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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영합니다 
 

본 제품을 구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제품은 DLP 기술을 내장한 피코 
프로젝터 입니다. 최고의 영화 프로젝터로 알려져 있는 DLP 기술은 리치 컬러 
및 선명한 이미지를 피코 프로젝터에 제공합니다. 또한 미디어 플레이어, 
오피스 및 PDF 리더 그리고 HDMI, AV-in, USB 및 Micro SD-card 슬롯 등의 
다용도 연결 옵션의 통합은 본 제품이 모바일 사용을 위한 최상의 솔루션이 
되도록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최신 Pico 프로젝터를 사용해서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이 사용설명서를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안전 주의 

1. 장치 및 포장 재료를 유아나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2. 전원 어댑터 및 다른 접촉면에 물이 떨어지거나 튀지않도록 하며 장치 사용 전 
손을 건조시켜 주십시오. 장치를 액체가 들어있는 꽃병 등과 같은 물체 주위에 
두지 마십시오. 

3. 사용 되는 전원 콘센트가 항상 이용 가능하며 숨겨져 있지 않도록 합니다. 
위급상황시 전원 어댑터를 이용하여 전력 네트워크와 장치가 떨어지도록 
합니다. 

4. 장치를 양초와 같은 불길 근처에 가까이 두지 마시고, 불을 장치 주변에서 
피우지마십시오. 

5. 장치를 다른 물체로부터 적어도 10cm 떨어지도록 합니다. 환기구가 신문, 
식탁보, 커튼 등에 의해 덮어지지 않도록 합니다. 

6. 사용자의 안전을 위해 천둥 번개가 치는 동안에는 프로젝터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7. 상  습도: 25% ~ 80%, 불응식. 
8. 배터리는 장치에 통합되어 있습니다. 분해 및 개조를 하지 마십시오. 배터리는 
자격을 갖춘 서비스 센터에 의해서만 교체되어야 합니다. 

9. 방안의 주변 온도는 5 ~ 35°C를 유지하십시오. 
10.  장치가 추운 곳에서 따듯한 곳으로 옮겨졌다면 메인 어댑터를 연결하기 전 
기다려 주십시오. 형성된 물방울 등이 특정 상황에서 장치를 훼손 할 수도 
있습니다. 장치가 실내 온도에 다다르면 위험 없이 장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11. 본 제품을 조심해서 취급하십시오. 날카로운 물체가 닿지 않도록 하십시오. 
제품을 금속 물체에서 멀리 하십시오. 

12. 프로젝터를 평평한 표면에 설치합니다. 땅바닥에 충돌 또는 추락하면 제품이 
손상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3. 장비를 떨어뜨리거나 분해하면 사용자의 워런티가 무효가 됩니다. 커버를 
열거나 제거하면 위험한 전압 및 기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자격을 갖춘 
서비스 센터에 서비스를 맡겨 주십시오. 

14. 제조업체에서 제공한 부속품만 사용하십시오. 
15. 제품 및 사용자 설명서는 추가 공지사항 없이 개선 또는 보완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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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터

피코 프로젝터의 관리와 안전 정보 
1. 프로젝터의 렌즈에 얼굴을 직접 향하지 
마십시오. 

2. 작동 중, 본 제품은 약간의 열을 배출할 수  
있으며, 이것은 정상입니다. 

3. 제품을 먼지가 많은 환경에서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먼지 입자 및 기타 외부 
물체들은 장치에 손상을 가할 수 있습니다. 

4. 장치에 과도한 진동이 가해지지 않도록 합니다. 
이것은 내부 부품에 손상을 가할 수 있습니다. 

5. 폐쇄형 전원 어댑터를 사용합니다 (기술 데이터 참조): 
파워 서플라이의 주 전원이 설치한 장소의 가용한 주 전원과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이 장치는 장치에 명시된 전압을 준수합니다. 

 
FCC 적합성 선언: 
본 장치는 FCC 규정 제 15부를 준수합니다. 작동에는 다음 두 가지 조건이 
적용됩니다: (1) 본 장치는 유해 간섭을 일으키지 않으며, (2) 본 장치는 원치 
않는 작동을 일으킬 수 있는 간섭을 포함하여 수신된 어떠한 간섭도 
수용해야 합니다. 
 
