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VPL-FHZ65/FHZ60/FHZ57
3LCD 레이저 프로젝터

VPL-FH65/FH60
3LCD 프로젝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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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박물관

교육

밝고 생생한 이미지
강력한 Z-PhosphorTM 레이저 광원*

소니의 진보된 BrightEraTM 3칩 LCD 프로젝션 엔진

또렷하고 선명한 WUXGA 해상도

Reality Creation 및 Contrast Enhancer 기능으로 영상 화질 개선

경제적인 유지비 및 
유지보수 최소화
정비 및 교체 작업 없이 최대 20,000 시간 사용*

자동디밍*, 자동 광원 출력 조절*, 화면소거 기능으로 에너지 절약

자동 필터 클리닝 시스템

설치 및 사용 편리성
다양한 투사율의 전동 렌즈 구성

자유로운 설치 각도 

HDBaseTTM 인터페이스로 간편한 연결

자체 엣지블렌딩 기능

고급 컬러 조정 메뉴

즉각적인 전원 On/Off로 대기 시간 절약

조용한 팬 소음

* VPL-FHZ65/FHZ60/FHZ57 만 해당됨.

인테리어와 잘 어울리는 디자인
슬림하고 현대적인 케이스 디자인

단자함 커버로 깔끔한 케이블 마감 처리

엔터테인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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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화질

VPL-FHZ65/FHZ60/FHZ57

3LCD 프로젝션 시스템 및 Z-Phosphor 레이저 광원으로 초고화질 

VPL-FHZ65/FHZ60/FHZ57 VPL-FH65/FH60

선명하고 디테일이 풍부한 WUXGA 해상도 이미지

스크린

미러

적색

녹색

청색
미러

미러

이색성 미러

레이저

이색성 미러

렌즈

렌즈

인광체 휠

렌즈

프리즘

LCD 패널

시뮬레이션 그림

도쿄 타워로부터 사용 허가 취득

WUXGA 화질WXGA 화질

Z-Phosphor 레이저 광원과 3LCD 광학 시스템을 결합한 VPL-FHZ65/FHZ60/FHZ57은 WUXGA 해상도에서 각각 6,000루멘, 5,000루멘, 

4,100루멘의 강력한 컬러 광을 출력할 수 있는 혁신적인 제품입니다.

각 프로젝터의 광 엔진은 인광성(phosphorous) 소재를 활성화하여 화이트 광을 출력하는 블루 레이저를 광원으로 사용합니다. 출력된 

화이트 광은 3LCD 광학 시스템으로 전달되어 컬러 분리 프로세스를 통해 일관되고 생생한 RGB 컬러를 생성합니다. 이는 광범위한 

상업, 교육 및 엔터테인먼트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충분한 밝기를 구현합니다.

이 프로젝터는 Full HD(1920x1080)를 초과하는 WUXGA(1920x1200)의 놀라운 해상도를 제공합니다.

또한 더 넓은 디스플레이 범위에서 프로젝션할 수 있습니다. 스크린에 더 많은 정보를 표시할 수 있으므로 스크롤을 하지 않고도 

전체 페이지를 볼 수 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도 매우 선명하고 구체적인 고품질 이미지를 프로젝션 하며 네이티브 Full HD 이미지를 

전체 스크린에 프로젝션 할 수 있습니다. 혁신적인 이 두 프로젝터는 탁월한 디테일이 필요한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에서 영상 

프로젝션을 위한 최고의 도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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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영상 개선 기술

• 픽셀 하나까지 살아 있는 극한의 선명함

• 높은 명암 비율의 역동적인 이미지

시뮬레이션 그림

시뮬레이션 그림

모든 방향에서
모든 픽셀 분석

소니 고유의
알고리즘

10년간 누적된 전문 기술에 기초한 영상 패터닝

"Reality Creation"
픽셀 매핑

  

입력 신호 최고의 이미지 재현

밝음
입력

최적화된 데이터
High

출력

어두움밝음
입력

원본 데이터
High

출력

어두움

소니 홈 씨어터 프로젝터용으로 개발된 Reality Creation 기능이 이제 VPL-FHZ65, VPL-FHZ60, VPL-FHZ57, VPL-FH65 및 VPL-FH60

에 도입 되었습니다. 원본 콘텐츠를 디스크 및 방송 전송에 패키징하면서 누락된 정보를 복원함으로써 원래의 WUXGA 신호의 텍스처와 컬러를 

재현합니다.

