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상의 주의
사용하기 전에 다음 주의사항을 꼭 읽도록 하십시오.

주의
이 카메라를 오일 증기, 증기, 습기 또는 먼지가 많은 장소에서 사용하지 마십시오. 화재 또는 감전 사고
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카메라를 온도가 매우 높은 장소에 두지 마십시오. 밀폐된 자동차 또는 직사광선을 받는 장소에 카메
라를 두지 마십시오. 이 경우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 위에 무거운 물체를 올려 놓지 마십시오. 이 경우 무거운 물체가 넘어지거나 떨어져서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AC 전원 어댑터가 연결된 상태에서 카메라를 움직이지 마십시오. AC 전원 어댑터에서 분리할 때 연결
코드를 잡아당기지 마십시오. 이 경우 전원 코드나 케이블이 손상되어 화재나 감전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 또는 AC 전원 어댑터를 천이나 담요로 감싸지 마십시오. 이 경우 열이 축적되어 케이스가 비틀어
지거나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플러그가 손상되었거나 콘센트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지 않으면 플러그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이 주의
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화재나 감전 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카메라를 청소할 때나 오랫동안 카메라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배터리를 제거하고 AC 전원 어댑터를 분리
해서 플러그를 빼두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으면 화재나 감전 사고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충전이 완료되면 전원 콘센트에서 충전기 플러그를 빼십시오. 충전기의 플러그를 전원 콘센트에 계속
연결시켜 두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메모리 카드를 꺼낼 때 카드가 슬롯에서 갑자기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카드를 손가락으로 잡고 천천히
빼내십시오. 튀어나온 카드에 맞아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카메라 내부 점검 테스트와 청소를 요청하십시오. 카메라에 먼지가 쌓이면 화재나 감전 사
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년마다 한 번 씩 Fujifilm 대리점에 연락하여 내부 청소를 요청하십시오. 이것
은 무료 서비스가 아닙니다.

안전 주의사항

• 카메라를 올바르게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안전주의 사항과 사용설명서를 주의
깊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안전 주의사항을 읽은 후에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십시오.
아이콘 정보
아래 표시된 아이콘은 아이콘에 표시된 정보를 무시하고 그에 따라 제품을 잘못 사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
상이나 손상의 정도를 표시하기 위해 이 설명서에 사용됩니다.
경고

이 아이콘은 해당 정보를 무시할 경우 사망이나 중상을 초래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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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표시된 아이콘은 준수해야 할 지침의 성격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됩니다.
삼각형 아이콘은 해당 정보가 주의를 요한다는 점을 알려줍니다("중요").
대각선 줄이 표시된 원형 아이콘은 해당 행위가 금지되어 있음을 알려줍니다("금지").
느낌표가 있는 채워진 원은 해당 조치를 실시해야 함을 나타냅니다("필수").

경고
전원 소켓에
서 플러그를
뺄것

문제가 발생할 경우 카메라를 끄고 배터리를 분리하고 AC 전원 어댑터의 연결을 끊고 플러그를 빼십시
오. 연기가 나거나 이상한 냄새가 나거나 다른 비정상적인 상태일 경우 카메라를 계속해서 사용하면
화재 또는 감전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Fujifilm 대리점에 문의하십시오.
카메라에 물이나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십시오. 카메라 내부에 물이나 이물질이 들어간 경우, 카
메라 전원을 끄고 배터리를 제거하고 AC 전원 어댑터의 연결을 끊고 플러그를 빼십시오. 카메라를 계
속해서 사용하면 화재나 감전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Fujifilm 대리점에 문의하십시오.

욕실이나 샤
워실에서 사
용하지 마십
시오.

