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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PL-FX500L

밝 기: 7,000루멘, XGA
명암비: 2500:1



판매 포인트 #1

성공적인 프레젠테이션을 위한 “트윈 램프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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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X500 안전한 사용을 위한 트윈램프시스템을 제공합니다.
첫 번째 램프가 고장이 난 경우를 대비해 백업으로 두 번째 램프가 내장됨

• 안전한 사용을 위한 내장 램프 전환

드라이브

• 하나의 램프로 7,000루멘 출력이

가능한 고효율시스템

• 오래 지속되는 있는 램프

표준모드일 경우 권장 사용시간 8,000시간

( 2개의 램프 사용시)
* 램프 고 모드에서 6,00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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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인 프레젠테이션을 위한 “트윈 램프 시스템”

싱글싱글 램프램프 시스템시스템::
램프에 문제가 있을 경우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중지되게 됨.

듀얼듀얼 램프램프 시스템시스템::
램프에 문제가 있을 경우

프로젝터의 밝기가 반으로 떨어짐.

트윈트윈 램프램프 시스템시스템::
램프에 문제가 있는 경우라도

프레젠테이션을 계속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음.

판매 포인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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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포인트 #2
설치시의 장점

탁월한 렌즈 호환성
기존에 판매되고 있는 13개의 렌즈들과 호환 가능

• 고객들의 다양한 투사거리 환경에 맞출 수 있음.
- 프리미엄-제품군 (F300용 렌즈): 매끄럽고, 고해상도이며, 폭넓은 시프트범위와 전동기능

- 가격대성능-제품군 (FX40 & F50 렌즈): 기본 렌즈들

• 하위호환성은 기존에 시장에 공급된 렌즈들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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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300 lens*F300 lens*22

0.89 1.48～1.62 1.87～2.3 3.35～4.92

3.36～6.23

4.47～6.58

2.06～2.72 2.67～3.42 6.19～10.72

2.53～3.08

가
격

대
성

능
가

격
대

성
능

Z4015 Z4019 Z4025 Z4045

FM22 FM32 ZM42 ZP41 ZM102 ZM101

*1 투사거리 = 투사율 x 스크린 폭, *2 나사구멍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FX500용으로는 공급 중단

프
리

미
엄

프
리

미
엄

렌즈

해상도

고급

일반

1.10

4008

FM21,ZM31 은 사용할 수 있으나 공급은 중단



판매 포인트 #2
설치시의 장점

VPLL-Z4000 시리즈 고해상도 렌즈
HD와 호환 가능한 전 영역에서 또렷한 초점의 렌즈는 더욱 또렷한 이미지를 전달.
확실히 큰 구경과 최적 피치의 렌즈는 고화질과 전 영역에 걸친 균일성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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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범위에서 또렷한 초점” 렌즈

- 큰 스크린 크기에서도 모서리에서 조차 훌륭한 초점을 제공

일반적인일반적인 렌즈렌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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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포인트 #2 
설치시의 장점

일 등급의 폭 넓은 시프트 범위
놀랄만한 유연성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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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프트 범위, 
Z4019, Z4025, Z4045
ZP41, ZM101 렌즈 사용시

시프트 범위, 하기렌즈 사용시

VPLL-Z4015

시프트범위, 하기렌즈 사용시

ZM32, ZM42, ZM102

100%

64% 64%

96%

96%
[ 수평 범위 ]
스크린 2개 이상

[ 수직 범위 ]
스크린 약 3개

스크린 중심 1

스크린 중심 2

최대. 96%

100%

Max.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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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범위에서 벗어난 경우의 예

V 시프트 96%의 유익한 점
넓은 시스트는 설치시의 유연성에 추가하여 편안한 설치공간 구성을 가능케 함

설치 시에 스크린과 프로젝터 사이의 XY축을 벋어나는 환경에 특별히 유용함

대표적인 형태대표적인 형태 FX500 의 경우FFXX500 500 의의 경우경우
Ceiling

스크린의 맨 위

불편함
긴 봉을 사용하여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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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렌즈의 장점

• 대칭적 설치

• 설치를 위한 손쉬운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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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포인트 #2
설치시의 장점



판매 포인트 #2
설치시의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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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온/오프버튼: 사용상 실수 방지용 리모콘에 별도의 테스트패턴 버튼이 있어 언제든지 누르면

테스트용 패턴(조정용 화면)이 보이게 된다.



