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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규정준수 

FCC 주의사항 
적합성선언 
이 장치는 FCC 규정의 Part 15를 준수합니다 작동에는 다음 두 가지 조건이 적용됩니다 
(1)01 장치는 유해한 간섭을 일으키지 않으며 (2)이 장치는 원치 않는 작동을 유발할 수있는 간섭을 포함하여 
모든 간섭을 수용해야합니다 
지속적인 규정 준수를 보장하려면 첨부된 설치 지침을 따르고 무단으로 수정하지 마십시오.

주의: 

이 장비는 테스트를 거쳐 FCC 규칙의 Part 15에 따라 CL.ASS A 디지털 장치에 대한 제한을 준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제한은 장비가 상업적 환경에서 작동 할 때 유해한 간섭으로부터 합당한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이 장비는 무선 주파수 에너지를 생성. 사용 및 방출 할 수 있으며.
지침 설명서에 따라 설치 및 사용하지 않을 경우 무선 통신에 유해한 간섭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주거 지역에서
이 장비를 작동하면 유해한 간섭을 일으킬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자는 자비로 간섭을 수정해야합니다

모델 번호 : EK-700LU, EK-700LUL, VX-LZ700UH , VX-LZ700U, ES-LU65LZH,  ES-LU65LZ
상품명 : EIKI 
담당자 : EIKI International. Inc 
주소 : 30251 Esperanza Rancho Santa Margarita CA 92688-2132 
전화번호 : 800-242-3454 (949-457---0200) 

AC 전원코드요구사항 
01 프로젝터와 함께 제공된 AC 전원 코드는 구입한 국가에서 사용하기 위한 요구 사항을 충족합니다. 

미국및캐나다용 AC 전원코드 : 
미국과 캐나다에서 사용되는 AC 전원 코드는 인슈트리스 연구소(UL)에서 열거하고 캐나다 표준 협회(CSA) 
에서 인증합니다. AC 전원 코드에는 접지형 AC 라인 플러고가 있습니다. 
이 기능은 플러고가 전원 콘센트에 맞는지 확인하는 안전 기능입니다. 이 안전 기능을 제거하려고 하지 
□집시오. 플러고를 콘센트에 꽂을 수 없으면 전기 기술자에게 문의합니다. 

영국용 AC 전원코드: 
본 코드에는 이미 퓨즈를 포함한 성형 플러고가 설치되어 있으며, 퓨즈 값은 플러고의 핀 면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퓨즈를 교체해야 하는 경우 같은 등급의 @?f 표시된 ASTA 승인 BS 1362 퓨즈를 人悟}해야 
합니다. 퓨즈 커버를 분리할 수 있는 경우 커버를 제거하고 플러고를 사용하지 □�시오. 교체 퓨즈 커버가 
필요한 경우 적색이나 황색과 같이 플러그 핀 먼에서 볼 수 있는 동일한 색상을 사용하십시오. 
퓨즈 커버는 사용자 지침의 부품 부서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제공된 플리그가 소켓에 맞지 않는 경우 절단하여 폐기 해야 합니다. 플렉시블 코드의 끝을 제대로 준비하고 
올바른 플러고를 설치해야합니다. 

경고 : 플렉시블 코드에 노출된 부위가 있는 플러그를 전튜가 흐르는 콘센트에 끼우면 위험합니다. 

다음과 같은 코드에 따라 본 전원 리드 와이어 색상을 처리하십시오. 
• 녹색 및 황색 …………… 접지
• 청색 =2.l 
•갈색::：：：：：：：：：：：：：：：：：：：：：：：：：：： 

근느., 

전류가흐름 
이 장치의 메인 리드선에 들어있는 전선의 색이 플러그의 단자를 식별하는 색 마크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수행하십시오.
녹색-노란색 전선은 E라는 굴자가 표시된 플러그의 단자나 士안전 접지 기호가 있는 단자. 녹색-노란색
단자에 연결해야 합니다. 파란색 전선은 N이라는 글자가 표시된 단자나 검은색 단자에 연결해야 합니다. 
갈색 전선은 L이라는 글자가 표시된 단자냐 빨간색 단자에 연결해야 합니다.

경고 : 이 프로젝터는 반드시 바닥에 랗아야 합니다 

콘센트는 장비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근처에 설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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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LAN 0 HDMI 2 입력 
네트워크를 통해 프로젝터를 제어하고 HDM| 디지털 출력 신호를 이 단자에 연결합니댜 
작동하려면 네트워크 케이블을 이 포트에 
연결합니댜 0 VGA 입력 

8 USB-B 입력 컴퓨터의 출력 신호를 이 단자에 연결합니다. 

01 단자는 USB 케이블로 프로젝터틀 컴퓨터에 
연결하여 "USB Display" 기능을 人梧용하고자 할 때 O VGA 출력 
人옹됩니다.erminal is to use the USB display function. 0 의 신호를 다른 디스플레이로 전송합니다 

8 USB-A 입력 0 AUDIO 출력 
"Memory Viewer메모리 뷰어

’

' 기능을 사용할 경우 오디오 신호를 앰프 또는 기타 오디오 장비로 
USB 메모리를 이 단자에 직접 삽입 하십시오· 출력합니다. 

0 HDMI 1 입력 Ci) AUDIO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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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MI 디지털 출력 신호를 이 단자에 연결합니다· 입력 오디오 신호에서 "AUDIO OUT'' 단자로 출력합니다. 

@ 

i十그 0 ~
• 必尋iii!홉情“` 

100-240V-

® 

(스피커는 장착되어 있지 않습니다.) 

0 RS232C 
RS232 장치를 사용하여 프로젝터를 제어하거나 
조작할 때 직렬 케이블을 01 단자에 연결합니다 

• HDBaseT(EK-100Lu, VX-LZ700UH, ES-LU65LZH 전용) 

네트워크 케이블을 통해 HDBaseT 소스에 연결합니다. 

® 켄싱턴보안슬롯 
이 슬롯은 프로젝터 도난 방지용 켄싱턴 잠금 
장치용슬롯입니다. 
* 켄싱턴은 ACCO Brands Corporation의 
등록상표입니다. 

® AC전원코드커넥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