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rchaser
스타체이서

주의: 절대 망원경을 태양쪽으로 돌리지 마세요.
이 망원경으로 태양을 바라보면 순식간에
실명할 수 있습니다.
매우 위험합니다.

Instructions

천체를 관측하기 전에,
지상의 물체를 관찰하며
제공된 접안렌즈와 바로우 렌즈 (3배초첨연장렌즈)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시험해보세요. 천체 망원경을 통해 보이는 상은 상하좌우가 바뀌어 보이게 되니
놀라지 마세요.
먼저 초점거리 20mm 접안렌즈를 먼저 사용해 보고, 그보다 초점거리가 짧은 6mm
접안렌즈를 사용하세요. 배율은 높아지고, 시야가 좁아지며 상이 어둡게 보입니다.
배율이 높아지면 대상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대상을 찾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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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ATURES

WHEN LOCATING AND CENTERING AN OBJECT TO OBSERVE, MANUALLY MOVE
,
THE KDB50080 S DOBSONIAN MOUNT "SIDE TO SIDE" AND "UP AND DOWN" AS
SHOWN IN THE ABOVE IMAGE.

이 망원경은 위의 그림처럼 방위방향과
고도 방향으로 망원경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주경 가운데에 찍혀 있는 점은 광축을 조절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 불량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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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ATURES
접안부

파인더

Eyepiece

Elctronic red dot finder

하늘 방향으로
TO Sky

경통

앞면

Optical tube

Front

초점조절 장치

Helical rack & Pinion focusing

뒷면
Back

잠금손잡이
Locking Knob

F20MM

F6MM

접안렌즈

바로우렌즈(3배 초점 연장 렌즈)

EYEPIECES

3X BAR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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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안렌즈와 악세서리 사용법

HOW TO USE EYEPIECES
& ACCESSORIES
아래의 가이드를 잘 읽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접안 렌즈를 적절한 위치에 놓는 것은 선명한 관측과 쉬운 조작을 위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1.

초점조절장치
FOCUSING TUBE

초점조절장치를 돌려서 적당한 초점을
찾으세요, 접안렌즈가 장착되어 있어야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접안렌즈
EYEPIECE INSERTION

접안렌즈를 포커서 튜브에 삽입하세요.
배율이 낮은 20mm 접안렌즈를 먼저
사용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3.

바로우렌즈(3배 초점 연장 렌즈)
BARLOW LENS

바로우는 주경의 초점을 연장하여 배율을
높이는 렌즈로, 접안렌즈 앞에 위치합니다.
바로우를 초점조절장치에 끼운 후에
접안렌즈를 끼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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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인더 조립 및 정렬

ELECTRONIC RED DOT FINDER
MOUNTING & ALIGNMENT
파인더 조립
1. 파인더를 박스에서 꺼내세요
2. 파인더 옆면에 있는 볼트를 손으로 조금 돌린 후에, 경통의 앞쪽에 있는
도브테일마운트에 쓱 밀어 넣으세요
3. 그리고 볼트를 손으로 잠그세요.

파인더 조립
1. 파인더는 공장에서 세팅전의 상태로 출고되어, 주경의 광축과 정렬이 필요합니다.
다음과 같이 정렬하세요.
2. 멀리 보이는 가로등과 같은 대상을 망원경으로 찾아 보세요.
3. 원하는 대상을 시야의 정 중앙에 놓고 망원경이 움직이지 않도록 잠금 손잡이를
돌려주세요.
4. 파인더에서 배터리 세이버를 제거해 주세요.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배터리 세이버를 다시 사용하세요.
5. 파인더 오른쪽에 있는 스위치로 파인더를 켜세요
6. 파인더를 들여다 보고 빨간 점을 찾아보세요.
7. 이 빨간 점이 원하는 대상에 위치하도록 조절이 필요합니다.
8. 파인더의 뒤쪽 아래에 있는 볼트를 돌리면 빨간 점이 상하로 움직입니다.
9. 파인더의 왼쪽 앞에 있는 볼트를 돌리면 빨간 점을 좌우로 움직입니다.
10. 두 볼트를 조절하여 빨간점이 관측대상위에 있도록 정렬을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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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우 렌즈 사용법

USING THE BARLOW LENS
※ 높은 배율을 사용할 수록 이미지는 어두워집니다.

바로우 렌즈는 주경의 초점을 연장하여 배율을 3배 높여 줍니다.
바로우 렌즈는 접안렌즈 전면에 위치합니다.
바로우 렌즈를 먼저 초점조절장치에 끼우고 그 후에 접안렌즈르 끼우세요.

배율

POWER CHART
배율은 주경의 초점거리를 접안렌즈 초점거리로 나누어 준 값입니다.
접안렌즈

배율

바로우 사용시 배율

6MM

83X

249X

20MM

25X

75X

망원경 잘 사용하기

GETTING THE MOST FROM
YOUR TELESCOPE
망원경 부품의 이름을 외우고,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 낮시간에 익숙하게 하세요.
가능한 바람이 불지 않는 곳에서 관측을 하세요. 도심의 불빛이 보이지 않는 곳이
좋구요, 대기도 안정된 상태면 더 좋겠죠.
좀 사용하다보면 언제 관측을 하는 것이 좋은지 알게 될겁니다. 별빛이 매우 밝지만
깜박이지 않을 때가 관측하기 좋은 날입니다.
저배율로 관측하세요, 고배율 접안렌즈는 시상이 아주 좋은 날에 사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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