분해하지
말것

내부 부품
을 만지지
말것

욕실이나 샤워실에서 카메라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화재 또는 감전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를 잘못 교체하면 폭발의 위험이 있습니다. 동일한 유형의 배터리로만 교체하십시오.
배터리 및 전원 공급 장치
참고: 카메라에 사용되는 배터리의 유형을 확인하고 해당 부분을 참조하십시오.
경고: 햇빛, 화재 등과 같이 과도한 열에 배터리를 노출시키지 마십시오.
아래에서는 배터리의 올바른 사용법과 배터리 수명을 늘리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배터리를 잘못 사용하면
배터리 수명이 줄거나 배터리액이 누출되거나 과열, 화재 또는 폭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리튬이온 배터리

충전식 리튬이온 배터리를 사용하는 카메라일 경우 이 부분을 참조하십시오.
카메라를 개조하거나 분해하지 마십시오(케이스를 절대 열지 말 것). 이 주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화재
나 감전 사고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제공 시 배터리는 충전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용하기 전에 배터리를 충전하십시오. 사용하지 않을 경우 배터리를
케이스에 보관하십시오.
■ 배터리의 특징
사용하지 않는 동안에도 배터리는 서서히 방전됩니다. 사용하기 전에 배터리를 1-2일 정도 충전합니다.

제품을 떨어뜨리거나 다른 사고로 케이스가 파손되어 내부가 노출될 경우 노출된 부분을 만지지 마십시
오. 이 주의사항을 지키지 않고 손상된 부품에 손을 대면 감전 사고가 발생하거나 부상을 입을 수 있습
니다. 부상이나 감전 사고에 주의하면서 배터리를 즉시 분리하고 제품을 구매처로 가져가십시오.
연결 코드를 변경하거나 가열하거나 과도하게 비틀거나 당기지 말고 연결 코드에 무거운 물체를 올려
놓지 마십시오. 이로 인해 코드가 손상되어 화재나 감전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코드가 손상되면
Fujifilm 대리점에 문의하십시오.
불안정한 표면 위에 카메라를 올려놓지 마십시오. 카메라가 떨어지거나 넘어져 부상을 입을 수 있습
니다.
움직이면서 사진을 촬영하지 마십시오. 걷거나 운전하면서 카메라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넘어지거나
교통사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뇌우가 치는 동안 카메라의 금속 부품을 만지지 마십시오. 번개 방전으로 유도된 전류에 의해 감전 사
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정된 배터리 이외의 배터리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표시기에 표시된 대로 배터리를 끼우십시오.
배터리를 분해, 개조하거나 열을 가하지 마십시오. 배터리를 떨어뜨리거나, 치거나, 던지지 마십시오.
배터리가 강한 충격을 받게 됩니다. 누출, 변형, 변색 또는 다른 이상 징후를 보이는 배터리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충전식 배터리는 지정된 충전기만 사용하여 충전하고 비 충전식 리튬 이온 또는 알카라인 배
터리를 충전하지 마십시오. 배터리를 단락시키거나 금속체와 함께 보관하지 마십시오. 이 주의 사항
을 지키지 않으면 배터리가 과열, 발화, 파열 또는 누출되어 화재, 화상 또는 기타 부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카메라와 함께 사용하도록 지정된 전용 배터리 또는 AC 전원 어댑터만 사용하십시오. 표시된 전원 전
압 이외의 전압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다른 전원을 사용할 경우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가 누출되어 누액이 눈에 들어가거나 피부나 옷에 묻으면 해당 부위를 깨끗한 물로 씻고 즉시 의
사에게 진찰을 받거나 응급실에 연락하십시오.
지정된 제품 이외의 배터리 충전기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제공된 충전기는 카메라와 함께 제공된 배터리 유
형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 배터리 또는 다른 종류의 충전지를 충전하는 충전기를 사용하면 배터리
과열이나 폭발, 누출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눈 너무 가까이에서 플래시를 사용하면 시각 장애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유아와 어린이를 촬영
할 때 특히 주의하십시오.
뜨거운 표면에 장시간 접촉하지 마십시오. 이 주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특히 고온 환경에서 사용하거
나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거나 감각 장애가 있는 사용자가 사용할 경우 저온 화상을 입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삼각대를 사용하거나 유사한 예방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품이 켜져 있을 때는 오랜 시간 동안 신체 일부분이 제품과 접촉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이 주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특히 고온 환경에서 오랜 시간 동안 사용하거나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거나 감각 장애
가 있는 사용자가 사용할 경우 저온 화상을 입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삼각대를 사용하거나 유사한 예방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연성 물체, 폭발 가스 또는 분진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배터리를 휴대할 때는 디지털 카메라에 설치하거나 하드 케이스에 넣으십시오. 배터리를 보관할 때는
하드 케이스에 넣어 보관하십시오. 폐기할 때는 절연 테이프로 배터리 단자를 감싸주십시오. 다른 금속
물체나 배터리와 접촉하면 배터리가 발화되거나 폭발할 수 있습니다.
메모리 카드, 핫 슈 및 기타 소형 부품은 어린 아이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십시오. 작은 부품을 삼
킬 수 있으므로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십시오. 어린이가 작은 부품을 삼킨 경우에는 의
사의 치료를 받거나 응급 구조대에 연락하십시오.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십시오. 스트랩과 플래시는 부상을 초래할 수 있는 요소로 목에
스트랩이 감겨 질식할 수 있으며, 플래시로 시력 장애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항공사와 병원 직원의 지시를 따르십시오. 본 제품은 무선 주파수를 방출할 수 있으므로 탐색 또는 의
료 장비에 간섭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을 경우 카메라를 꺼두면 배터리 수명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온도가 낮을 경우 배터리 용량이 줄어들며 추운 날씨에는 방전된 배터리가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완전히
충전된 예비 배터리를 따뜻한 곳에 보관하고 필요한 경우 교체하거나 배터리를 주머니 안이나 그 외의 따뜻한
곳에 넣어 두었다가 촬영할 때만 카메라에 장착합니다. 손난로나 다른 난방기구에 직접 닿는 곳에 배터리를 두
지 마십시오.
■ 배터리 충전
제공된 배터리 충전기로 배터리를 충전합니다. +10 ℃ 이하 또는 +35 °C 이상의 주위 온도에서 충전할 경우 충전 시
간이 늘어납니다. +40 °C 이상의 온도에서는 배터리를 충전하지 마십시오. +5 °C 이하의 온도에서는 배터리가 충전
되지 않습니다.
완전히 충전된 배터리를 충전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충전하기 전에 배터리를 완전히 방전할 필요는 없습니다.
충전 직후 또는 사용 직후에는 배터리가 따뜻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상입니다.
■ 배터리 수명
정상 온도에서는 배터리를 300회 이상 재충전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 전류 유지 시간이 크게 줄어들 경
우에는 배터리 수명이 다했음을 의미하므로 교체해야 합니다.
■ 보관
배터리를 완전히 충전한 상태에서 오랫동안 보관할 경우 배터리 성능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배터리를 보관하기
전에 배터리를 방전하십시오.
카메라를 장시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배터리를 분리하여 주위 온도가 +15 °C ~ +25 °C인 건조한 장소에 보관
하십시오. 배터리를 온도가 높거나 매우 낮은 장소에 두지 마십시오.
■ 주의사항: 배터리 취급