Contrast Enhancer 기능은 최적의 시청 환경을 위해 명암을 자동으로 조정합니다. 명암 비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각 장면의 신호 컴포넌트를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이미지의 어둡고 밝은 부분을 보정합니다.

VPL-FHZ65/FHZ60/FHZ57 VPL-FH65/FH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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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 TCO 및 에너지 효율성

VPL-FHZ65/FHZ60/FHZ57

유지보수를 위한 요건이 거의 없는 20,000시간* 작동

간편한 자동 필터 청소

에너지 효율성 기능

• 자동 디밍 모드 • 에너지 절약을 위한 자동 광원 제어

입력 신호에 변화가 없으면 디밍 모드로 전환됨

* 광원 모드: High. 표시된 값은 근사치입니다.

빠르게
(다시 시작)

입력:
(이미지)

5%

85%

30%

100%

광
원
 출
력
*

느리게

자동 자동

느리게

사용 중사용하지 않음사용 중

5/10/15/20분10초0초

기존 모델 VPL-FHZ65/FHZ60/FHZ57

시간

CB

광원 디밍

시뮬레이션 그림

A B B

광원 구동

High

시뮬레이션 그림

흡수성

Filter

공기 투과율

0%

50%

100%

시간

기존 모델 VPL-FHZ65/FHZ60/FHZ57

시뮬레이션 그림

VPL-FHZ65, FHZ60, FHZ57 레이저 프로젝터는 제어 기술이 포함된 Z-Phosphor 레이저 광원과 긴 수명의 LCD 패널, 고급 필터 시스템을 바탕으로 

유지보수나 교체 없이 20,000시간의* 작동 수명을 제공합니다.

유지보수를 위한 요건이 거의 없고 다양한 에너지 절약 기능을 갖추고 있어 기존의 프로젝터에 비해 전체 수명 기간 동안 소유 비용이 크게 절감됩니다.

* 실제 시간은 사용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힘든 유지보수 작업 대신 뛰어난 화질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자동 필터 청소 시스템은 100시간마다 먼지를 제거합니다.

이 레이저 프로젝터에는 광원 디밍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정적 

신호가 공급되면 10초 후 램프가 약 15%까지 어두워지지만 느낄 수 

있는 정도는 아닙니다. VPL-FHZ65, FHZ60, FHZ57을 사용하지 

않은 채 전원을 켜 둘 경우 설정한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신호 

변화가 없음을 감지하고 밝기를 원래의 약 5%까지 낮추어 에너지 

소비를 크게 줄여 줍니다.

프로젝션 영상의 밝기에 따라 광원 출력의 밝기가 자동으로 

조정되어 불필요한 전력 소비를 방지합니다. 높은 휘도가 필요하지 

않은 어두운 이미지를 표시하면 광원 출력이 감소합니다.

VPL-FHZ65/FHZ60/FHZ57 VPL-FH65/FH60

VPL-FHZ65/FHZ60/FHZ57 VPL-FHZ65/FHZ60/FHZ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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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시 장점

전동 렌즈 시프트 기능*

전동 줌 렌즈 포함, 폭넓은 렌즈 선택 옵션

HDBaseT를 사용한 간편한 설치

자유로운 틸트 각도

이미지 왜곡 보정을 통해 평면이 아닌 화면에 프로젝션

프로젝션 빈 이미지 프로젝션

광원 구동

일반 조건
(Light Mode: High)

광원 제어 기술이 영상 소거(BLANK) 
모드에서 소비 전력을 낮춥니다.

영상 소거(BLANK) 모드를 취소하면 
원래 밝기로 빠르게 돌아옵니다.

시뮬레이션 그림

시뮬레이션 그림

시뮬레이션 그림

시뮬레이션 그림

수평수직

네 모서리 보정 네 측면 보정

32%

60%

5%

32%

* 렌즈에 따라 달라짐

• 빈 이미지(영상 소거)

프로젝터에는 비디오 신호 출력을 일시적으로 차단하는 기능이 

있으며, 기본 제공된 리모트 커맨더 유닛의 버튼으로 간단히 조작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또한 광원 제어 기술을 이용하여 낮은 소비 

전력으로 빈 이미지를 프로젝션 할 수 있습니다.

