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켓 프로젝터

PicoPix

 

100루멘

 
PPX4010

언제 어디서나 투사할 수 있는 생생한 영상
PicoPix 포켓 프로젝터

100루멘 밝기의 휴대용 PicoPix는 현재 출시된 가장 컴팩트한 프로젝터 중 하나입니다.

PC 마우스보다 크기가 작아, 일상적인 비즈니스 활동의 완벽한 동반자가 되어줍니다.

HDMI가 지원되므로 노트북이나 태블릿에도 연결할 수 있습니다.

우수한 화질

LED 기술이 적용된 SmartEngine

동영상, 이미지 및 프레젠테이션을 최대 120"로 투사

뛰어난 사용성

HDMI을 이용한 쉬운 연결

뛰어난 휴대성

83g/2.93온스에 불과하여 주머니에 쏙 들어가는 가벼운 무게



포켓 프로젝터 PPX4010/INT

사양

기술

디스플레이 기술: DLP SmartEngine

광원: RGB LED

LED 광원: 30.000시간 이상 지속

밝기: 최대 100루멘

대비율: 1500:1

해상도: 854 x 480픽셀

스로우 비율: 1.4:1

화면 크기(대각선): 38cm ~ 305cm/15" ~ 120"

화면 거리: 50cm ~ 500cm/20" ~ 197"

종횡비: 16:9

프로젝션 모드: 전면

초점 조정: 수동

소음 레벨: < 28dba

연결

HDMI: HDCP 지원 미니 HDMI

추가 케이블 사용 가능: PC 연결을 위한 VGA 케이

블, 미니 디스플레이 포트 케이블

전원

USB 전원

규격

포장된 상태(W x D x H): 105 x 98 x 75mm/4.13

x 3.86 x 2.95인치

포장 푼 상태(W x D x H): 68 x 66 x 22mm/2.68

x 2.60 x 0.87인치

중량

포장된 상태: 323g/11.39온스

포장 푼 상태: 83g/2.93온스

온도 범위

작동: 5 ~ 35 °C/41 ~ 95 °F

포장된 상태로 보관 시: -25 ~ 60°C/-13 ~ 140°F

포장 푼 상태로 보관 시: 0 ~ 45°C/32 ~ 113°F

상대 습도

작동: 15 ~ 85% RH

포장된 상태로 보관 시: 5 ~ 93% RH

포장 푼 상태로 보관 시: 15 ~ 85% RH

표준 패키지 포함 내역

PPX4010

퀵 스타트 가이드

보증서

HDMI 케이블용 미니 HDMI

마이크로 USB - USB Y 케이블

XGEM filterkeys

중량: 83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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