11

유지보수 시 램프와 필터 “동시교환”
- “4분할 필터시스템+” 4개의 정전기 필터는 오래 사용이 가능한 것 뿐만 아니고 다양한

먼지들을 효과적으로 잡아 줍니다.

- 악조건의 사용환경에서도 램프와 동일한 교환주기를 유지할 수 있게 합니다.
(온도가 높고, 고도가 높으며, 먼지가 많은 상황에서도)

6,000h (고) / 8,000h (표준) 청소 없는 교환주기

판매 포인트 #3 
유지보수의 번거로움 해소

정전기 필터들
교환용 램프와 함께 4개의 필터가 공급됩니다.

옆쪽에서 접근 가능한 구조는 램프가 천정에 설치되어
있는 환경에서도 손쉽게 램프와 필터를 교환
가능하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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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보수 주기 비교

사닥다리를 올라가는 경우를 줄여줌
FX500 
동시교환 유지보수

램프와 필터 각각의
짧고 다른 유지보수 주기

판매 포인트 #3
유지보수의 번거로움 해소



4분할 필터 시스템 +
- “4분할 필터 시스템 +” 은 4개의 주름이 있는 정전기 필터들로 구성.

이 괴물 같은 장치는 램프의 교환시기까지 고성능을 유지하게 함.

한 방향으로이 흡입구

- 내부의 모든 부품들을 깨끗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공기 흡입구는 높은 신뢰성을

가진 필터시스템이 장착된 한 방향의 흡입구 에서만 들어오도록 통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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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분할분할 필터필터 시스템시스템++
4개의 정전기 필터들

오래 지속되는 마이크로 먼지 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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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포인트 #4

적은 유지비용 & 환경 친화성
저 소비전력 일 등급, 저 탄소 배출 달성

AC100V: 480W / 대기상태 (“저” 모드) 0.1 W
AC240V: 460W / 대기상태 (“저” 모드) 0.2W 

늘어난 권장 램프 교환시간

고 모드/ 표준모드

VPL-FX52 1500/2500시간 →VPL-FX500 6000/8000시간

“ECO MODE”버튼 한번만 눌러주면 전력을 절약하는 모드로 전환

- 프로젝터나 리모컨에 있는 “ECO”버튼을 한번 눌러 줌으로서 하기의 관련 설정항목들을
저전력에 적당하게 조합하여 설정하여 줍니다.

램프 저전력모드(표준모드)
전력 절야모드

대기모드 “저” 모드

Projector
Remote Commander



15

- 유지비용 및 친환경에 대한 고려경향이 강해지고 있음

- VPL-FX30 의 설계 개념은 이러한 경향에 잘 맞는 제품

고객 여론조사 결과
(유지비용 & 친환경)

인용: PMA 2009 최종고객 조사
친환경/운영비 – 전면투사 프로젝터

운영비 특성의 중요성
H아래의 각각의 요소들이 프로젝터를 구입하는데 얼마나 중요한 요소들인가?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램프교환주기

소비전력

필터교환주기

프로젝터 청소

설치/해제비용

매우 중요 약간 중요 그다지중요하지않음 전혀 중요하지않음

“환경” 프로젝터의 중요성(조직에서의)
당신이 속해있는 조직에서 향후 1년 이내에 프로젝터를 구입할 경우 친환경제품인지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반드시/ 전적
으로
16%

매우 중요함
37%

어느정도 중요
함

27%

그다지 중요하
지 않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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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포인트 #5

조화로운 디자인

- 모양과 기능성을 함께 고려한 새롭게 디자인된 외관.

- 흰색이며, 평평하고 매끄러운 스타일의 상부면은 프로젝터가 천정에 조화롭게

설치되어 있는 인상을 줍니다.

- 시청자석에서 커넥터와 케이블이 보이지 않도록 프로젝터 전면의 아래 부분에 위치해

있습니다.