본 장치는 FCC 규정의 제 15부에 따라 검사를 마쳤으며, B급 디지털 장치에 
한 제한 사항을 준수한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제한 사항은 거주 
지역에 설치 시 유해 간섭에 한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본 장치는 무선 
주파수 에너지를 생성, 사용 및 방출할 수 있으며, 제조업체의 지침에 따라 설치 및 사용하지 않을 
경우 무선 통신에 유해한 간섭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설치 시 간섭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본 장치가 라디오나 TV 
수신에 유해한 간섭을 유발하는 경우, 본 장치를 껐다가 다시 켜보면 알 수 있음, 다음 중에서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간섭을 해결할 것을 권장합니다: 
 
- 수신 안테나의 방향 또는 위치를 변경합니다. 
- 장치와 수신기 사이에 간격을 멀리 합니다. 
- 수신기가 연결되어 있는 회로가 아닌 다른 회로의 콘센트에 장치를 연결합니다. 
- 판매점이나 무선/TV 전문 기술자에게 도움을 의뢰합니다. 
 
준수의 책임이 있는 당사자에 의해 명시적으로 허가되지 않은 변경이나 개조는 사용자가 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무효로 할 수 있음을 주의하십시오. 
 

 

제품 수명이 다한 경우 모든 부품을 되도록 
재활용 하십시오. 
배터리 및 충전 배터리는 가정용 쓰레기와 
함께 버리면 안됩니다! 
해당 지역의 재활용 시설에서 재활용 
하십시오. 
분리 폐기로 환경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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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 

 

장치 둘러보기 
 
프로젝터 
 
 
 
 
 
 
 
 
 
 
 
 
 
 
 
 
 
 
 
 
 
 
 
 
 
 
 
 
 
 
 
 
 
 
 

 
키패드 

 
 
 
 
 
 
 
 
 
 

메뉴 

OK 

아래 

되돌리기 

위 

오른쪽 

IR 수신기 

LED 표시등 

전원 켜기/끄기 

DC 입력 HDMI 커넥터 
Micro SD 카드 슬롯 USB 커넥터 

삼각  소켓 

받침  

AV 단자/스피커 커넥터 
초점 휠 

투사 렌즈 

스피커 

키패드 

환기구 

키패드 잠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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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컨 
 

 

 
경고: 
배터리의 부적절한 사용은 과열, 폭발 및 점화 등을 유발하여 부상 및 화재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배터리 누출은 리모컨에 손상을 가할 수 있습니다. 
리모컨을 직사광선에 노출하지 않도록 합니다. 
배터리를 불 또는 물에 노출되지 않도록 합니다. 
수명을 다한 배터리는 즉시 교체합니다. 
장시간 리모컨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배터리를 빼놓도록 합니다. 

 
 
포장 상자 내용물 
 

다음 항목들이 제품 패키지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프로젝터 
 AC 어댑터 
 교체 가능한 전원 플러그 
 리모컨 
 HDMI 케이블 (A to A 타입) 
 USB 케이블 
 USB 어댑터 
 파우치 
 사용 설명서 
 

이미지 회전 버튼 

소스 선택 버튼 

음소거 버튼 

위 버튼 

되돌림 버튼 

오른쪽 버튼 

볼륨 증가 버튼 

볼륨 감소 버튼 

전원 버튼

밝기

메뉴 버튼

OK 버튼

왼쪽 버튼

확  버튼

축소 버튼

아래 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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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기 
 
제품 충전하기 

프로젝터는 모바일 사용을 위해 3000 mAh 
리튬 폴리머 배터리를 내장하고 있습니다. 
처음 사용 전 프로젝터를 8시간 동안 
충전하시기 바랍니다. 제공된 AC 전원 
어댑터의 한 쪽 끝을 DC-IN 단자에 
연결하고, 다른 쪽 끝을 전원 소스에 
연결하여 충전을 시작합니다. 만약 방식이 
다를 경우 사용자 국가의 전원 콘센트 
타입에 맞는 AC 어댑터의 플러그(EU, US, 
및 기타 국가.)로 교체합니다. 

 
충전 상태 충전 시간 

전원 꺼짐, AC 전원 어댑터에 의해 충전 약 5시간 

전원 꺼짐, USB 연결에 의해 충전 약 8시간 

전원 켜짐 및 AC 전원 어댑터 연결 충전 안 됨 

전원 켜짐 및 USB 케이블로 연결 충전 안 됨 
 
 

충전 LED 표시등 

충전을 하는 동안 전원 버튼의 LED는 오렌지 색으로 변합니다. 배터리가 완전히 
충전되면 녹색으로 변합니다. 