• 배터리를 목걸이나 머리핀과 같은 금속 물체와 함께 가지고 다니거나 보관하지 마십시오.
• 배터리를 화염이나 열에 노출시키지 마십시오.
• 배터리를 분해하거나 개조하지 마십시오.
• 지정된 충전기로만 배터리를 충전하십시오.
• 수명이 다한 배터리는 즉시 폐기하십시오.
• 배터리를 떨어뜨리거나 배터리에 강한 충격을 가하지 마십시오.
• 배터리를 물에 닿지 않게 하십시오.
• 배터리 단자를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십시오.
• 배터리를 오랫동안 사용할 경우 배터리와 카메라 본체가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상입니다.
■ 주의사항: 폐기
사용한 배터리는 현지 규정에 따라 폐기하십시오. 배터리를 올바르게 폐기하지 않으면 환경이 심각하게 오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배터리 장치는 적당한 온도에서 사용하십시오.
AC 전원 어댑터
이 카메라와 함께 사용하도록 지정된 전용 Fujifilm AC 전원 어댑터만 사용하십시오. 다른 어댑터를 사용할 경우
카메라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 AC 전원 어댑터는 실내 전용입니다.
• DC 플러그가 카메라에 단단히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어댑터를 분리하기 전에 카메라를 끄십시오. 케이블이 아닌 플러그로 어댑터를 분리합니다.
• 카메라를 다른 기기와 함께 사용하지 마십시오.
• 분해하지 마십시오.
• 높은 열과 습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 배터리에 강한 충격을 가하지 마십시오.
• 사용 중에 어댑터에서 윙윙 소리가 나거나 만지면 뜨거울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상입니다.
• 어댑터로 인해 무선 간섭이 발생하는 경우, 수신 안테나의 방향이나 위치를 변경하십시오.

