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T47WL Series
교육 및 비즈니스용으로 최적화된 HLD 초단초점 프로젝터

UT47WL / UT45UL

우수한 성능과 다양한 기능

■ HLD 기술이 적용된
 생생하고 선명한 색감
· REC.709 120+%

※ LCD : REC.709 80+%

■ 친환경 무수은 프로젝터

■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밝기와 명암비의
 HLD 초단초점 프로젝터
· 4,700 Im & 4,500 Im / 3,000,000:1

■ 긴 광원 수명
· 일반 20,000 시간 / ECO 30,000시간

■ 다양한 입출력 지원
· HDMI x 2 (1 for MHL) / RGB x 2
· Composite / AUDIO
· RS-232C / RJ-45 / USB

■ 강력한 사운드
· 10W x 2 내장 스피커

■ MHL 지원 / 메모리뷰어 기능 지원
· 스마트폰 / 태블릿의 화면을 직접 투사
· USB 메모리의 이미지  / PDF 파일 열람

■ 다양한 편의 기능
· 사용자 로고화면 설정 / 비밀번호 설정
· 유무선 LAN 제어 등

■ 강력한 키스톤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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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초점 프로젝터의 장점

■ 투사거리 : 50.4cm(70″)~85.3cm(130″)

■ 발표자의 눈이 부시지 않음

■ 투사된 화면에 발표자의 그림자 최소화

■ 교육/업무용으로 적합

■ 전시회 등 좁은 공간에서도 사용 가능

설치의 유연성

■ 360도 거의 모든 각도에서 유연한 프로젝션 가능

■ 천장/후방 자동, 천장/전방 자동 위치 조절

■ 자동 보정 기능 탑재

■ 제공된 리모콘으로 손쉽게 디지털줌 기능 조작 가능

■ 전종렌즈시프트 기능으로 이미지 위치를 손쉽게 조정

360̊

LED
Color Space

* UT47WL 제품만 해당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 229 유환빌딩 (역삼동)

Tel (02)555-3080           Fax (02)557-3083 ※ 제품의 외관 및 사양은 성능 개선을 위해 사전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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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규격

모델명 UT47WL UT45UL

패널 시스템 0.76" 3LCD

광원 HLD Laser

밝기 4,700 lumens 4,500 lumens

명암비 3,000,000:1

해상도 WXGA, 1,280x800 WUXGA, 1,920x1,200

화면비 16:10 (4:3 호환)

광원 수명 20,000 시간 / 30,000 시간 (ECO)

렌즈

1.78~1.83(f=4.92~5.18mm)

투사비율 0.27~0.29 : 1

투사거리 0.504~0.853m

키스톤 수직 ±5° 수평 ±5°, 코너, 곡선보정

렌즈쉬프트 수직 ±3° 수평 ±2° (수동)

줌/포커스     디지털줌 , 수동 1.05x / 수동 포커스  

화면사이즈 70~130" 

입력단자(Input)

2 X 15-pin D-sub
2 X HDMI (HDMI2 MHL 지원)
1 X Stereo mini jack
3 X RCA 

출력단자(Output)
1 X 15-pin Mini D-sub
1 X Stereo mini jack

컨트롤/서비스 단자

1 X D-sub 9pin(RS232C)
1 X RJ-45
1 X USB(A) 
1 X USB(B) 

입력 신호
VGA, SVGA, XGA, QVGA, SXGA, SXGA+, UXGA,  
WUXGA, WSXGA+, MAC

비디오 포맷
NTSC, NTSC4.43, PAL, SECAM, PAL-M, PAL-N
480i/p, 576i/p, 720p, 1080i/p

작동 온도 0~40°C 

스피커 10W X2

팬 소음 37.5dB(Normal) 

정격 전압 AC 100~240V, 50/60Hz

소비 전력 450W(Normal) / <0.5W(Stand-by)

규격 (W)449 x (D)425 x (H)153 mm

무게 11kg

랜 제어 크레스트론 룸 뷰 지원

렌즈

후면단자

투사거리

벽면마운트키트 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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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inch 80 inch 100 inch 110 inch 130 inch

최대 410 468 585 643 759

최소 432 493 615 676 799

최대 80 138 255 313 429

최소 101 163 285 346 469

최대 128 155 208 235 288

최소 184 219 289 324 393

16:9

70 inch 80 inch 100 inch 110 inch 130 inch

최대 413 473 592 652 772

최소 435 498 624 687 813

최대 83 143 262 322 442

최소 105 168 294 357 483

최대 181 216 284 319 388

최소 234 275 359 401 485

화면크기

화면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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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가 용이한 HLD 초단초점 프로젝터

 4, 00 lm

4, 00 lm

WXGA

WUXGA

3,000,000 :1

3,000,000 :1

UT47WL
UT45UL

해상도광원 명암비 광원수명 디지털 줌

10Wx2
스피커

수직수평/코너
키스톤

보안크레스트론
룸뷰

3,000,000:1
WXGA
WUXGA

HLD
ColorSpark

20,000Hr

①오디오 입력(컴포지트) ②비디오 입력(컴포지트) ③RGB 입력 1 ④RGB 입력 2(YPbPr/S-Video)

⑤RGB 출력  ⑥RJ 45  ⑦USB(B) 입력  ⑧USB(A) 입력  ⑨RS-232C  ⑩오디오 입력 

⑪오디오 출력 ⑫리모컨 수신부 ⑬HDMI 입력 1/HDMI 입력 2(MHL) ⑭켄싱턴락

①

② ③ ⑤④ ⑥ ⑦ ⑧

⑩ ⑪ ⑫⑨ ⑭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