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높은 밝기, 선명한 컬러,
유지보수가 필요 없는 
EIKI의 고성능 레이저 프로젝터

ES-DU11KLZ/ES-DU13KLZ
WUXGA Large Class 1chip DLP Laser Projector 

높은 밝기

 권장 애플리케이션 및 설치 장소

주요 기능

・20,000시간의 광원 수명

・20,000 : 1 의 높은 명암비

・유연한 설치환경 제공

- 360° 자유방향 투사

- 세로 투사

- 렌즈 시프트

     V: + 60%  H: +/- 10%  (AH-AC21020)

- 키스톤 보정

V: +/- 30°

H: +/- 30°

4-Corner

・6 가지 옵션렌즈

・밀폐형 광학 엔진 설계 IP6X (필터 없음)

・렌즈 메모리  (시프트/ 줌 / 포커스)

* Center Lumens

밀봉된 광학 엔진 설계(IP6X)

ES-DU11KLZ, ES-DU13KLZ는 10,000lm, 

12,000lm으로 높은 밝기를 실현했습니다. 

두 모델 모두 밝은 환경에서도 원본 이미지에 가까운 

사실적인 이미지 투사가 가능합니다.

선명한 컬러
색상 향상을 위해 고유한 컬러 휠 시스템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컬러 휠 교체없이 다양한 환경과 용도에 따라 

높은 밝기 및 생생한 컬러 이미지를 제공합니다.

OSD 메뉴를 통해 고휘도 및 생생한 색상 모드를 쉽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의 클릭으로 색상 모드 전환 ex, 밝게, 선명하게 등)

 고품질의 내구성으로 수명이 긴 프로젝터

IP6X 등급으로 분류되는 밀봉된 광학 엔진 설계 덕분에 필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실상 유지보수가 필요 없는 운영 기능을 제공합니다. (24/7 상시 운영 기능)

Color Wheel

10,000 Lumens*  
12,000 Lumens*  
WUXGA 
(1920 x 1200)
ES-DU11KLZ와 ES-DU13KLZ는 10,000 lm 이상을 

출력하는 EIKI 레이저 프로젝터 라인업에서 

가장 높은 밝기를 제공합니다.

이 모델은 높은 밝기와 넓은 색 영역을

모두 제공하는 고유한 듀얼 트랙 컬러 휠 시스템을갖

추고 있습니다. 일부 특수 기능으로 인해

내구성이 향상되고 이 모델은 사실상 유지 보수가필요

없는 작동을 제공하고 총 소유 비용을 절감합니다.

- 최대 20,000 시간의 레이저 광원

- 내구성이 뛰어난 다중 열 방출 냉각 기능 제공

- 고온 세라믹 소결 공정으로 제작된 컬러 휠

- 필터가 없는 밀폐형 광학 엔진 설계(IP6X)

이러한 기능 덕분에 24시간 7일 동안 작동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연한 설치 능력과 6개의 옵션 렌즈로 

다양한 장소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작동을 보장하는 세 가지 점이 있습니다.

1. Mercury-Free 레이저 광원은 최대 20,000 시간까지 밝게 켜집니다.

2. 내구성이 뛰어난 다중 열 방출 냉각 기능으로 효율적인 작동이 가능합니다.

3. Color Wheel은 고온 소결 가공 세라믹을 채택하였습니다.

- 강당

- 대형 회의실

- 전시회/행사

- 박물관/갤러리

- 극장/홀

- 예배당

- 사이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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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3mm

189mm

548mm

■상세 사양

모델명 (EAN)
ES-DU11KLZ (457119467 964 9) 
ES-DU13KLZ (457119467 962 5)

디스플레이 시스템 0.67" 1chip DMD

해상도 WUXGA (1920 x 1200)

화면비 16:10

밝기 10,000 lm* / 12,000 lm*

명암비 20,000:1

광원 타입 Laser (Blue) + Phosphor

광원 수명 20,000 hours

화면 사이즈 렌즈에 따라 다름(아래 표 참조)