안전상의 주의
카메라 사용

무선 네트워크 및 Bluetooth 장치: 주의사항

• 맑은 하늘의 태양과 같이 지나치게 밝은 광원을 향해 카메라의 초점을 맞추지 마십시오. 이 주의사항을 지키지

중요사항: 카메라 내장 무선 송신기를 사용하기 전에 다음 주의사항을 숙지하십시오.

• 뷰파인더를 통해 초점에 모아진 강한 햇빛 때문에 전자식 뷰파인더(EVF)의 패널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태양을

Q 미국에서 개발한 암호화 기능이 있는 이 제품은 미국 수출관리규정의 규제를 받으며 미국에서 지정한 수출 금
지 국가에 수출 또는 재수출할 수 없습니다.

않으면 카메라 이미지 센서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향해 전자식 뷰파인더를 조준하지 마십시오.

• 무선 네트워크 또는 Bluetooth 장치만 사용하십시오. Fujifilm은 무단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책임을

테스트 촬영
중요한 행사에서 사진을 촬영할 경우(결혼식, 해외 여행 등) 항상 테스트 촬영을 통해 카메라가 정상 작동하는
지 확인하십시오. FUJIFILM Corporation은 본 제품의 고장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 또는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
습니다.
저작권에 대한 참고사항
디지털 카메라 시스템을 사용하여 녹화된 이미지는 개인적인 용도를 제외하고 저작권 소유자의 동의 없이 저작
권법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개인적인 용도라도 무대 공연, 오락 및 전시회의 촬영에는 일부
제약사항이 적용됩니다. 또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이미지나 데이터가 포함된 메모리 카드를 양도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규정된 제약사항 이내에서만 허용됩니다.
취급
이미지를 정확하게 녹화하려면 이미지를 녹화하는 동안 카메라가 충격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액정
화면이 손상된 경우 액정에 몸이 닿지 않게 주의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제시된 지침을 신
속히 따르십시오.
• 액정이 피부에 닿을 경우, 해당 부위를 헝겊으로 닦아낸 다음 비누와 흐르는 물을 사용해서 씻어내십시오.
• 액정이 눈에 들어갔을 경우, 액정이 들어간 눈을 깨끗한 물로 최소한 15분 동안 깨끗이 씻어낸 다음 의사의 진
찰을 받으십시오.
• 액정을 삼킨 경우, 물로 입안을 헹구십시오. 많은 양의 물을 마시고 구토를 유발한 다음 의사의 진료를 받으십
시오.
디스플레이는 매우 고정밀 기술로 제조되어 있음에도 항상 켜져 있거나 켜지지 않는 픽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상이며 촬영한 이미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상표 정보
디지털 분할 이미지는 FUJIFILM Corporation의 상표 또는 등록 상표입니다. Digital Micro Prism은 FUJIFILM
Corporation의 상표 또는 등록 상표입니다. xD-Picture Card와 E는 FUJIFILM Corporation의 상표입니다. 이 설명
서에 수록된 서체는 DynaComware Taiwan Inc.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한 것입니다. Mac, OS X 및 macOS는 미국 및 다
른 국가에서 Apple Inc.의 상표입니다. Windows는 미국 및 기타 국가에서 Microsoft Corporation의 등록 상표입니
다. Adobe, Adobe 로고, Photoshop 및 Lightroom은 미국 및 기타 국가에서 Adobe Systems Incorporated의 상표 또
는 등록 상표입니다. Wi-Fi®와 Wi-Fi Protected Setup®은 Wi-Fi Alliance의 등록 상표입니다. Bluetooth® 상표 및 로고는
Bluetooth SIG, Inc.가 소유한 등록 상표이며 Fujifilm은 해당 상표에 대한 모든 권리를 보유합니다. SDHC 및 SDXC 로
고는 SD-3C, LLC.의 상표입니다. HDMI 로고는 HDMI Licensing LLC의 상표 또는 등록 상표입니다. 이 설명서에 언급
된 기타 모든 상표명은 각 소유권자의 상표 또는 등록 상표입니다.
전기 간섭
이 카메라를 병원이나 비행기 안에서 사용할 경우 간섭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카메라를 병원이나 비행기 내에서
사용하기 전에 병원 또는 항공사 직원에게 문의하십시오.
컬러 텔레비전 시스템
NTSC(National Television System Committee: 미국 텔레비전 방송규격 심의회)는 미국, 캐나다 및 일본에서 채택하
고 있는 컬러 텔레비전 방송 규격입니다. PAL(Phase Alternation by Line)은 주로 유럽과 중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컬
러 텔레비전 방송 규격입니다.
Exif Print(Exif 버전 2.3)
Exif Print는 인쇄 중에 최적의 색재현을 위해 사용되는 촬영 정보가 포함된 새로 개정된 디지털 카메라 파일 형식
입니다.
중요 사항: 소프트웨어 사용 전에 꼭 읽을 것
관할 당국의 허가 없이 라이선스 소프트웨어의 전체 또는 일부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수출하는 것은 금지되
어 있습니다.

