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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HD61

4K UHD 홈시어터 프로젝터

풀 3D 지원하는 나만의 4K 영화관을 만들자!

 830 만 픽셀 재현, CTA 인증한 4K UHD 제품
 2,800 lm의 밝기 및 500,000 : 1 명암비
 풀 3D 지원
 프리미엄 4K 정밀 렌즈 탑재, 홈시어터 또는 거실 사용에 완벽한 1.3x 줌 비율
 탁월한 색상, 100 % Rec.709 범위 적용, 80 % DCI-P3 색상 범위 적용
 놀라운 HDR 성능 (HDR10 호환)
 세로 렌즈 시프트 및 세로 키스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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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0 만 픽셀 재현, CTA 인증한 4K UHD
제품

SUHD61 프로젝터 내부에는 세계 디지털 및 아이 맥스
영화관의 90 % 이상에서 최고의 기술을 채택한 DLP
DMD 칩이 있으며, 소비자 기술이 요구하는대로 화면에
놀라운 대형 화면 이미지 품질과 전체 8.3M 픽셀
이미지를 전달합니다. 협회의 4K UHD 2160p 사양.

DLP’s single DMD
chip

Lens

8.3M
pixels displayed

완벽한 픽셀 정렬

DLP 단일 칩 시스템은 다른 비 DLP 4K 프로젝터에
비해 완벽하게 정렬됩니다.

DLP 4K UHD

비 DLP 4K UHD

500,000 : 1 높은 명암비
4K UHD 컨텐츠의 전체 세부 사항을 보려면 높은
명암비가 필요합니다. 이 장점은 세부 사항을 놓치지
않고 진정한 흑백 레벨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500,000:1

20,000:1

HDR10 호환

더 넓고 풍부한 색상 범위, 훨씬 더
밝은 흰색, 훨씬 더 진한 검정색을
표시합니다.

탁월한 색상 - 넓은 색상 범위 표시

SUHD61은 넓은 색상 범위 (Wide Color Gamut)
디스플레이를 위한 소비자 기술 협회 (Consumer
Technology Association) 표준을 충족시키는 실감
나는 컬러를 제공합니다.
ITU-R은 수신 및 디코딩할 수 있으므로 BT.2020 입력
신호를 권장하고 디스플레이 부분을 다시 매핑하고,
최고의 영화 색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SUHD61

Rec.709

DCI-P3

면적 비율

108%

80%

커버율

100%

80%

선명한 세부 정보 - 프리미엄 4K 정밀
렌즈
렌즈의 해상도는 밀리미터 당 라인 쌍 (LP / mm 또는 l
/ p)으로 표시됩니다. SUHD61의 새로운 고급 lp 등급
렌즈는 4K UHD 분해능을 위해 특수 설계되었습니다.

15,000 시간의 긴 수명

낮은 총 소유 비용 (TCO)으로 최대의 프로젝터 효율.

15,000 hours

조용한 작동

25dB의 에코모드는 속삭임보다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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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 설치

Full 3D Support

1.3 배 줌 룸 비율은 3.21 미터 떨어진 곳에서 120인치
이미지를 즐기고 10 % 수직 렌즈 이동을 지원합니다.

3D Blu-ray Disc ™ 플레이어, 3D 방송 및
최신 세대 게임 콘솔을 포함한 거의 모든 3D
소스의 진정한 3D 컨텐츠를 표시합니다.
144Hz의 신속한 재생 빈도를 지원하므로
매우 부드럽고 깜박임없는 이미지를
제공합니다.
** Optoma 3D 안경 필요.

HDCP 2.2를 지원하는 HDMI

HDCP 2.2는 4K 시대의 차세대 복제 방지 장치이며 HDCP
2.2를 지원하지 않는 장치는 내용을 재생할 수 없습니다.
UHD51ALV는 최신 4K UHD 비디오 재생 장치와의 호환성을
보장하기 위해 HDCP 2.2를 지원하는 HDMI 2.0 입력 쌍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컴팩트 한 크기

컴팩트 한 폼팩터로 A4 크기가 2 개 미만인 궁극의
디자인으로 거실이나 개인 방에서 큰 4K
엔터테인먼트를 즐기기가 더 쉽습니다.

입/출력 단자
1. RS232
2. HDMI 1
3. HDMI 4K (HDCP 2.2 & MHL)
4. VGA
5. 12V 출력
6. 오디오 입력
7. USB 전원 출력(5V 1.5A)
8. USB (서비스용)
9. S/PDIF
10. 오디오 출력
11.켄싱턴 잠금 장치
12.전원 소켓
비고
USB 유형 A는 마우스 /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원격 마우스는 특별한 리모컨이 필요합니다.
HDMI 2 (HDCP 2.2) 만 60Hz 재생 빈도로 4K UHD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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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양
SUHD61
기본 해상도

4K UHD (3480 x 2160)

화면 크기

최대 300"

밝기

2800 ANSI 루멘

화면 비율

16:9

명암비

500,000:1

화면 보정

예 (수직l+/- 40 degree)

램프 수명(최대 시간)

15,000

투사 렌즈

F/1.94 to 2.23, f/12.81 to 16.74

소음 (에코 모드)

25 dB

오프셋

105%

재생 컬러 수

1억7천만 색

렌즈 시프트

V: +10%

전원 공급

고광도:
Typ. 340 W Max. 374 W @ 110VAC
Typ. 325 W Max. 358 W @ 220VAC
에코:
Typ. 250 W Max. 275 W @ 110VAC
Typ. 240 W Max. 264 W @ 220VAC

입/출력 단자

HDMI 2.0 (MHL), HDMI 1.4a, VGA
(RGB/YPbPr), 오디오 입력 3.5mm,
오디오 출력 S/PDIF, 오디오 출력
3.5mm,
12V 트리거, RS232, USB-A Power
(1.5A), USB-A (서비스)

외형크기
(너비x깊이x높이mm)

393 x 282 x 118

스피커 (와트)

5W*2

투사비율

1.2 - 1.56

3D 지원

풀 3D

줌 유형

1.3x 수동

균형도

80%

투사 거리

1.05 ~8.05 m

램프

240W

동기 범위

수평: 31~135 KHz
수직 : 24Hz to 120Hz

비디오 호환

480i/p, 576i/p, 720p(50/60Hz),
1080i(50/60Hz), 1080p(24/50/60Hz),
2160p(24/50/60Hz)

옵션 무선

-

무게 (kg)

5.34

컴퓨터 호환

UHD, WQHD, WUXGA, FHD, UXGA,
SXGA, WXGA, HD, XGA, SVGA, VGA, HDCP 2.2 지원
Mac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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