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이스 카메라 렌즈
전 제품 한눈에 보기

자이스 Otus(오투스) 렌즈
풀 프레임 카메라에서 중형 카메라의 스타일과 품질 실현
•• 뛰어난 이미지 콘트라스트, f/1.4 조리개에서도
색수차 현상 거의 없음, 왜곡 현상 거의 없음
•• 탁월한 기계 구조적 품질, 부드럽게 작동하는
내부 초점 조절 장치의 회전각이 매우 넓어 사

자이스 Otus 1.4/28

용하기 아주 편리

자이스 Otus 1.4/55
자이스 Otus 1.4/85

호환 가능: 캐논 또는 니콘 카메라1;

자이스 Otus 1.4/100

포맷: FF(풀 프레임); 초점: MF(수동초점)

자이스 Milvus(밀버스) 렌즈
고해상도 카메라의 성능을 최고로 발휘시키는 렌즈
•• 탁월한 마이크로 콘트라스트, 플레어 및 고스트
현상 최대 억제
•• ZF.2 시리즈의 De-Click(디클릭) 기능과 MOD(
최소 피사체 거리) 및 무한대 거리에서 정지점을
지원하므로 스틸 사진과 영상 촬영에 이상적
•• 다양한 환경에서 사용 가능한 전천후 경통과 렌
즈 마운트

자이스 Milvus 2.8/15

자이스 Milvus 1.4/85

자이스 Milvus 2.8/18

자이스 Milvus 2/135

자이스 Milvus 2.8/21

자이스 Milvus 2/50M

자이스 Milvus 1.4/25
자이스 Milvus 1.4/35
자이스 Milvus 2/35
자이스 Milvus 1.4/50

자이스 Milvus 2/100M

호환 가능: 캐논 또는 니콘 카메라1;
포맷: FF(풀 프레임); 초점: MF(수동초점)

자이스 Classic 렌즈
전설적 보케를 선보이는 검증된 광학 디
자인과 견고한 메탈 경통
•• 클래식한 제품 디자인과 고급 광학 성능
•• 풀 메탈 하우징과 초점 링
•• MOD(최소 피사체 거리) 및 무한대 거리에서
정지점을 지원하므로 스틸 사진과 영상 촬영
에 이상적

자이스 Planar T* 1,4/50
자이스 Planar T* 1,4/85

호환 가능: 캐논 또는 니콘 카메라1;
포맷: FF(풀 프레임); 초점: MF(수동초점)

Carl Zeiss AG | Consumer Products | zeiss.com/photo | zeiss.com/photo/dealer | lenspire.zeiss.com
1
캐논은 캐논 주식회사 및/또는 캐논 그룹의 다른 자회사의 상표 및/또는 등록상표입니다. 니콘은 니콘 주식회사의 등록상표입니다. 2 소니(Sony)와 E-마운트(E-mount)는 소니 주식회사(Sony Corporation)의
등록상표입니다. 3 후지필름은 후지필름 주식회사의 등록상표입니다. 4 라이카는 라이카 마이크로시스템즈 IR 유한회사의 등록상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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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이스 Batis(바티스) 렌즈
소니 미러리스 시스템 카메라용 전문가급 풀 프
레임 AF(자동초점) 렌즈
•• 전문가급 품질의 이미지와 초고속 자동초점
•• 거리와 피사계 심도 눈금이 이미지 센서에 맞
추어져 독창적 OLED 디스플레이에 표시됨
•• 소니 E-마운트 비디오카메라와 호환 가능, 모
션 캡처용 자동 초점 조절 제공

자이스 Batis 2.8/18
자이스 Batis 2/25
자이스 Batis 2/40 CF
자이스 Batis 1.8/85
자이스 Batis 2.8/135

호환 가능: 소니 E-마운트 카메라2;
포맷: FF(풀 프레임); 초점: AF(자동초점)

자이스 Loxia(록시아) 렌즈
소니 미러리스 시스템 카메라용 소형 풀 프레임 MF
(수동초점) 렌즈
•• E-마운트 카메라의 고해상도 센서에 최적화된
렌즈 디자인
•• 조리개 De-Click(디클릭) 기능과 더없이 부드
러운 수동 초점 조절을 지원하므로 사진 및 비
디오 촬영에 이상적
•• 작은 휴대 장비 솔루션에 딱 맞는 소형 경량 디

자이스 Loxia 2.8/21
자이스 Loxia 2.4/25
자이스 Loxia 2/35
자이스 Loxia 2/50

호환 가능: 소니 E-마운트 카메라2;

자이스 Loxia 2.4/85

포맷: FF(풀 프레임); 초점: MF(수동초점)

•• 고품질 이미지, 빠르고 정확한 자동초점 기능

자이스 Touit 2.8/12

호환 가능: 소니 E-마운트 또는

•• 경량이지만 견고한 경통

자이스 Touit 1.8/32

후지필름 카메라2,3;

자이스 Touit 2.8/50M

포맷: APS-C; 초점: AF(자동초점)

자인

자이스 Touit(투잇) 렌즈
소니 E-마운트와 후지 X-마운트 APS-C 센서

자이스 ZM 렌즈
디지털 및 아날로그 레인지파인더 카메라용 일
류 명품 렌즈
•• 레인지파인더 렌즈 시장의 고급 명품
•• 15mm~85mm의 매우 다양한 초점거리
자이스 Distagon T* 2,8/15

자이스 C Biogon T* 2,8/35

자이스 Biogon T* 2,8/21

자이스 C Sonnar T* 1,5/50

자이스 Biogon T* 2,8/25

자이스 Planar T* 2/50

자이스 Biogon T* 2,8/28

자이스 Tele-Tessar T* 4/85

KR_10_025_0025VI 디자인과 납품 범위는 계속적 기술 발전의 결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카메라 시스템용 AF(자동초점) 렌즈

자이스 Distagon T* 1,4/35
자이스 Biogon T* 2/35

호환 가능: 라이카 카메라4;
포맷: FF(풀 프레임); 초점: MF(수동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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