렌즈 (F 값 / 초점거리) 렌즈에 따라 다름(아래 표 참조)

줌 / 포커스 조정 전동

줌 배율 렌즈에 따라 다름(아래 표 참조)

투사 거리 렌즈에 따라 다름(아래 표 참조)

투사 비율 렌즈에 따라 다름(아래 표 참조)

렌즈 쉬프트(전동) V: +60%, H: +/-10%  (AH-AC21020)

키스톤 보정 V: +/-30°, H: +/-30°
4-Corner

프로젝터 고도 조정 최대 5°

스캐닝 주파수 H Sync: 15.73- 91.14 kHz 
V Sync: 23.98 - 119.85 Hz

도트 클락 162 MHz

입력 신호- 컴퓨터 WUXGA (1920 x 1200) - VGA (640 x 480)

입력 신호- 비디오 1080 i/p, 720 p, 576 i/p, 480 i/p

입출력
단자

3G-SDI BNC x 2 (IN / OUT)

HDBaseT RJ45 x 1

HDMI HDMI x 1 (Ver 1.4) 

DVI-D DVI-D x 1

VGA D-Sub 15 x 2 (IN / OUT)

RGBHV/ Component 5 BNC x 1

S-Video Mini Din 4 Pin x 1

Video RCA (Yellow) x 1

USB USB Type A x 1 (Power Out)

USB USB Type B x 1 (Service)

LAN RJ45 x 1

RS-232C D-sub 9 x 2 (IN / OUT)

3D Sync MINI DIN 3 pin x 2 (IN / OUT)

12V Out 3.5mm Mini Jack x 2 (Max 0.5A)

39 dB / 43 dB팬 소음 (Eco / Normal)

외형 크기 (W x H x D) 548 x 189 x 553 mm

무게 26.5 kg  (렌즈 제외) 

정격 전압 AC 100-240 V, 50/60 Hz 

1020W / 1290 W

발열량 4,606 BTU

기본 악세서리

AC 전원코드 x 2 (U.S.A. & Euro), 
VGA 케이블 x 1, 
리모컨(+ AAA 건전지 x 2), 퀵스타
트 가이드, 안전가이드렌즈 커버 x 
1

ES-DU11KLZ/ES-DU13KLZ
WUXGA Large Class 1Chip DLP Laser Projector

■ 외형 크기

* Center Lumens

■ 입출력단자
3D SYNC Component

Video 

HDBaseT 

S-Video

3G-SDI

DVI-D USB A  

12V Trigger    

■ 옵션 렌즈

AH-AC22060 0.76-0.95:1 0.98-6.12 1.25x

60"-300"

F=1.84-2.32
f=11.30-14.10 mm

AH-AC22070 1.14-1.71:1 1.47-11.02 1.50x
F=1.82-2.32
f=17.20-25.50 mm

AH-AC21020 1.61-2.42:1 2.08-15.61 1.50x
F=1.60-2.0
f=24.1-35.8 mm

AH-AC24020 2.37-3.60:1 3.06-23.27 1.52x
F=1.80-2.32
f=35.20-53.50 mm

3.53-5.65:1 4.56-36.49 1.60x
F=1.80-2.20
f=51.33-82.49 mm

AH-AC23030 5.52-8.83:1 7.13-57.06 1.60x
F=1.84-2.34
f=79.18-125.95 mm

LAN

USB B  

HDMI 

VGA

RS-232C      

■ 액세서리(옵션)
유선리모컨 (P/N: AH-AC34010)

렌즈 투사 비율
투사 거리

(m)
줌

배율
스크린
사이즈

렌즈 정보

EIKI INDUSTRIAL CO.,LTD.
6-23 Teramoto, Itami-Shi, Hyogo, Japan
Tel: +81-72-782-7552 ・ Web: global.eiki.com

All other trademarks are the property of their respective trademark owners. 
©2021 EIKI Industrial Co., Ltd.

소비 전력
(Eco / Normal) AH-AC230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