거의 모든 방 크기와 투사 요구 사항에 맞는 폭넓은 호환 렌즈 옵션을 

통해 높은 설치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빠른 탈착 베요넷 마운트로 렌즈 

교환이 신속하고 간편합니다.

탁월한 설치 유연성을 경험하십시오. 옆으로 세우거나 거꾸로 설치하는 

것을 포함하여 어떠한 각도로도 프로젝터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두 프로젝터 모두 렌즈 시프트 기능이 잇습니다. 이 기능으로 

프로젝션 된 영상의 위치를 수직으로 -32%에서 +32%까지, 

수평으로 -5%에서 +60%까지 이동할 수 있으며, 설치하는 도중 

영상을 원하는 설정으로 손쉽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시프트 범위가 

넓어 매우 까다로운 환경에서도 최대의 성능을 제공합니다.

HDBaseT는 단일 케이블을 통한 다중 신호 전송 시스템이므로 설치 

작업이 간편합니다. 이로써 필요한 케이블 작업이 감소될 뿐만 아니라 

신호 익스텐더와 수신기 박스의 수도 줄어들므로 총 시스템 비용이 

낮아집니다.

하나의 Cat5e/6 케이블을 최대 100미터까지 사용 가능하므로 

케이블의 수가 감소되고 신호 익스텐더가 필요 없게 됩니다. 신호 

익스텐더와 수신기 박스의 수가 적다는 것은 잠재적인 오류 발생 

지점이 더 적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Cat5e/6 케이블은 HDMI와 같은 

케이블보다 종단 처리가 훨씬 더 용이하므로 현장에서 설치 중 신속 

하고 간편하게 종단 처리할 수 있습니다.

볼록하거나 오목한 표면에서도 자연스러운 프로젝션을 위해 이미지 

왜곡을 손쉽게 정확히 조정합니다.

제공된 리모트 및 온스크린 메뉴를 통해 모서리 및 가장자리를 손쉽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VPL-FHZ65/FHZ60/FHZ57 VPL-FH65/FH60

VPL-FHZ65/FHZ60/FHZ57 VPL-FH65/FH60

VPL-FHZ65/FHZ60/FHZ57

VPL-FHZ65/FHZ60/FHZ57

VPL-FH65/FH60

VPL-FHZ65/FHZ60/FHZ57 VPL-FH65/FH60

VPL-FHZ65/FHZ60/FHZ57 VPL-FH65/FH60

비디오 오디오

이더넷컨트롤

100m 
CAT5e/6 케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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엣지 블렌딩으로 수퍼사이즈 디스플레이 생성

초저소음 작동

 

전문적인 색상 조정

프레젠테이션에서 시간 절약

사용자 혜택

안정적 프로젝션을 위한 고정 밝기 모드

Brightness Brightness

빠른 시작

긴 시간

시간 시간

VPL-FHZ65/FHZ60/FHZ57기존 램프 모델

100% 100%

 램프
켬

광원
켬

전원
켬

전원
켬

Picture Mode

한층 새로워진 설치 메뉴를 통한 간단한 설정

Side by Side 프로젝션

클로즈드 캡션

네트워크 및 제어

Hue Saturation Brightness

여러 프로젝터의 이미지를 정확히 일치하는 컬러로 매끄럽게 

결합하여 소매점, 기업 및 라이브 이벤트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뛰어난 수퍼사이즈 디스플레이를 손쉽게 제작할 수 있습니다.

이 레이저 프로젝터는 즉시 켜기/끄기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제품은 켜는 즉시 최대 밝기로 가동됩니다. 또한 사용이 끝나면 바로 

끌 수 있습니다. 켜기/끄기 횟수나 기간도 제한이 없으므로, 오늘날 

사용자가 요구하는 편의성을 제공합니다.

VPL-FHZ65, FHZ60, FHZ57은 업계에서 소음이 가장 작은*1 레이저 

-인광체 프로젝터입니다. 낮은 팬 소음*2 은 박물관과 갤러리, 강의실 

등 조용한 환경에서 정숙한 작동을 보장합니다.

