 공유되지 않습
니다.
X MKX18-55mmT2.9/MKX50-135mmT2.9
완전 수동 렌즈인 X-마운트에는 전자 접점이 있습니다. 카메라와 렌즈 사이에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습
니다.

Q 렌즈가 예상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전 버전의 카메라 펌웨어에서는 일부 기능을 사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 펌웨어를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십시오. 카메라 펌웨어 버전 보기 및
카메라 펌웨어 업데이트에 대한 지침은 다음 웹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http://www.fujifilm.com/support/digital_cameras/software/#firmware
컴퓨터에 접속할 수 없다면 카메라와 함께 제공된 “FUJIFILM Worldwide Network” 자료에 명시된 지
역 판매 대리점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액세서리
E MK18-55mmT2.9/MK50-135mmT2.9
• 전면 렌즈 캡(부품 번호 BU00006892-1**)
• 후면 렌즈 캡(부품 번호 BB00038220-1**)
• 렌즈 후드(MK18-55mm: 부품 번호 BU00007497-1**/MK50-135mm: 부품 번호 BU00007584-1**)
• 렌즈 후드 캡(부품 번호 057B00742627*)
• 포장용 천(부품 번호 FZ00010454-1**)
• 줌 레버(부품 번호 047B00160740*)
• 지지 받침대 × 1(25.5mm/M3, 지지대 부착용, 부품 번호 BB00038388-1**)
• 연장 받침대 × 2(17.95mm, 지지대 부착용, 부품 번호 BB00035717-1**)
X MKX18-55mmT2.9/MKX50-135mmT2.9
• 전면 렌즈 캡(부품 번호 BU00006892-1**)
• 후면 렌즈 캡(부품 번호 BB00036846-1**)
• 렌즈 후드(MKX18-55mm: 부품 번호 BU00007497-1**/MKX50-135mm: 부품 번호 BU00007584-1**)
• 렌즈 후드 캡(부품 번호 057B00742627*)
• 포장용 천(부품 번호 FZ00010454-1**)
• 줌 레버(부품 번호 047B00160740*)
• 지지 받침대 × 1(18mm/M5, 지지대 부착용, 부품 번호 BB00041810-10*)
• 삼각대 칼라 풋(부품 번호 BF00019594-1**)

Q 예비 부품 또는 교체 부품을 주문할 때 괄호 안의 부품 번호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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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즈 구성 부품
E MK18-55mmT2.9/MK50-135mmT2.9

X MKX18-55mmT2.9/MKX50-135mmT2.9

A 렌즈 후드 캡
B 렌즈 후드(P 8)
C 후드 잠금 손잡이
D 렌즈 인덱스
E 초점 링
F 서비스 탭 소켓 × 4(M3, 길이 3mm)
G 줌링
H 조리개 링
I 매크로 스위치가 부착된 매크로 링
J 장착 마크*
* X에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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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렌즈 신호 접점*
L F.f 잠금 손잡이가 부착된 F.f(플랜지 포커스)
M 줌 레버 소켓 × 1(M3, 길이 2.8mm)
N 삼각대 풋 장착 위치 인덱스*
O 지지 받침대 소켓
P 후드 장착 마크
Q 렌즈 뒷캡
R 렌즈 앞캡
S 삼각대 칼라 풋*
T 삼각대 풋 장착 나사*

액세서리 부착
E X 줌 레버 부착
줌 레버를 줌 레버 소켓에 부착합니다. 레버를 소켓에
단단히 조입니다.

E 지지 받침대 및 연장 받침대 부착
지지 받침대는 렌즈를 지지대에 부착할 때 사용됩니
다(타사 공급 업체에서 별도로 구입 가능). 지지 받침
대를 지지 받침대 소켓에 부착합니다.
예

A 렌즈
B 카메라
C 지지대
D 지지/연장 받침대

R 지지 받침대 길이가 충분하지 않으면 연장 받침대
를 사용하십시오.

X 지지 받침대 부착
지지 받침대는 렌즈를 지지대에 부착할 때 사용됩니
다(타사 공급 업체에서 별도로 구입 가능). 지지 받침
대를 지지 받침대 소켓에 부착합니다.
예

A 렌즈
B 카메라
C 지지대
D 지지 받침대
X 삼각대 칼라 풋 부착
삼각대 칼라 풋에 있는 핀을 삼각대 풋 장착 위치 인덱스에 정렬하고 삼각대 풋 장착 나사를 조여줍니다.

삼각대 칼라 풋을 삼각대에 부착할 때 해당 표
시를 삼각대 부착 나사 위치에 대한 기준으로
사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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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즈를 카메라에 연결
E예

X예

1

카메라에서 바디 캡을, 렌즈에서 뒷캡을 제거합니
다.

