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VX-LL480W
WXGA Long Life Lamp Portable LCD Projector 

* Center Lumens

혁신적인 장수명 램프
3LCD 프로젝터

혁신적인 장수명 램프 내장으로 일반 모드에서는 2.5배, 에코 모드에서는 2배 이상의 램프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로 인해 전체 유지보수비용(TCO)이 크게 감소합니다.

장수명 램프로 인한 유지보수 비용 절감

기존 모델

20,000 시간
(에코 모드)

10,000 시간
(에코 모드)

10,000

10,000 시간
(일반 모드)

4,000 시간
(일반 모드)

0 (시간)20,000

VX-LL480W

2배 더 긴 사용시간

2.5배 더 긴 사용시간

15,000:1의 고명암비 
고명암비의 실현으로 보다 어두운 곳에서 어두운 이미지를 뚜렷하고 입체적이며, 사실적으로

선명한 이미지 표현이 가능합니다. 

선명한 이미지 표현

적합한 사용 공간

- 교실, 학원 강의실

- 회의실, 세미나실

VX-LL480W는 회의 장소에 사용하기에 적
합한 프로젝터 입니다. 컴팩트한 사이즈로 
이동성이 편리하며, 설치 또한 간편 합니
다. 자동 설정 기능 및 상하 좌우 키스톤 보
정과 함께 코너키스톤 기능도탑재되어 있
습니다.

주요기능

장수명의 램프 사용시간

- 20,000 시간 (에코 모드)

- 10,000 시간 (일반 모드)

●

15,0000 : 1의 높은 명암비

렌즈 줌배율 1.2x 

●

●

디지털 입력신호 HDMI x 2 탑재

유연한 설치환경 제공 

- 키스톤 보정 : 상하 +/- 30°

- 코너키스톤 지원

- 곡선보정 지원

좌우 +/- 15°

●

●

빠른 전원 OFF 기능●

10W 내장스피커 탑재●

4,800 Lumens*

WXGA 
(1280 x 800)

VX-LL480W는 장수명 램프를
사용하여 전체 유지보수비용(TCO)을줄이
는데 큰 기여를 하는 제품입니다.

뿐만 아니라 높은 고명암비를 사용하여어
두운 장소에서도 선명하고 사실적인이미
지 구사가 가능합니다.



VX-LL480W
(457119467 941 0)

0.64" 3LCD

WXGA
(1200 x 800)

16:10

4,800 lm*

15,000:1 (with IRIS ON in Eco mode) 

225W x 1

20,000 / 10,000 hours

30" - 300" 

F = 1.60 - 1.76   f = 19.16 - 23.02 mm

Manual 1.2 x

0.88 - 10.74 m   

1.37 - 1.65 : 1

N/A

최대 10°

H Sync: 15 - 91kHz, V sync: 24 - 85 Hz

160 MHz

WUXGA (1920 x 1200) - VGA (640 x 480)

1080 i/p, 720p, 576i/p, 480i/p

HDMI x 2 

D-Sub 15 x 1

RCA x 1

USB Type A x 1 (메모리 뷰어)
USB Type B x 1 (디스플레이 / 서비스단자) 

D-Sub 15 x 1 

RCA x 2 (L/R), 3.5mm Mini Jack x 1

3.5mm Mini Jack x 1

RJ45 x 1

D-sub 9 x 1

Mono 10.0 W x 1

30 dB / 37 dB 

345 x 99 x 261 mm

3.2 kg

AC 100 - 240 V, 50/60 Hz 

240 W /310 W

1,058 B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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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X-LL480W
WXGA Long Life Lamp Portable LCD Projector 

* Center Lumens

■외형 크기

■입출력단자

■악세서리(옵션)

필터 교체 (P/N: 63340044)

261 mm

99 mm

345 mm

VGA IN 

HDMI 1 & HDMI 2

USB Type A
(메모리 뷰어) 

LAN 

VIDEO IN

VGA OUT 

USB Type B
(디스플레이 / 서비스단자)

AUDIO IN (VIDEO) 

RS-232C

AUDIO IN (VGA IN)  

AUDIO OUT 

■상세 사양

모델명(EAN)

디스플레이 시스템

해상도

화면비

밝기

명암비

램프 타입

램프 수명 (Eco / Normal) 

화면 사이즈

렌즈 (F 값 / 초점거리) 

줌 배율

투사 거리

투사 비율

렌즈 쉬프트

키스톤 보정

프로젝터 고도 조정

스캐닝 주파수

도트 클락

입력 신호- 컴퓨터

입력 신호- 비디오

입출력
단자

HDMI In

VGA In 

Video (Composite) 

USB

Monitor Out 
(VGA Out)

Audio In 

Audio Out 

LAN

RS-232C

내장 스피커

팬 소음 (Eco / Normal)

외형 크기 (W x H x D)

무게

정격 전압

소비 전력 
(Eco / Normal) 

발열량

기본 악세서리

V:±30°, H:±15°,
코너 키스톤
곡선 보정

AC 전원코드 x 1, VGA 케이블 x 1,

리모컨(+ AAA 건전지 x 2),

퀵스타트 가이드, 안전가이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