- 센터렌즈는 프로젝터 설치 공간에서 대칭적 설치를 가능케 합니다.

[조화로움]

흰 색 천정, 평평한 상부면 그리고 매끄러운 표면

전면 커넥터 패널

센터렌즈

[기능성]

전정의 60cm2 크기의 타일에 알맞으며 리프트 설치에 적합한 크기

옆면에서 착탈이 가능한 램프와 필터

옆면 통풍장치는 먼지가 싸여서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해 주며 케이블 처리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

도와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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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cm2T(2피트2) 기능성 있는 크기

• 일반적인 천정 타일과 잘 어울림

• 리프트 설치에 알맞은 크기

17
* 설치 전 세부사항에 대해 점검하십시오.

54
5（

21
 1

5/
32

）

530（20 7/8）

렌즈와 커넥터를 위한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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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PL-FX500L 외관

리모콘

• 윗면과 옆면을 매끄럽게 하기 위해

커넥터 등의 돌출부분은 전면에 배치

Indicators

흡입구 &
필터 덮개

IR 수신부

IR 수신부

램프 덮개

커넥터 패널

콘트롤 패널배기구



판매 포인트 #6

탁월한 화질

19

• 더 좋은 색 밝기 & 색상재현

• 1등급 12비트 3D 디지털 감마 보정

• 높은 명암 비

• 필름모드



판매 포인트 #6 / 뛰어난 화질

더 좋은 색 밝기 & 색상 재현
The 3LCD 기술은 선명하고 다채로운 화면을 전달

또한 각 색상의 밝기는 흰 색의 밝기와 동일

20

1.높은 빛 효율성
2.풍부한 색 재현

Time

Energy

100%

White Luminous Flux

Color Luminous Flux

3. 자연스러운 그라데이션 과 화질

4. 세밀한 부분의충실한 재현



기술정보 / 3LCD 패널 시스템

3LCD의 장점

밝은 화면
빛의 효율성이 탁월합니다. 빛의 삼원색이 언제나 풀타임으로 빛을 투사해 줍니다.
사용자로 하여금 밝고 뚜렷한 화면을 볼 수 있게 보장해 줍니다.

자연스러운 이미지
기본색상인 빨강색(R), 초록색(G), 파랑색(B) 을 정밀하게 조정하여 재결합 함으로서 한 점
한 점 정확한 색상재현을 보장합니다. 그리고 3LCD는 중간색들의 사실적인 표현을 가능케
하여 사용자로부터 실생활에서 접하는 그대로의 어두움과 그림자부분들을 즐길 수 있게
합니다.

눈에 편안함(더욱 아름다운 화면)
색상이 3개의 LCD들로 재생성 됨으로 눈에 편안한 이미지들을 만들어 냅니다.
3LCD는 일명 색 분리 현상, 일명 레인보우 현상이 없습니다. 특별히 움직이는 동영상의 경우
탁월한 색상의 재현력을 제공합니다.

21



기술정보 / 3LCD 패널 시스템

밝은 이미지(1/4)

색 밝기란 무엇입니까?
색상의 빛 출력은 프로젝터의 컬러를 전달하는 능력을 측정하는 단위 입니다.
흰색의 밝기를 측정하는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색상의 밝기를 측정하는 방식이며 색에
관한 전문가들에 의해 개발되었습니다.

기존의 밝기 규격은 색상에 대한 밝기를 측정할 수 있나?
없습니다. 기존의 제품규격 중 하나인 밝기(흰색 기준의 빛 출력)와 명암비 그리고 해상도는
색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습니다. 

왜 색상의 빛 출력(색 밝기)가 중요한가?
색은 화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지표이며 , 따라서 색의 빛 출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TFC(프로젝터 시장조사기관,Brand Strength Study 2008)의 상세한 시장조사에 따르면, 
프로젝터를 선택할 때 화질은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색의 빛
출력은 사용자로 하여금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프로젝터의 색 관련 성능을 보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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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 관련 성능은 모든 프로젝터에서 동일한가?
아닙니다. 현재 판매되고 있는 프로젝터의 색 관련 능은 매우 차이가 납니다. 아래의 두 프로젝터의
투사된 화상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 투사된 이미지의 종류에 따라 색의 빛 출력(색 밝기)는
매우 많은 차이가 납니다.