2

렌즈 인덱스(E) 또는 장착 마크(X)를 카메라 본체
의 장착 마크에 맞춘 상태에서 렌즈를 마운트에 둡
니다.

Q 카메라 본체에 장착 마크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E
에만 해당).

• 렌즈를 부착할 때 먼지나 기타 이물질이 카메라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십시오.
• 카메라의 내부 부품을 만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 딸깍 소리가 나며 고정될 때까지 렌즈를 돌리십시오.
• 렌즈를 부착하는 동안 렌즈 분리 버튼을 누르지 마십시오.

Q 렌즈를 처음 사용하기 전이나 렌즈를 다른 카메라에 연결한 후 플랜지 후면 거리(P 10)를 측정하
십시오.

Q 렌즈 부착 절차는 카메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렌즈 후드
EX예

후드 장착 마크

후드 부착
• 후드 잠금 손잡이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서 풀
어줍니다.
• 돌출된 부분에 닿을 때까지 후드를 렌즈에 밀어 넣습
니다.
• 후드를 돌려 잠금 손잡이를 렌즈의 후드 장착 마크
에 맞추십시오.
• 잠금 손잡이를 조여줍니다.

■

후드 제거
• 후드 잠금 손잡이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서 풀
어줍니다.
• 렌즈에서 후드를 앞으로 똑바로 밀어서 빼냅니다.

■

후드 잠금 손잡이
렌즈마다 후드의 모양이 다릅니다. 올바른 후
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Q 렌즈 후드와 함께 렌즈 후드 캡을 사용하
십시오.

Q 잘못된 후드를 사용하면 비네팅 현상이나
기타 원치 않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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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MK 18-55 mm
X MKX 18-55 mm

E MK 50-135 mm
X MKX 50-135 mm

렌즈 컨트롤

Q 렌즈에 물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사용하기 전에 물기를 제거하십시오.
EX줌
줌 링을 돌려 피사체를 축소(A)하면 프레임에서 표시 E
되는 영역이 늘어나고 피사체를 확대(B)하면 피사체
가 프레임의 넓은 영역을 채웁니다.
E X 조리개
조리개 링을 돌려 조리개 구경의 크기를 줄이면 (C)
조리개 값이 커지고 조리개가 좁아지며 조리개 구경의
크기를 늘이면 (D) 조리개 값이 작아지고 조리개가 넓
어집니다.
E X 초점
초점 링을 돌려 초점을 조정하십시오. 링을 돌려 초점 X
거리를 줄이거나 (E) 늘입니다 (F).

E X 매크로 줌
A 최소 초점 거리에 이를 때까지 초점 링을 돌려줍니 E
다.
B 그림과 같이 매크로 스위치를 밀어 해당 위치에 두
고 그림과 같은 방향으로 매크로 링을 돌려줍니다.
C 줌 링을 돌려 초점 위치를 선택합니다.
참고: 렌즈는 매크로 위치와 정상 위치 사이에 있는 매
크로 링과 함께 사용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최소 초점
거리와 초점 범위는 매크로 위치와 정상 위치 사이가
됩니다.
매크로 줌 종료: 매크로 스위치가 제자리에 걸릴 때까
지 표시된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매크로 링을 돌려줍
니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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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랜지 후면 거리 조절
플랜지 후면 거리는 렌즈 장착 플랜지와 초점면 사이의 거리입니다. 카메라 및 주변 온도와 같은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플랜지 후면 거리가 올바르지 않으면 확대하거나 축소할 때 카메라가 올바른
거리로 초점을 맞추지 못합니다. 플랜지 후면 거리를 수정하려면 아래 단계를 따르십시오.
E X 준비
1 피사체를 준비하십시오. 흑백 방사 스포크 패턴인 “지멘스 스타”를 사용할 수 있으며 http://www.
fujifilm.com/support/optical_devices/tv_cine/resources/ 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접속할
수 없으면 흑백 달력과 같이 콘트라스트가 강한 피사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렌즈를 카메라에 연결하고 최대 조리개를 선택하십시오.

Q 최대 조리개를 선택하면 피사계 심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초점을 쉽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플랜
지 후면 거리를 조정할 때 최대한 정확하게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E X 조정 수행
1 F.f 잠금 손잡이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서 풀어줍니다.

2
3

끝까지 축소합니다.

4
5
6
7

끝까지 확대합니다.