주의사항

지지 않습니다. 인명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료 장비 또는 기타 시스템과 같이 높은 수준의 신
뢰성을 요하는 기기에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무선 네트워크 또는 Bluetooth 장치가 제공한 것보다 높은 신뢰성
을 요구하는 컴퓨터 및 기타 시스템에서 이 제품을 사용할 경우 안전을 보장하고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
한 모든 예방조치를 취하십시오.
• 장치를 구매한 국가에서만 사용하십시오. 이 장치는 장치를 구입한 국가의 무선 네트워크 및 Bluetooth 장치 관
리 규정을 준수합니다. 장치를 사용할 때는 모든 현지 규정을 준수하십시오. Fujifilm은 다른 관할권에서 사용함
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자기장, 정전기, 전파 간섭이 일어나는 장소에서는 장치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전자 레인지 근처 또는 무선 신호
의 수신을 방해하는 자기장, 정전기, 전파 간섭이 발생하는 기타 장소에서 송신기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2.4 GHz
대역에서 동작하는 다른 무선 장치 가까이에서 송신기를 사용할 경우 상호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보안: 무선 네트워크 및 Bluetooth 장치는 무선을 통해 데이터를 전송하므로 유선 네트워크보다 보안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 장치에 표시되어 있어도 액세스가 허가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액세스 권한이 없는 알 수 없는
네트워크 또는 네트워크에 연결하지 마십시오. 액세스 권한이 있는 네트워크에만 연결하십시오.
- 무선 전송은 타사의 차단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 다음과 같은 행위는 법률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장치 분해 또는 개조
- 장치 인증 레이블 제거
• 이 장치는 상업용, 교육용, 의료용 기기 및 무선 송신기와 동일한 주파수에서 작동합니다. 또한 이 장치는 조립 라
인의 RFID 추적 시스템 및 기타 유사 기기에서 사용되는 인가된 송신기와 인가되지 않은 특별 저전압 송신기와
동일한 주파수에서 작동합니다.
• 상기 장치와의 간섭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주의사항을 준수하십시오. 이 장치를 사용하기 전에 RFID 송신기가 작
동하지 않는지 확인하십시오. 기기가 RFID 추적에 사용되는 인가된 송신기에서 간섭을 일으키는 것이 관찰될
경우 즉시 해당 주파수 사용을 중단하고 기기를 다른 장소로 이동하십시오. 이 장치가 저전압 RFID 추적 시스템
에 간섭을 일으키면 Fujifilm 대리점에 문의하십시오.
• 비행기 안에서 이 장치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카메라가 꺼진 상태에서도 Bluetooth가 켜져 있을 수 있습니다.
Bluetooth는 D 접속 설정 > Bluetooth 설정 > Bluetooth ON/OFF에서 OFF를 선택하여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B급기기 (가정용 방송통신 기자재)
이기기는 가정용(B급)전자파적합기기로서 주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모든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해당 무선설비는 운용 중 전파혼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인명안전과 관련된 서비스는 할 수 없습니다.
NP-T125
제조년월일
전지표면에 표기