*1 2015년 9월 현재
*2 VPL-FHZ65/FHZ60: 34 dB/28 dB (Light Mode: High/Standard)
    VPL-FHZ57 : 33 dB/28 dB (Light Mode: High/Standard)
    VPL-FH65/FH60 : 35 dB/28 dB (Lamp Mode: High/Standard)
  

프로젝트가 제공하는 전문 보정 기능을 통해 각 컬러의 색조, 채도 

및 밝기를 조정하여 정확히 원하는 영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을 통해 이미지를 완벽하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리모트 커맨더를 사용하여 왜곡 및 에지 블렌딩을 포함한 프로젝터 

설정을 손쉽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모드는 어떠한 프레젠테이션 조건에서도 탁월한 화질을 

보장합니다. Standard, Dynamic, Brightness Priority 또는 Multi-

screen Picture 모드를 선택하여 모든 소스, 모든 방에서 최적의 

화질을 즐기십시오.

두 개 입력의 이미지를 동시에 프로젝션 하십시오. 두 이미지를 

동시에 봐야 하는 회상 회의 및 의료 교육과 같은 응용 분야에 

이상적입니다.

미국 NCI에서 개발한 공식 텔레텍스트 방송

프로젝터 상태를 컨트롤 및 모니터링 다양한 컨트롤 시스템과 호환

고정 밝기 모드를 사용하면 각 레이저 프로젝터의 광원 출력을 

낮추어 예상 수명 주기인 20,000*시간 동안 일관된 밝기를 

유지합니다.

이 모드는 박물관, 회의실 또는 교실 등에서 시청자에게 일관된 

시각적 경험을 제공하려는 경우 유용합니다.

* 실제 시간은 사용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프로젝터는 적색, 녹색 및 청색에 대한 색공간을 조정하고 

설치 조건에 맞게 이미지를 조정합니다.

시뮬레이션 그림

시뮬레이션 그림

시뮬레이션 그림

VPL-FHZ65/FHZ60/FHZ57 VPL-FHZ65/FHZ60/FHZ57VPL-FH65/FH60

VPL-FHZ65/FHZ60/FHZ57 VPL-FH65/FH60

VPL-FHZ65/FHZ60/FHZ57 VPL-FH65/FH60

VPL-FHZ65/FHZ60/FHZ57 VPL-FH65/FH60

VPL-FHZ65/FHZ60/FHZ57 VPL-FH65/FH60

VPL-FHZ65/FHZ60/FHZ57

VPL-FHZ65/FHZ60/FHZ57

VPL-FH65/FH60

VPL-FHZ65/FHZ60/FHZ57 VPL-FH65/FH60

VPL-FHZ65/FHZ60/FHZ57 VPL-FH65/FH60



8

옵션 렌즈

렌즈 투사율 차트

54321투사율

옵
션
 렌
즈

2.34:1 to 3.19:1

VPLL-Z3024

1.39:1 to 2.23:1

표준 렌즈
3.18:1 to 4.84:1

VPLL-Z3032

0.65:1

VPLL-3007

0.85:1 to 1.0:1

VPLL-Z3009

단위: mm(인치)

프로젝션 영상 크기 프로젝션 거리 L

대각선 너비 x 높이 표준 렌즈 VPLL-3007 VPLL-Z3009 VPLL-Z3024 VPLL-Z3032

80-인치
(2.03 m)

1.72 x 1.08
(68 x 42)

2.36 – 3.86
(93 – 152)

1.09
(43)

1.44 – 1.69
(57 – 66)

4.00 – 5.48
(158 – 215)

5.45 – 8.32
(215 – 327)

100-인치
(2.54 m)

2.15 x 1.35
(85 x 53)

2.96 – 4.84
(117 – 191)

1.38
(54)

1.82 – 2.13
(72 – 84)

5.03 – 6.87
(198 – 270)

6.84 – 10.43
(270 – 410)

120-인치
(3.05 m)

2.58 x 1.62
(102 x 64)

3.57 – 5.82
(141 – 229)

1.67
(66)

2.20 – 2.57
(87– 101)

6.05 – 8.27
(238 – 325)