 
프로젝터 켜기/끄기 

전원 스위치를 아래쪽으로 1초간 눌러 프로젝터를 켭니다. 

프로젝터를 끄려면, 전원 스위치를 아래쪽으로 2초간 누릅니다. 

 
초점 조정하기 

초점 휠을 위/아래 방향으로 돌려 초점을 
조절하여 날카롭거나 선명한 화면을 
얻습니다. 

 
 
언어 선택하기 

방향 키   를 사용하여 ‘설정’을 선택하고  (OK)를 눌러 하위 메뉴로 
들어갑니다. ‘언어’를 선택하고  (OK)를 눌러 언어 목록으로 들어갑니다. 원하시는 
언어를 선택하고  (OK)로 확인합니다.  (되돌리기)를 눌러 메인 메뉴로 
되돌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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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텐츠 준비하기 

내부 메모리에서 투사하기 

프로젝터에는 파일 저장을 위해 2GB 내부 메모리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프로젝션을 위해 PC로부터 미디어 파일을 내부 메모리에 다운로드 합니다: 

1. PC와 프로젝터의 전원을 켭니다. 

2. USB 케이블을 통하여 프로젝터의 
micro-USB 포트와 PC를 
연결합니다. 연결되면, 전원 절약을 
위해 화면과 환기구 팬이 자동으로 
꺼질 것입니다. 이제 프로젝터가 
용량 스토리지 모드로 

전환되었습니다. 

3. 사용자는 사진, 비디오, 음악, Windows 오피스 (PowerPoint, Word 및 Excel), 
및 PDF 파일을 PC로부터 내부 메모리에 복사하거나, 내부 메모리에 있는 
파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참고:  프로젝터가 PC 또는 노트북에 연결되면 리모컨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외부 메모리로부터 투사하기 

외부 Micro SD/SDHC card 슬롯 
싱글 내부 메모리 카드 리더기는 다음 플래쉬 메모리 
카드를 읽을 수 있습니다: Micro SD 및 최  32 GB 
SDHC card. 아래에 보이는 방향에 따라 카드가 슬롯의 
끝에 닿을 때까지 천천히 삽입합니다. 메모리 카드를 
제거하려면, 카드의 끝을 가볍게 누른 후 빼냅니다. 
 
USB 장치 
프로젝터는 USB 메모리 스틱과 같은 USB 
장치로부터 컨텐츠를 투사할 수 있습니다. 
그림과 같이 USB 어댑터의 한 쪽 끝을 
장치의 micro-USB 포트에 연결하고, 다른 
쪽 끝을 USB 장치에 연결합니다. 
 
참고: 외부 메모리 소스가 재생 목록에 기본 메모리로 표시될 것입니다. Micro 

SD/SDHC card와 USB 메모리 스틱 둘 다 사용 중일 때, USB 메모리 
스틱이 재생 목록에 기본 메모리로 표시될 것입니다. 

 

메모리 소스 선택하기 

방향 키  를 사용하여 ‘설정’을 선택하고  (OK) 를 눌러 하위 메뉴로 
들어갑니다. ‘메모리’를 선택하고  (OK) 를 눌러 메모리 옵션으로 들어갑니다. 
원하시는 메모리 소스를 선택하고  (OK) 로 확인합니다.  (되돌리기)를 눌러 
메인 메뉴로 돌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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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AV 소스로부터 투사하기 
 
AV IN 
아래의 그림에 따라 외부 AV 출력 장치를 스피커 주변의 AV 단자에 
연결합니다. 색상에 맞추어 연결합니다. 연결 후, 화면은 자동으로 AV 
소스로 전환됩니다. 

 

참고: AV-IN 케이블은 옵션(별매)입니다. 
 
HDMI 

HDMI 케이블을 사용하여 프로젝터의 후면 패널에 있는 HDMI 포트와 외부 
HDMI 신호 소스를 연결합니다. 연결 후, 화면은 HDMI 소스로 자동으로 
전환됩니다. 

 

참고: 부분의 비디오 컨텐츠는 16:9 비율입니다. USB “메뉴 버튼”으로 
3가지 투사 모드 중 하나를 선택하여 화면 품질을 최적화 합니다. 