AAAA─AA─AAAAAA
사양 개정 내역(원본=A, 개정 1=B, 개정 2=C)
제조 년도

제조 장소
제조월

*

제조일

* PANASONIC ENERGY(WUXI)=PEW, PECW=PEW

자율안전확인사항

• 자율안전확인신고번호
• 자율안전확인신고기관명
• 자율안전확인신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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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나 감전 사고를 방지하려면 카메라를 비가 오는 곳이나 습기가 찬 곳에서 사용하지 마십시오.

사용상 주의사항

카메라를 사용하기 전에 "안전 주의사항"을 읽고 숙지하여 주십시오.

<경고> 발열, 화재, 폭발 등의 위험을 수반할 수 있으니 다음 사항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캐나다 고객의 경우
CAN ICES-3 (B)/NMB-3(B)
주의: 이 B등급 디지털 장치는 Canadian ICES-003을 준수합니다.
캐나다 산업부 보고서: 이 장치는 캐나다 산업부 라이선스 면제 RSS를 준수합니다. 작동 시 다음 두 가지 조건에 따
릅니다. (1) 본 장치는 간섭을 일으키지 않으며, (2) 본 장치는 원하지 않는 작동을 유발할 수 있는 간섭을 포함하여
모든 간섭을 수용해야 합니다.
본 장치와 안테나는 테스트된 내장 라디오를 제외하고 함께 배치하거나 다른 안테나나 송신기와 함께 작동할 수
없습니다. 국가 코드 선택 기능은 미국/캐나다에서 판매되는 제품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전자파 노출 보고: 사용 가능한 과학적 근거에 따르면 어떠한 건강 문제도 저전력 무선 장치 사용과 연관되어 있
다는 사실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저전력 무선 장치가 절대적으로 안전하다는 근거도 없습니다. 저전력 무선
장치를 사용하는 동안 이 장치는 마이크로파 범위에서 낮은 수준의 무선 주파수 에너지(RF)를 방출합니다. 고수준
의 RF는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생체 조직 가열), 저수준의 RF 노출은 조직 가열 효과를 유발하지 않고 건강
에 주는 부정적인 영향은 아직 알려진 바 없습니다. 낮은 수준의 RF 노출에 대해 많은 연구가 있었지만 어떠한 생
물학적 영향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일부 연구에서 약간의 생물학적 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추
가 연구를 통해 그러한 결과를 확인한 적은 없었습니다. GFX 50R는 테스트를 마쳤고 통제되지 않는 환경에서의 IC
전자파 노출 제한을 준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IC 무선 주파수(RF) 노출 규칙의 RSS-102를 충족시킵니다.
개인 가정에서 전기전자 기기의 폐기
유럽 연합,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 제품이나 설명서, 보증서 또는 포장에 이 기호가 표시
되어 있으면 해당 제품을 생활폐기물로 처리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제품은 지정된 전기전
자 기기 재활용품 수거 장소에 폐기해야 합니다.
이 제품을 올바른 방법으로 폐기하면 잘못된 폐기 때문에 환경 및 신체 건강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나 축전지에 표시된 이 기호는 해당 배터리를 생활 폐기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
다.
쉽게 제거 가능한 배터리나 축전지가 들어 있는 기기는 현지 규정에 따라 폐기하십시오.
자원 재활용은 천연 자원 보호에 도움이 됩니다. 이 제품의 재활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현지 관할기
관이나 생활폐기물 수거 업체 또는 제품 구입처에 문의하십시오.
유럽 연합,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및 리히텐슈타인 이외 국가 : 배터리나 축전지를 포함하여 본 제품을 폐기할 때
는 현지 담당기관에 문의하여 적절한 폐기 방법을 알아보십시오.
일본: 배터리에 표시된 이 기호는 배터리를 별도로 폐기해야 함을 나타냅니다.