8.24 – 12.55
(325 – 494)

150-인치
(3.81 m)

3.23 x 2.02
(127 x 79)

4.47 – 7.29
(176 – 287)

2.11
(83)

2.76 – 3.23
(109 – 127)

7.59 – 10.36
(299 – 408)

10.33 – 15.72
(407 – 619)

200-인치
(5.08 m)

4.31 × 2.69
(170 × 106)

5.97 – 9.73
(235 – 383)

2.83
(112)

3.70 – 4.34
(146 – 170)

10.15 – 13.85
(400 – 545)

13.82 – 21.00
(544 – 827)

설치 개요도

프로젝션
이미지

프로젝션 거리 L

렌즈 전면

L은 렌즈 전면(중앙)과 본체 전면 사이의 거리입니다.

단위: mm(인치)

렌즈 L’ Type

표준 렌즈 1.2 (1/6) 2

VPLL-3007 52.4 (2 1/16) 2

VPLL-Z3009 51.2 (2 1/32) 2

VPLL-Z3024 9.9 (3/8) 2

VPLL-Z3032 9.9 (3/8) 2

1 2
본체 전면

렌즈 전면

프로젝션 렌즈 VPLL-3007 VPLL-Z3009 VPLL-Z3024 VPLL-Z3032

투사율

줌/포커스

렌즈 시프트

0.65:1

— /수동

0.85:1 ~ 1.0:1

수동/수동

2.34:1 ~ 3.19:1

전동/전동

3.18:1 ~ 4.84:1

전동/전동

수직: 위로 10% ~ 아래로 5%
수평: 오른쪽 4% ~ 왼쪽 4%

수직: 위로 50% ~ 아래로 5%
수평: 오른쪽 24% ~ 왼쪽 24%

수직: 위로 60% ~ 아래로 5%
수평: 오른쪽 32% ~ 왼쪽 32%

수직: 위로 60% ~ 아래로 5%
수평: 오른쪽 32% ~ 왼쪽 32%

Aperture

스크린 크기*

치수

중량

f/1.75

60” ~ 300”

150(너비) x 150(높이) x 222(깊이)mm

1.7 kg

f/1.85 ~ 2.1

60” ~ 300”

150(너비) x 150(높이) x 217(깊이)mm

1.7 kg

f/2.00 ~ 2.30

40" ~ 600"

97(너비) x 105(높이) x 177(깊이)mm

1.2 kg

f/2.00 ~ 2.40

40" ~ 600"

97(너비) x 105(높이) x 177(깊이)mm

1.2 kg

* 대각선으로 측정한 가시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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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신호

해상도
fH [kHz]/ 
fV [Hz]

입력 커넥터

RGB*1

DVI-D*2/HDMI*6/
디지털 인터페이스 
어댑터 BKMPJ10*7/
3G-SDI 입력 어댑터 
BKM-PJ20*7

640 x 350
31.5/70 —
37.9/85 —

640 x 400
31.5/70 —
37.9/85 —

640 x 480

31.5/60
35.0/67 —
37.9/73 —
37.5/75 —
43.3/85 —

800 x 600

35.2/56 —
37.9/60
48.1/72 —
46.9/75 —
53.7/85 —

832 x 624 49.7/75 —

1024 x 768

48.4/60
56.5/70 —
60.0/75 —
68.7/85 —

1152 × 864
64.0/70 —
67.5/75 —
77.5/85 —

1152 x 900 61.8/66 —

1280 x 960
60.0/60
75.0/75 —

1280 x 1024
64.0/60
80.0/75 —
91.1/85 —

1400 x 1050 65.3/60
1600 x 1200 75.0/60
1280 x 768 47.8/60
1280 x 720 45.0/60 *2

1920 x 1080 67.5/60 — *2

1366 x 768 47.7/60
1440 x 900 55.9/60

1680 x 1050 65.3/60
1280 x 800 49.7/60

1920 x 1200 74.0/60 *1 *1

1600 x 900 60.0/60 *1 *1

사전 설정 신호 일람표

치수

커넥터 패널

옵션 액세서리

비디오 신호

신호 fV [Hz]

입력 커넥터

VIDEO/S 
VIDEO

INPUT A
INPUT B/
INPUT C/
INPUT D

NTSC 60 — —
PAL/SECAM 50 — —

480i 60 —
576i 50 —
480p 60 —
576p 50 —
1080i 60 —
1080i 50 —
720p 60 — *2

720p 50 —
1080p 60 — — *2

1080p 50 — —
1080p 24 — —

*1:  VESA 감소 블랭킹 신호에만 사용 가능합니다.