3가지 종류의 투사 모드 그림: 

스마트폰 
(소스) 화면

16:9 화면비율 

 

투사 화면 

팬 & 스캔 (4:3) 

 

레터박스 (16:9) 

 

테마 모드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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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으로부터 투사하기 

1. 미러 프로젝션을 위해 Samsung Galaxy S3를 연결합니다 

Samsung S3 전용 액세서리(HDTV (MHL) 
어댑터)와 A to A HDMI 케이블을 
연결하여 Samsung Galaxy S3로부터 
미러 프로젝션을 구성합니다. 

 
참고: MHL 어댑터는 외부 전원 소스가 

필요합니다. 
 
 
 
2. iPhone 5 연결 (라이트닝 커넥터) 

 
만약 iPhone 5, iPad 4th, iPad mini 및 
iPod touch 5th를 가지고 있다면, 
프로젝터와 연결하기 위해 Apple 
Lightning Digital AV 어댑터와 A-to-A 
HDMI 케이블을 사용하여 미러 
프로젝션을 구성합니다. 

 
 
 

3. iPhone 4S 연결 (30 pin 커넥터) 
 
만약 iPhone 4S, New iPad, iPad2, iPad 
및 iPod touch 4th를 가지고 있다면, 
프로젝터와 연결하기 위해 30 pin 
Apple Digital AV 어댑터와 A-to-A HDMI 
케이블을 사용하여 미러 프로젝션을 
구성합니다. 

 

전원 소스 

iPhone 5 

iPhone 4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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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과 작동 
 
주 메뉴 
 

 

 

방향 키   를 눌러 원하는 항목을 하이라이트하고  (OK)를 눌러 하위 
메뉴로 들어갑니다.  (되돌리기)를 눌러 메인 메뉴로 돌아갑니다. 

 

주 메뉴 설명 

동영상 
이 기능은 화면에 투사할 비디오 파일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사진 
이 기능은 화면에 투사할 JPEG 및 BMP 
이미지 파일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문서 
이 기능은 프로젝터에서 투사할 Office 
PowerPoint, Word, Excel 및 PDF 파일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음악 
이 기능은 프로젝터에서 재생할 MP3, WAV 
및 OGG 파일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파일 

이것은 파일 포맷과 상관 없이 선택된 메모리 
소스의 모든 폴더 및 파일을 탐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사진 및 비디오는 목록 탐색 
도중 미리보기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선택된 파일을 다른 메모리 소스에 
복사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설정 
이 기능은 밝기, 키 감도, 언어 및 메모리 
등과 같은 환경 설정들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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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 투사하기 

비디오 파일을 선택하고 투사합니다. 

 

1. 메인 메뉴에서 'Video' 를 선택하고 들어갑니다. 
2. 비디오 목록에서,  를 사용하여 폴더를 선택하고  를 눌러 선택된 
폴더를 엽니다.  를 사용하여 목록을 탐색합니다.  를 눌러 선택된 
비디오 재생 및 투사를 시작합니다. 

3. 재생 중,   를 눌러 이전/다음 비디오를 재생합니다. 
4.   를 길게 눌러 빨리 되감기/빨리 감기 합니다. 
5.  를 눌러 정지하고, 다시 한 번 눌러 재개합니다. 
6. 비디오 볼륨을 조절하려면,  를 눌러 값을 조절합니다. 
7. 비디오 재생을 위한 메뉴 설정: 

 (메뉴)를 눌러 비디오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1) 사운드: 오디오를 켜거나 끕니다. 
2) 재생: 비디오 클립 재생 모드를 선택합니다(표 A). 

 
<표 A> 

 반복 끄기 현재 비디오 및 트랙 한 번 재생 

 표준 현재 폴더 재생 

 하나 반복 현재 비디오 및 트랙 반복 재생 

 모두 반복 현재 폴더 반복 재생 

 랜덤 현재 폴더 무작위 순서로 반복 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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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프로젝터는 다음 비디오 포맷을 지원합니다: 
 

파일 확장 비디오 디코더 오디오 디코더 
*.avi MJPEG 

Xvid 
H.264/AVC 
MPEG4 

AAC (AAC-LC 및 HE-AAC) 
PCM 
ADPCM 

*.mov 
*.mp4 

MPEG4 
H.264 

AAC 
PCM 
ADPCM 

*.mpg MPEG1 LPCM 
 
 
사진 투사하기 

정지 영상을 선택하고 투사합니다. 
 