* 두 프로젝터의 실제로 투사된 영상을 찍은 이 두 사진은
기본 모드로 설정은 하여 찍었고 가격, 해상도
밝기(흰색밝기) 등이 동등한 프로젝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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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정보 / 3LCD 패널 시스템

밝은 이미지(2/4)



색 밝기는 어떻게 측정하는가?

발기(흰색 밝기)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화면의
9개의 점에 비추어지는 흰색의 빛 밝기를 루멘으로
측정합니다. 이는 색에 대해서는 측정하지 않습니다.

색 밝기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3장의 9개 점을
측정합니다. 이 점들은 빛의 삼원색인 빨강색, 초록색, 
파랑색으로 구부되어 있으며 밝기 측정은 흰색
밝기측정과 동일한 방법으로 이루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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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 밝기는 어떻게 사용되어 지는가?
색의 빛 밝기는 프로젝터의 전반적인 화질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기 위해 기존의
밝기(흰색밝기)와 함께 사용됩니다. 두 가지 사항은 최적의 색관련 성능을 얻기 위해 이
밝기와 색밝기 두 규격을 기억해 두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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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정보 / 3LCD 패널 시스템

눈에 편안함(더욱 아름다운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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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 분리 현상
색 분리 현상은 순차적으로 색을 처리하는 시스템에서 생기는 문제 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움직이는 영상과 시청자의 눈 과의 상호작용으로 일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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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포인트 #6 / 탁월한 화질

12비트 3D 디지털 감마 보정
1등급 직접회로: 고정밀 감마 보정을 실현

상세한 그라데이션(단계변화) 재현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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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술은 비월주사 방식을 순차주사 방식으로 변환하는 처리를
통해 고화질을 구현합니다.
2대3, 2대2 풀다운 처리를 통해 필름기술에서 유래된 소스신호를
탐지해 내고, 극도로 정확한 영상을 재생산 합니다.

판매 포인트 #6 / 탁월한 화질

필름 모드



기능들

안전관련 기능들

1. 안전을 위한 잠금기능 (패스워드)
프로젝터가 켜 있을때 패스워드를 넣지 않으면 스크린에 이미지가 투사되지 않도록
방지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안전 라벨” 은 이러한 기능을 표시하기 위해 제공됩니다. )

2. 안전 라벨
프로젝터에 스티커를 붙임으로서 현재 프로젝터가 절도행위를 단렴시키기 위해
안전을위한 잠금기능이 사용되고 있음을 알려 줍니다..

3. 패널키 잠금
이 기능은 프로젝터에 있는 콘트롤패널의 모튼 키들을 잠그고 오직 리모콘에서만 키들이
사용되도록 합니다.
이 기능은 프로젝터를 잘못된 조작으로 부터 보호합니다.

4. 안전을 위한 잠금기능 (물리적인)
옵션의 보안케이블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5. 안전 바 (물리적인)
시장에서 판매되는 도난방지용 케이이나 케이블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어떤 안전케이블들은 끝 부분의 디자인에 따라 사용할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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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콘 상의 전용 버튼을 누름으로써 이미지의 투사를 끊을 수
있습니다. 동일한 버튼을 다시 누르면 투사가 계속됩니다.

프리젠테이션을 위한 다른 기능들

화면 뮤팅 – 기계적인 셔터

MUTING
“PIC” 프로젝션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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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NEW

기계적인 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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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젠테이션을 위한 다른 기능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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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을 위한 다른 기능들



다양한 사용 사례들을 위한 다른 기능들

설치 자세

33

더 길어진 램프 교환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더욱더 엄정한 냉각조건의
조절이 필요로 합니다. 램프가 오래 지속되는 것을 유지하기 위해 냉각
팬의 이상적인 설정이 필요합니다.
때문에 화면의 상하좌우를 뒤집은 경우에는 설치자세도 최적의 상태로
설정해 주어야 합니다.

NEWNEW

자유로운자유로운 틸트틸트 ((360360도도)



다른 제품 정보

사전설정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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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NEW

추가 신호추가 신호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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