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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용자매뉴얼 

Multimedia Projector 
EK-125UK / EK-131WK / EK-132X

VX-LL500U / VX-LL500W / VX-LL520X
ES-LL50U / ES-LL50W / ES-LL52X

― 본 매뉴얼은 사전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V1.0 

본 매뉴얼의 저작권은 EIKI International Sdn Bhd에 있습니다.



























규정준수 

FCC주의사항 
참고: 01 장비는 FCC 규정 제 15장에 따라 시험한 결과 B급 디지털 장비의 표준에 부합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 표준은 상업적 환경에서 장비가 유해한 간섭을 하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이 장비는 라더오 주파수 에너지를 생성, 사용하며 이 에너지를 방사시킬 수 있습니다 설명서에 따라 
설치, 人梧하지 않는 경우 라디오 통신에 장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장비를 거주 공간에서 사용할 경우 
시용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통신 장애를 시정해야 하는 유해한 간섭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장치가 
라디오 또는 FJ 수신에 유해한 간섭을 유발하는 경우. 사용자는 다음 조치 중 하나 이상을 수행하여 간섭을 
해결하십시오: 
- 수신 안테나의 방향을 HHL거나 위치를 변경합니다. 
- 프로젝터와 수신기 사이의 거리를 늘립니다.
- 수신기와 연결되지 않은 다른 회로의 전원 콘센트에 장비를 연결합니다. 
- 대리점 또는 숙련된 라디오!TV 기술자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차폐 케이블의 사용은 FCC 제 15장 B급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설명서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장비를 
변경하거냐 수정해서는 안됩니다. 그럴 경우 장비의 사용을 중단해야 할 수 있습니다. 

모델명 EK-125UK,EK-131WK,EK-132X,VX-LL500U,VX-LL500W,VX-LL520X,ES-LL50U,ES-LL50W, 
ES-LL52X
상호: EIKI 
책임부서 : EIKI International, Inc. 
주소: 30251 Esperanza Rancho Santa Margarita CA 92688-2132 전화번호: 800--242-3454 

AC전원코드요건 
이 프로젝터와 함께 제공된 AC 전원 코드는 구입한 국가에서 사용하기 위한 요구 사항을 충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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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용AC전원코드: 
본 코드에는 이미 퓨즈를 포함한 성형 플러고가 설치되어 있으며, 퓨즈 값은 플러고의 핀 면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퓨즈를 교체해야 하는 경우 같은 등급의 @＞ 가 표시된 ASTA 승인 BS 1362 퓨즈를 사용해야 
합니다. 퓨즈 커버를 분리할 수 있는 경우 커버를 제거하고 플러그를 사용하지 DI-{;」시오. 교체 퓨즈 커버가 
필요한 경우 적색이나 황색과 같이 플러그 핀 면에서 볼 수 있는 동일한 색상을 사용하십시오. 
퓨즈 커버는 사용자 지침의 부품 부서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제공된 플러그가 소켓에 맞지 않는 경우 절단하여 폐기 해야 합니다. 플렉시블 코드의 끝을 제대로 준비하고 
올바른 플러고를 설치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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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과 같은 코드에 따라 본 전원 리드 와이어 색상을 처리하십시오. 
• 녹색 및 황색 …………… 접지 
• 청색 =2.1 
• 갈색 ::：：：：：：：：：：：：：：：：：：：：：：：：：：： 덜훑가 흐름 

이 장치의 메인 리드선에 들어있는 전선의 색이 플러그의 단X馮· 식별하는 색 마크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수행하십시오. 
녹색-노란색 전선은 E라는 글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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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자가 표시된 단자나 빨간색 단자에 연결해야 합니다. 

경고 : 이 프로젝터는 반드시 바닥에 랗아야 합니다 

콘센트는 장비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근처에 설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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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터 위치조정 
✓참고: 

설치 

• 프로젝터가 최상의 이미지를 얻기 위하여 주변 조명을 제한할 것을 권장합니다. 투사할 공간의 밝기는
화질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 모든 측정 값은 근사치이며 실제 크기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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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K-132X, VX-LL520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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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W먼xH크)m기m 
최대 
최소 

16:9 

|화(W면xH크)m기m 
최대 
최소 

30" 100" 
0.646x0.404 2154x1.346 

0 872m 2 962m 
1 053m 3 563m 

30" 100" 
0664x0.374 2 214x1.245 

0.896m 3.044m 
1.082m 3.662m 

30" 100" 
0.646x0 404 2.154x1 346 

0 942m 3 199m 
1 137m 3.848m 

30" 100" 
0664x0.374 2 214x1.245 

0.969m 3.289m 
1.169m 3.956m 

30" 100" 
0.646x0.404 2154x1.346 

0812m 2728m 
1.347m 4.523m 

30" 100" 
0664x0.374 2 214x1.245 

0 835m 2 804m 
1 384m 4.648m 

30" 100" 
0.646x0.404 2154x1.346 

0 812m 2 728m 
1 347m 4.523m 

30" 100" 
0.664x0.374 2.214x1 .245 

0 835m 2 804m 
1 384m 4.648m 

30" 100" 
0,61 Ox0.457 2,032x1 ,524 

0 888m 3 017m 
1 071m 3 629m 

30" 100" 
0.664x0.374 2.214x1 .245 

0 969m 3 289m 
1 169m 3.956m 

150" 200" 300" 
3 231x2 019 4.308x2 692 6.462x4.039 

4.455m 5.947m 8 932m 
5.356m 7 149m 10.736m 

150" 200" 300" 
3 231x1 868 4.428x2 491 6641x3.736 

4.578m 6.113m 9.181m 
5.505m 7.348m 11.035m 

150" 200" 300" 
3 231x2.019 4.308x2692 6 462x4.039 

4.811m 6 423m 9.647m 
5 785m 7 721m 11 595m 

150" 200" 300" 
3 321x1 868 4.428x2 491 6641x3.736 

4.946m 6.602m 9.916m 
5.946m 7.937m 11.917m 

150" 200" 300" 
3 231x2 019 4.308x2 692 6.462x4.039 

4.114m 5 520m 8.367m 
6.820m 9.150m 13.869m 

150" 200" 300" 
3 231x1 868 4.428x2 491 6641x3.736 

4.228m 5 673m 8.599m 
7 009m 9.405m 14.255m 

150" 200" 300" 
3 231x2 019 4.308x2 692 6.462x4.039 

4.114m 5 520m 8.367m 
6 820m 9 150m 13 869m 

150" 200" 300" 
3.231 x1 .868 4.428x2.491 6.641 x3.736 

4.228m 5 673m 8.599m 
7 009m 9.405m 14.255m 

150" 200" 300" 
3.048x2.286 4.064x3.048 6.096x4.572 

4.537m 6 058m 9 099m 
5 456m 7.283m 10 937m 

150" 200" 300" 
3.321x1 .868 4.428x2.491 6.641 x3.736 

4.946m 6.602m 9 916m 
5 946m 7.937m 11 917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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