1. '사진' 을 선택하고  를 눌러 메인 메뉴의 사진 모드로 들어갑니다. 
2.  를 사용하여 폴더를 선택하고  를 눌러 선택된 폴더를 엽니다.  

  를 사용하여 사진의 썸네일을 탐색합니다. 
3.  를 눌러 선택된 사진을 전체 화면으로 투사합니다. 
4. 좌/우 ( ) 키를 눌러 이전/다음 사진으로 이동합니다. 
5. 사진 줌 및 이동(pan): 

 
  키를 눌러 줌 모드로 들어갑니다. 위/아래 () 키를 사용하여 
확 /축소합니다. 

 줌 모드에서,  를 눌러 이동(pan) 기능으로 전환합니다. 
 

자세한 작동은 다음을 참조합니다<표 B>. 
 

<표 B> 

  

확 /축소 

(사진: 확  레벨은 1x ~ 4x입니다. 

문서: 확  레벨은 1x ~ 8x입니다.) 

   이전/다음 사진 

 이동(pan) 모드 진입 

줌 

 전체 화면으로 돌아가기 

  

및 
   

위, 아래, 좌, 우로 이동(pan) 

 줌 모드로 돌아가기 

이동(Pan) 

 전체 화면으로 돌아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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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진 회전하기: 
 (메뉴)를 눌러 회전 기능으로 들어갑니다. 좌/우 ( ) 키를 사용하여 

회전 방향을 선택하고  를 눌러 확인합니다. 되돌아 가려면,  
(되돌리기)를 눌러 사진 폴더 및 썸네일로 돌아갑니다. 

7. 슬라이드쇼를 시작하려면,  (메뉴)를 눌러 ‘슬라이드쇼’로 들어간 후, ON을 
선택합니다. 

 

           

 
 슬라이드쇼 재생 중 배경음악을 재생하려면, ‘음악’ 설정으로 들어가서 

ON을 선택합니다. 
 슬라이드쇼 속도 설정, 속도로 들어가서 5초, 10초, 30초, 1분 및 10분 
중에서 하나를 선택합니다. 

 슬라이드쇼를 멈추려면  를 누릅니다.   를 사용하여 이전/다음 
사진을 탐색합니다.  를 다시 눌러 슬라이드쇼를 재개합니다. 

 
참고: 프로젝터는 다음 사진 포맷을 지원합니다: 

 
파일 포맷 파일 확장 
JPEG *.jpeg 
JPG *.jpg 
BMP *.bmp 

 

문서 투사하기 

1. 메인 메뉴에서, '문서'를 선택하고  버튼을 눌러 문서 모드로 들어갑니다. 

2. 폴더 및 파일을 탐색하고  를 눌러 선택된 문서를 엽니다. 

3. 좌/우 ( ) 버튼을 누르면, 이전/다음 파일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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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서 줌 및 이동(pan): 

  키를 눌러 줌 모드로 들어갑니다. 위/아래 () 키를 사용하여 
확 /축소합니다. 

 줌 모드에서,  를 눌러 이동(pan) 기능으로 전환합니다. 

자세한 작동은 표 B 를 참조합니다 (페이지 12). 

참고: 1. 프로젝터는 다음 문서 포맷을 지원합니다: 

파일 포맷 파일 확장 
POWERPOINT *.ppt, *.pptx,  

PDF *.pdf 

WORD *.doc , *.docx, 

EXCEL *.xls, *.xlsx 

 
2. 파일 열기, 확  및 이동(pan) 작업을 하는 도중, 파일의 크기가 
크거나 한 페이지에 다수의 사진이 있으면 페이지 로딩 시 얼마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3. 프로젝터는 제한된 폰트만 지원합니다. 지원되지 않는 폰트를 가진 
문서를 열 때, 문서 뷰어는 자동으로 지원되지 않는 폰트를 기본 
폰트로 체합니다. 이것은 화면 배치를 다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음악 재생 

오디오 파일을 선택하고 재생합니다. 

1. 음악을 청취하기 전, 사용자는 우선 반드시 내부 메모리 또는 외부 메모리 
장치에 음악 파일을 저장해야 합니다. 