a)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할 정도의 부풀음이 발생된 전지는 위험할 수 있으므로 제조자 또는판매자로 즉시 문의할 것
b) 지정된 정품 충전기만을 사용할 것
c) 화기에 가까이 하지 말 것(전자레인지에 넣지 말 것)
d) 여름철 자동차 내부에 방치하지 말 것
e) 찜질방 등 고온다습한 곳에서 보관, 사용하지 말 것
f ) 이불, 전기장판, 카펫 위에 올려 놓고 장시간 사용하지 말 것
g) 전원을 켠 상태로 밀폐된 공간에 장시간 보관하지 말 것
h) 전지 단자에 목걸이, 동전, 열쇠, 시계 등 금속 제품이 닿지 않도록 주의할 것
i) 휴대 기기, 제조 업체가 보증한 리튬2차전지 사용할 것
j) 분해, 압착, 관통 등의 행위를 하지 말 것
k) 높은 곳에서 떨어뜨리는 등 비정상적 충격을 주지 말 것.
l) 60°C이상의 고온에 노출하지 말 것
m) 습기에 접촉되지 않도록 할 것
n) 폐기 지침 사용이 끝난 전지는 나라 혹은 지방 자치체의 법령에 따라서 폐기하는 것
o) 충전 방법에 대한 권고 지침 전용 충전기 또는 본체 기기 사용하는 것 혹은 취급 설명서의 설명에 따르는 것

안전상의 주의
렌즈를 사용하기 전에 다음 주의사항을 꼭 읽도록 하십시오.
안전 주의사항
• 렌즈를 올바르게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안전 주의사항과 카메라 사용설명서를
주의 깊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안전 주의사항을 읽은 후에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십시오.
아이콘 정보
아래 표시된 아이콘은 아이콘에 표시된 정보를 무시하고 그에 따라 제품을 잘못 사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
상이나 손상의 정도를 표시하기 위해 이 설명서에 사용됩니다.
경고

이 아이콘은 해당 정보를 무시할 경우 사망이나 중상을 초래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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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표시된 아이콘은 준수해야 할 지침의 성격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됩니다.
삼각형 아이콘은 해당 정보가 주의를 요한다는 점을 알려줍니다("중요").
대각선 줄이 표시된 원형 아이콘은 해당 행위가 금지되어 있음을 알려줍니다("금지").
느낌표가 있는 채워진 원은 해당 조치를 실시해야 함을 나타냅니다("필수").

경고
담그지 마십시오.

분해하지 말 것

내부 부품을 만
지지 말 것

물에 담그거나 노출하지 마십시오. 이 주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화재나 감전 사고를 초래할 수 있
습니다.
분해하지 마십시오(케이스를 열지 말 것). 이 주의 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제품 고장으로 인해 화재,
감전, 부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제품을 떨어뜨리거나 다른 사고로 케이스가 파손되어 내부가 노출될 경우 노출된 부분을 만지지 마
십시오. 이 주의사항을 지키지 않고 손상된 부품에 손을 대면 감전 사고가 발생하거나 부상을 입
을 수 있습니다. 부상이나 감전 사고에 주의하면서 배터리를 즉시 분리하고 제품을 구매처로 가져
가십시오.
불안정한 표면 위에 두지 마십시오. 제품이 떨어져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렌즈나 카메라 뷰파인더를 통해 태양을 보지 마십시오. 이 주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영구 시각 장
애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주의
증기나 연기에 노출되거나 습기가 많거나 매우 건조한 장소에서 사용하거나 보관하지 마십시오. 이
주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화재나 감전 사고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직사광선에 두거나 맑은 날 밀폐된 차량 내부와 같이 고온의 장소에 보관하지 마십시오. 이 주의 사
항을 지키지 않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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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벗어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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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사광선이 비치지 않는 장소에 보관하십시오. 렌즈
를 통해 초점에 모아진 햇빛 때문에 화재가 발생하거나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삼각대에 장착한 상태로 카메라나 렌즈를 운반하지 마십시오. 제품이 떨어지거나 다른 물체에 부딪
쳐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