*2:  INPUT B는 컴퓨터 신호로 확인되며 INPUT C/INPUT D는 비디오 신호로 확인됩니다.

• 표에 나열되지 않은 신호가 입력되면 영상이 제대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입력 신호의 해상도가 패널 해상도와 다르면 입력 신호가 자체의 해상도로 표시되지 않아서 

 문자나 선이 불규칙해질 수 있습니다.

• 실제 값은 표에 나와 있는 설계 값과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전면 단위: mm(인치)

하단

230 (9 1/16)

460 (18 1/8)

97
 (

3 
13

/ 1
6)

16
9 

(6
 2

1 /
32

)

렌즈 중앙

17
5 

(6
 7

/ 8
)

425 (16 23/32)
406 (15 31/32)

13 (1/2)

515 (20 9/32)

14
5 

(5
 2

3 /
32

)

ø24 (15/16)

14
5 

(5
 2

3 /
32

)

14
4 

(5
 2

1 /
32

)

81
.5

14
4 

(5
 2

1 /
32

)

81
.5

284 (11 3/16)
133 (5 1/4)
69 (2 23/32)

(3
 7

/ 3
2)

(3
 7

/ 3
2)

LMP-F370
프로젝터 램프

LMP-F280
프로젝터 램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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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VPL-FHZ65 VPL-FHZ57VPL-FHZ60 VPL-FH65 VPL-FH60

디스플레이 시스템 3 LCD 시스템

19mm(0.76") x 3, BrightEra LCD 패널, 화면비: 16:10

6,912,000(1920 x 1200 x 3) 픽셀

전동(약 1.6배)

전동

전동, 수직: -5% +60% 수평: +/32%

1.39:1 ~ 2.23:1

디스플레이 소자 유효 디스플레이 영역 크기

픽셀 수

프로젝션 렌즈*1 Zoom

Focus

Lens shift

Throw ratio

광원 고압 수은 램프 370W 타입 고압 수은 램프 280W 타입 

권장 램프 교체 시간*2

필터 청소 / 교체 주기(최대)*2

스크린 크기

광 출력(모드: High/Standard)

컬러 광 출력(모드: High/Standard)

명암 비율*3(풀 화이트/풀 블랙)

3,000H/4,000H(램프 모드: High/Standard)

20,000H

1.02m ~ 15.24m(40" ~ 600") (대각선으로 측정)

6,000 lm / 4,000 lm

6,000 lm / 4,000 lm

레이저 다이오드

-

 5,000lm / 3,500 lm 6,000 lm / 4,400 lm 5,000 lm / 3,200 lm

5,000lm / 3,500 lm

4,100lm / 3,000 lm

4,100lm / 3,000 lm 6,000 lm / 4,400 lm 5,000 lm / 3,200 lm

10,000:1 2,000:1

표시 가능한 
스캐닝 주파수

수평

수직

15kHz ~ 92kHz

48Hz ~ 92Hz

디스플레이 
해상도

컴퓨터 신호 입력

비디오 신호 입력

최대 디스플레이 해상도: 1920 x 1200도트*4

NTSC, PAL, SECAM, 480/60i, 576/50i, 480/60p, 576/50p, 720/60p, 720/50p, 1080/60i, 1080/50i
1080/60p, 1080/50p, 1080/24p는 디지털 신호에만 사용 가능

컬러 시스템

키스톤 보정(최대)

NTSC3.58, PAL, SECAM, NTSC4.43, PAL-M, PAL-N, PAL60

수직: +/- 30도
수평: +/- 30도

OSD 언어 24개 언어(영어, 네덜란드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독일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터키어, 폴란드어, 러시아어, 스웨덴어, 노르웨이어, 일본어, 
중국어 간체, 중국어 번체, 한국어, 태국어, 베트남어, 아랍어, 페르시아어, 핀란드어, 인도네시아어, 헝가리어, 그리스어)