2.  를 눌러 노래 한 곡을 선택하고  를 눌러 음악 재생을 시작합니다. 
3. 음악 볼륨을 조절하려면,  를 눌러 값을 조절합니다. 
4.  를 눌러 음악을 정지합니다. 다시 한 번 눌러 일반 재생으로 돌아옵니다. 
5. 20초 후 전원 절약을 위해 화면이 자동으로 꺼질 것입니다. 화면을 켜려면, 
키패드를 터치하여 투사 기능을 활성화 합니다. 

6.  (메뉴)를 눌러 음악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1) 사운드: 오디오를 켜거나 끕니다. 
2) 재생: 표 A와 같이 재생 설정을 선택합니다 (페이지 11). 

참고: 프로젝터는 다음 음악 포맷을 지원합니다: 

파일 포맷 파일 확장 
MP3 *.mp3  

WAV *.wav 

OGG *.og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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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폰 사용하기 

프로젝터에는 최상의 오디오 성능을 
제공하기 위해 스피커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이어폰 또는 외부 스피커를 
장치의 AV 단자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어폰이 연결되면, 스피커가 자동으로 꺼질 
것입니다. 
 
 

경고: 청력 손상 방지 
장시간 높은 볼륨으로 들으면 청각에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파일 관리자 

파일 탐색기는 다양한 포맷의 파일을 탐색, 투사, 관리하기 위한 빠르고 간편한 
방법입니다. 

1. 메인 메뉴에서, '파일'을 선택하고  를 눌러 
파일 목록으로 들어갑니다. 

2. 파일 목록 탐색하고, 파일을 선택한 후,  를 
눌러 투사를 시작합니다. 

3. 파일을 관리하려면, 목록에서 파일을 
하이라이트 하고  (메뉴) 키를 눌러 ‘복사 
& 삭제’ 기능으로 들어갑니다. 

 
 파일 복사하기 

 “복사” 선택하고 눌러 선택된 파일을 다른 메모리 장치로 복사합니다. 
 파일 삭제하기 

 “삭제” 를 선택하고 눌러 선택된 파일을 삭제합니다. 
  를 눌러 취소하고 파일 목록으로 돌아갑니다. 
 
 

설정 

프로젝터 밝기, 키보드 감도, 언어 및 메모리 장치의 기본 설정을 변경합니다. 
 
 
1. 밝기 
이 설정은 사용자가 Eco 모드 또는 향상 모드 중 하나를 선택하여 밝기를 
변경하도록 합니다. Eco 모드에서 밝기는 낮아지지만 전원 소비는 일반 및 
향상 모드에 비하여 적습니다(배터리 모드에서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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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드 루멘 배터리 수명 권장 
향상 배터리 모드: 

50 루멘스 
60 분 이 모드는 최상의 

성능을 위해 외부 파워 
서플라이를 사용할 수 
있을 때 권장됩니다.  

표준 배터리 모드: 
40 루멘스 

80 분 이 모드는 방의 밝기 
조절이 쉬워 투사에 
이상적인 환경을 만들 
수 있을 때 권장됩니다. 

Eco 배터리 모드: 
30 루멘스 

100 분 이 모드는 프로젝터가 
배터리 모드에 있을 때 
전원 절약을 위해 
권장됩니다. 

 
참고: 프로젝터는 제공된 AC 어댑터가 연결되었을 때 자동으로 향상 

모드로 전환될 것입니다. 
 
 

2. 키패드 감도 

이 항목은 사용자가 키 감도를 설정하도록 합니다 (가능한 설정 값은 1 ~ 3). 
더 높은 값은 더 높은 감도를 나타냅니다. 
 

        

 
 

3. 언어 

이 항목은 사용자가 표시되는 시스템 언어를 선택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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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동 전원 끄기 

이 항목은 사용자가 프로젝터의 자동 전원 끄기 기능을 활성 또는 비활성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만약 자동 전원 끄기가 켜지면, 프로젝터는 선택된 
시간이 지난 후 자동으로 꺼질 것입니다. 
 

5. 메모리 소스 

이 기능을 사용하여 내장 메모리와 Micro SD 카드 그리고 USB 장치 중에서 
저장 장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내장 메모리 
 

   : Micro SD/SDHC 
 

  : USB 동글 
 

6. 모바일 충전 모드 

프로젝터의 배터리는 비상시 사용자의 모바일 폰을 충전할 수 있습니다. 
핸드폰 충전 시, 투사 화면을 끄도록 하여 전원을 절약하도록 하는 모바일 
충전 모드를 활성화 합니다. 

