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방법 - 장착방법

BV-Head 사용설명서

1) 볼 헤드의 퀵슈를 그림과 같이 수직 위치에 오도록 하고, 퀵슈 레버 또는 노브를 완전히 풀어준다.

마킨스의 BV-Head는 볼 헤드를 조류사진 및 동영상 촬영에 적합한 팬 앤드 틸트 헤드

2) BV-Head의 스프링 플런져 노브(기능설명 참조)를 당기면서,

(pan & tilt head)로 사용 할 수 있도록 개발된 제품입니다. BV-Head는 촬영 영상의

볼 헤드의 퀵슈에 BV-Head를 장착한다.

수평이 항시 유지된 채로 자유로운 상하, 좌우 회전이 가능하며, 촬영 장비의 무게

(스프링 플런져 노브를 당기지 않으면 장착이 되지 않는다.)

중심과 볼 헤드 중심이 같은 수직 축 상에 위치하여 특히 망원 렌즈 사용 시 진동 억제에

3) BV-Head를 퀵슈에 완전히 밀착되도록 누르며(그림3-A),

유리합니다. 또한 부피가 작아 보관 및 휴대가 용이하며, 탈 부착이 간편하여 기능이

퀵슈 레버 또는 노브를 잠궈 밀착 고정시킨다(그림4-A).

다른 두 개의 헤드를 하나로 사용 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제품입니다.

(퀵슈와 완전히 밀착되지 않으면 작동이상이 발생 할 수 있다.)

주요 부분의 기능설명

1

4) BV-Head를 앞뒤로 움직여(그림4-B), 플런져 핀이 딸깍하고
볼 헤드 플런져 홀에 들어가도록(그림3-B) 조정한다.

수평계

BV 퀵슈 고정 노브

BV-Head의 수평을

카메라 및 렌즈 등 장비를 고정시키며,

손쉽게 맞출 수 있다.

손잡이를 반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풀림,
시계방향으로 돌리면 잠긴다.

※ 볼 헤드의 볼 고정 손잡이를 적당히 잠그고(볼 헤드 매뉴얼 참조)
카메라 및 렌즈를 무게 중심이 맞도록 장착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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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김

풀림

※ 탈착방법: 카메라 및 렌즈를 탈착한 후, 볼 헤드의 볼 고정 손잡이를 반 시계 방향으로 돌려 푼다.

도브테일 레일
볼 헤드의 퀵슈에

스프링 플런져 노브

장착되어 BV-Head를

볼 헤드의 플런져 홀에

고정시킨다.

결합되어 중심축을 잡아준다.

볼 헤드의 퀵슈 레버를 풀고, 스프링 플런져를 당기면서 BV-Head를 위로 들어올린다.
( 볼이 잠긴 상태에서 무리하게 스프링 플런져를 빼지 말 것. )

사용예

주의사항
1. 반드시 퀵슈 및 스프링 플런져 고정상태를 확인 후 촬영할 것.
2. 볼 헤드의 플런져 홀에 이물질 유무 확인 후 장착할 것.
3. 삼각대 이동 시 BV-Head를 손잡이로 사용하지 말 것.
4. BV-Head에 카메라 또는 렌즈를 장착한 상태로 이동하지 말 것.
5. 카메라 및 렌즈의 무게중심이 헤드의 중심에 오도록 체결 할 것.
6. 임의 분해를 절대 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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