컴퓨터 및 
비디오 신호 
입력/출력

 
INPUT A

INPUT B

INPUT C

INPUT D

VIDEO IN

OUTPUT A

OUTPUT B

RGB/Y PB PR 입력 커넥터: Mini D-sub 15핀(암), 오디오 입력 커넥터: 스테레오 미니 단자

DVI 입력 커넥터: DVI-D 24-핀(단일 링크), HDCP 지원

HDMI 입력 커넥터: HDMI 19핀, HDCP 지원

HDBaseT 인터페이스 커넥터 RJ45, 4 재생(비디오, 오디오, LAN, 제어)

비디오 입력 커넥터: BNC, 오디오 입력 커넥터: Input A와 공유

Input A 커넥터에 대한 모니터 출력: Mini D-sub 15핀(암), 오디오 출력 커넥터: 스테레오 미니 단자

Input B 커넥터에 대한 모니터 출력: DVI-D 24-핀(단일 링크), HDCP 지원, 오디오 출력, 모니터 출력 커넥터: 스테레오 미니 단자

제어 신호 입력/출력 RS-232C 커넥터: D-Sub 9핀(수)
LAN 커넥터: RJ45,10BASE-T/100BASE-TX
IR(Control S) 커넥터: 스테레오 미니 단자, 플러그형 전원 DC 5V

어쿠스틱 노이즈(Standard Mode)

작동 온도(작동 습도)

보관 온도(보관 습도)

사용 전원

28 dB

0°C ~ 40°C / 20% ~ 80%(비응결)

-10°C ~ +60°C / 20% ~ 80%(비응결)

AC 100V ~ 240V, 
5.5 A ~ 2.3 A, 50Hz/60Hz

AC 100V ~ 240V, 
4.5 A ~ 1.9 A, 50Hz/60Hz

AC 100V ~ 240V, 
5.5 A ~ 2.3 A, 50Hz/60Hz

 AC 100V ~ 240V, 
4.3A ~ 1.8A, 50Hz/60Hz

 

소비 전력
(Mode: High/
Standard)

AC 100 V to 120 V 509 W / 298 W 420 W / 272 W 370 W / 234 W 429 W / 268 W

AC 220 V to 240 V 492 W / 283 W 408 W / 266 W 355 W / 229 W

AC 100V ~ 240V, 
5.0A ~ 2.1A, 50Hz/60Hz

498 W / 346 W

483 W / 337 W 416 W / 261 W

소비 전력
(대기 모드)

AC 100 V to 120 V 0.5W("Standby mode"를 "Low"로 설정한 경우)

AC 220 V to 240 V 0.5W("Standby mode"를 "Low"로 설정한 경우)

소비 전력
(네트워크 
대기 모드)

AC 100 V to 120 V 15.0W(모든 단자 및 네트워크 연결 상태, "Standby Mode"가 "Standard"로 설정된 경우)

AC 220 V to 240 V 13.3W(모든 단자 및 네트워크 연결 상태, "Standby Mode"가 "Standard"로 설정된 경우)

열 소실 AC 100 V to 120 V 1737 BTU/h 1433 BTU/h 1699 BTU/h 1464 BTU/h

AC 220 V to 240 V 1679 BTU/h 1393 BTU/h 1648 BTU/h

1262 BTU/h

1211 BTU/h 1419 BTU/h

외부 치수

중량

기본 제공 액세서리

약 460(너비) x 169(높이) x 515(깊이)mm (돌출부 제외)

약 16kg 약 13kg

RM-PJ27 리모트 커맨더(1), AA(R6) 크기 배터리(2), AC 전원 코드(1), 플러그 홀더*5 (1), 단자 덮개(1), 빠른 참조 안내서(1), 
사용 설명서(CD-ROM) (1)

교체 램프 — LMP-F370 LMP-F280

*1 함께 제공된 표준 렌즈 사용
*2 이 수치는 예상 유지보수 시간이며 보장 시간이 아닙니다.
 실제 값은 프로젝터를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사용했는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3 평균값입니다.
*4 VESA 감소 블랭킹 신호에 사용 가능합니다.
*5 VPL-FHZ65/VPL-FHZ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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