참고: USB 포트 출력 — 5V, 500 mA (최 ) 

 
7. 시스템 

- 공장 기본 설정 
프로젝터를 공장 기본 설정값으로 리셋합니다. 

- 펌웨어 업데이트 
펌웨어 업데이트 정보는 저희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업데이트를 위해 웹사이트의 설명에 따라 주십시오. 

- 정보 
프로젝터에 관한 자세한 정보. 

 

장시간 투사를 위한 알림 
 
내장 배터리는 약 100분간의 투사를 지원합니다. 더 오랜 시간동안 투사하려면, 
AC 어댑터를 사용하시기를 권장합니다. 
 
배터리 용량이 작동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때, 낮은 배터리 용량 아이콘 ( ) 
이 나타날 것입니다. 사용자는 이 아이콘이 보이면 충전을 해야합니다. 
 
고성능으로 인하여 장시간 사용 시, 프로젝터에 열기가 느껴지는 것은 
정상입니다. 만약 프로젝터가 장시간 사용되었고 과열되었다면, 고온 아이콘 
( )이 화면에 나타날 것입니다. 시스템은 자동으로 기 모드로 들어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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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해결 
 
프로젝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인증 받은 서비스 센터에 연락하기 
전에 아래의 항목들을 확인해 보십시오. 
 

 
 
 
 

장치 리셋하기 

가끔, 사용자는 Micro 프로젝터를 리셋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때 
유용할 수 있습니다. 전원 스위치를 아래로 10초간 
눌러 장치를 리셋합니다. 

증상 체크 포인트 

노트북 PC와 연결할 
때 프로젝터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1. HDMI 케이블이 올바르게 연결되었는지 확인합니다. 
2. PC가 프로젝터 디스플레이로 전환되었는지 
확인합니다. 

투사된 이미지가 너무 
어둡습니다. 

1. 프로젝터를 보다 어두운 환경에서 사용합니다. 
2. AC 전원 어댑터를 사용하여 밝기를 높입니다. 
3. 투사 이미지 크기를 축소합니다. 

투사된 이미지가 
흐립니다. 

1. “초점 조정하기”를 참조하십시오. 
2. 보호 필름이 제거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또는, 렌즈가 
지저분한지 확인합니다. 

프로젝터의 표면 
온도가 높습니다. 

높은 휘도의 LED로 인하여 장시간 사용 시 
프로젝터에 열이 발생하는 것은 정상입니다. 이것은 
프로젝터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항상 
환기 슬롯에 먼지나 방해물이 없도록 하고, 환기가 잘 
되는 환경에서 프로젝터를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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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양 
 

항목 설명 

광학 기술 DLP 

광원 RGB LED 등 

화면비율 4:3 

해상도 640 x 480 픽셀 (VGA) 

비율 500:1 

투사 이미지 크기 15 cm ~ 157 cm (6” ~ 62”) 

투사 거리 20 cm ~ 200 cm (8” ~ 79”) 

투사 비율 
( 각선: 거리) 

1.59 (투사 거리/이미지 너비) 

밝기 35 ANSI 루멘스/50 최  루멘스 

초점 수동 

오프셋 0% 

재생 포맷 

사진: *.jpeg, *.jpg, *.bmp 
동영상: *.avi, *.mov, *.mp4, *.mpg 
오디오: *.mp3, *.wav, *.ogg 
문서: *.ppt, *.pptx, *.pdf, *.doc, *.docx, *.xls, *.xlsx 

내장 메모리 2 GB (1.5 GB 저장용) 

내부 스피커 모노 

카드 슬롯 Micro SD/최  32GB SDHC card 

전원공급장치 입력: 100 ~ 240V AC 
출력: 5V, 3A DC 

배터리 타입 임베디드 3000 mAh 리튬-폴리머 재충전 가능 배터리

배터리 수명 향상 모드: 60 분 
표준 모드: 80 분 
Eco 모드: 100 분 

소비 전력 향상 모드: 9.0 W 
표준 모드: 7.5 W 
Eco 모드: 6.3 W 

크기(L x W x H) 135 x 65 x 22 mm 

중량 190 g 

습도 20 - 80%, 80% (최 ), 불응식. 

작동 온도 5°C - 35°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