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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주광학은 레저용 쌍안경 전문 제조회사로 현재는 국내 유일의 쌍안경 전문 제조업체입니다.
창업 당시부터 광학 산업의 발전과 국내외 고품질 쌍안경을 고객에게 더 좋은 제품과 서비스,
여가 활동에 큰 만족과 가치를 드리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도전함으로써, 쌍안경 종주국인 일본, 독일은 물론, 미국, 영국 등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국 쌍안경의 우수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산주광학은 꾸준한 신제품 개발과, 해외 전시를 통한 신시장 개척으로 고객이 진정으로 인정하는,
세계적 기업의 꿈과 새로운 미래를 향해 도약하고자 합니다

SM30 (8x30)
산주광학의 SM30(8x30) 제품은 군 및 경찰의 작전 중
다양한 환경 및 목적에 사용되는 쌍안경의 안정적인 운용 및
유지 보수를 위해 개발된 쌍안경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군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경찰청에서 운용중인 제품입니다.
중요한 기능으로, 신속한 목표물 관측을 위한
자동 초점 기능이 있으며 (별다른 조작 불필요)
충격, 방수, 내열, 내한, 김서림 방지 및 망선의 적용으로 손쉬운 거리 및
관측 대상 크기 계산이 가능한 군, 경찰 전용 쌍안경입니다.
-자동초점 기능 (빠르고 손쉬운 관측 가능, 별다른 조작 불필요)
-IPx7 방수 (질소 가스 충진)
-다양한 환경에서 사용 가능 (-40℃ ~ 50℃)
-중기청 성능인증 / 조달청 우수제품 선정 (국내 쌍안경 유일)
-Fully Multi-Coated
-광학기기산업협회 신기술 품질 인증

SM28 (8x28)
산주광학의 SM28(8x28) 제품은 군 및 경찰의 작전 중
다양한 환경 및 목적에 사용되는 쌍안경의 안정적인 운용 및
유지 보수를 위해 개발된 쌍안경입니다.
특히 SM28 (8x28)은 사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초소형, 초경량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중요한 기능으로, 신속한 목표물 관측을 위한
자동 초점 기능이 있으며 (별다른 조작 불필요)
충격, 방수, 내열, 내한, 김서림 방지 및 망선의 적용으로
손쉬운 거리 및 관측 대상 크기 계산이 가능한
군, 경찰 전용 쌍안경입니다.
-자동초점 기능 (빠르고 손쉬운 관측 가능, 별다른 조작 불필요)
-IPx7 방수 (질소 가스 충진)
-다양한 환경에서 사용 가능 (-40℃ ~ 50℃)
-초소형 , 초경량 (465g)
-Fully Multi-Coated
-광학기기산업협회 신기술 품질 인증

SM24 (7x28)
산주광학의 SM24 (7x28) 제품은 미군의 작전 중
다양한 환경 및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쌍안경입니다.
당사는 미군에 약 5만대의 제품을 납품한 실적이 있습니다.
-IPx7 방수 (질소 가스 충진)
-다양한 환경에서 사용 가능 (-40℃ ~ 50℃)
-미군이 사용하는 쌍안경
-Fully Multi-Coated

Open Hinge Series.
산주광학의 Open Hinge Series 레저용 쌍안경으로,
질소가스를 내장하고 있어, 내부 습기 방지에 탁월하며,
방수 제품입니다.
또한 Bak-4 Prism을 사용과, Fully Multi-Coated의 적용으로,
타사 제품대비 뛰어난 화질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외부에 Rubber Armored가 되어있어, 파지가 쉬습니다.
-저용 방수 쌍안경 (Nitrogen Gas Filled)
-Bak-4 Prism
-Fully Multi-Coated
-Rubber Armored
-Twist-up Eyecup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