8

F.f 잠금 손잡이를 사용하여 F.f 링을 돌려 지멘스 스타에 초점을 맞춥니다. 흑백 스포크가 가장 선명
한 위치를 찾습니다.
지멘스 스타에 초점을 맞춥니다.
끝까지 축소하여 초점 위치가 3단계에서와 동일한 지 확인합니다.
2-6단계를 두세 번 반복합니다. 최적의 초점 위치가 모든 초점 거리에서 동일하면 조정이 완료됩니
다. 그렇지 않은 경우 추가 조정이 필요하므로 2단계로 돌아가야 합니다.
조정이 완료되면 F.f 잠금 장치 손잡이를 단단히 조여줍니다.
공장에서 측정한 기준 플랜지 후면 거리
가 표시되어 있는 “F.f” 스티커가 제품 출
하 전에 렌즈에 부착됩니다.

최대 조리개

피사체를 약 3m 거리에
둡니다.

F.f 잠금 손잡이

F.f 링

Q 어두운 곳에서는 조정을 수행하기 전에 카메라의 ISO 감도를 높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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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사 액세서리
호환되는 타사 액세서리에 대한 최신 정보는 다음 웹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 http://www.fujifilm.com/support/optical_devices/tv_cine/resources/
X http://www.fujifilm.com/support/digital_cameras/compatibility/index.html

수리 및 서비스
E MK18-55mmT2.9/MK50-135mmT2.9의 구매자는 다음 URL을 참조하십시오.
http://www.fujifilm.com/support/optical_devices/tv_cine/pdf/index/Tv_Cine_Lenses_Contact_Us.pdf
X MKX18-55mmT2.9/MKX50-135mmT2.9의 구매자는 제품과 함께 제공되는 정보 시트 또는 다음 URL을
참조하십시오.
http://www.fujifilm.com/cont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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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양
유형
렌즈 마운트
초점 길이
확대/축소 배율
최대 구경비(F-No.)
최소 T-스톱
조리개 범위
이미지 적용 범위
플랜지 백(공기 중)
조정 가능한 범위
최소 피사체 거리 (초점면에서)
매크로 모드
시야각*
대각선
*1 28.5mm 이미지 센서가 포함됩니
다.
*2 촬영 각도 등으로 인해 화각이 달
라질 수 있습니다.
유효한 렌즈 직경
전면 요소
후면 요소
조리개 제어
줌 제어
초점 제어
전체 길이

E MK 18–55 mmT2.9
X MKX 18–55 mmT2.9

E MK 50–135 mmT2.9
X MK X50–135 mmT2.9

E E 마운트
X X 마운트
18–55mm
3.0×
F2.8
T2.9
T2.9–T22, 닫힘
28.5mm
E 18mm
X 17.7mm
±0.2mm
0.85m
0.38m

1.2m
0.85m

76.7°–29.1°

31.8°–12.1°

56.0mm
27.0mm
수동(링은 최대 60° 회전)
수동(링은 최대 90° 회전)
수동(링은 최대 200° 회전)
E 206.3mm
X 206.6mm
무게(근사치이며 렌즈 캡, 후드, 지지/ E 965g
연장 받침 및 삼각대 칼라 풋 제외) X 1080g
렌즈 전면의 외경
85mm
필터 직경
82mm
0.8M
기어 피치 (조리개, 줌, 초점)
블레이드 수
9

50–135mm
2.7×

55.0mm
24.6mm

Q 예고 없이 사양 및 외관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Q 렌즈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따라 카메라 초점 거리 표시기(“거리 표시기”)로 표시되는 거리와
실제 초점 거리가 다를 수 있습니다. “거리 표시기”는 지침으로만 사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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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형 보기
E MK 18–55 mmT2.9와 MK 50–135 mmT2.9의 외형 치수는 같습니다.
마운트 표면에서 206.3

5.2
106.8

12
11

77.4
52

필터 부착 직경 M82 × 0.75

⌀85 렌즈 전면의 배럴 직경

⌀87 최대 외경

10

지지 받침대 부착 위치까지 92.8

X MKX 18–55 mmT2.9와 MKX 50–135 mmT2.9의 외형 치수는 같습니다.
마운트 표면에서 206.6

4.6

115.2

8

80.6

7.9

53.7

필터 부착 직경 M82 × 0.75

⌀85 렌즈 전면의 배럴 직경

⌀87 최대 외경

7.5

지지 받침대 부착 위치까지 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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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o

FUJIFILM Worldwide Network
E MK18–55mmT2.9/MK50–135mmT2.9의 구매자는 다음 URL을 참조하십시오.
http://www.fujifilm.com/support/optical_devices/tv_cine/pdf/index/Tv_Cine_Lenses_Contact_Us.pdf
X MKX18–55mmT2.9/MKX50–135mmT2.9의 구매자는 제품과 함께 제공되는 정보 시트 또는 다음 URL을
참조하십시오.
http://www.fujifilm.com/contact/

7-3, AKASAKA 9-CHOME, MINATO-KU, TOKYO
107-0052, JAPA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