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76-inch (D10, C2 Fine)

2,304,000 dots 

(1920 x 1200) x 3   

WUXGA

16:10

23mm - 38.4mm

1-1.6

300W UHE 

일반모드: 5,000시간, ECO 모드: 10,000 시간

50" - 300"[1.46m - 8.95m]

(Zoom: Wide)

50" - 300"[2.43m - 14.79m] 

(Zoom: tele)

80" screen  2.36m - 3.92m

Throw ratio: 1.38 

(Zoom:Wide), 

2.28 (Zoom:Tele)

5000 lm

5000 lm

15,000:1

400:1

16 W  모노

D-Sub 15pin x 2(Blue, Black), RCA 1 (Computer2는 모니터 out과 공통으로 사용됨)

HDMI(CEC) x 2 (HDMI 1은 MHL 기능을 지원함)

D-Sub 15pin x 1(Black)

N/A

2 RCA (White x1, Red x1), Stereo mini x 2

Stereo mini x 1

D-sub 9pin x 1

1 (USB Memory,Firmware update, Copy OSD Settings) 

1 (USB Display, mouse, K/B, Control, Firmware update, Copy OSD Settings)

RJ-45 x 1

USB Type A (for ELPAP10) x 1

5℃ - 40℃

전면/측면

AC 100 - 240V, 50/60 Hz, 4.5 - 2.0A

377 x 110 x 291 mm

377 x 125 x 291.5 mm

약 4.7kg

39 dB

ELPLP95

ELPAF41

ELPAP10

RGB 액정 셔터 투사방식

전면/후면/천정 고정식

고객지원센터: 1566-3515(지역번호없이)
www.epson.co.krPrinted in Korea 401-0095

* ISO21118 측정조건

EB-2255U모델명

투사 시스템

투사 방식

주요 부품 사항

화면 크기(투사 거리)

밝기 *

컬러 밝기(일반모드)

명암비

내장 스피커

Video I/O

Audio I/O

Control I/O

USB I/O

네트워크 I/O

작동 온도

배기구/흡입구

전원 공급 전압

규격

무게

팬 소음(일반모드)

옵션 액세서리

사이즈

픽셀 수

기본 해상도

화면 비율

초점 거리

줌비율

타입

수명

Epson Business Projector

■ 밝은 화면과 가벼운 무게

■ 5500lm/WUXGA 해상도의 고품질 이미지

■ 원활한 회의 진행을 지원하는 화면 미러링 및 제스처 프리젠터

EB-2255U/EB-2155W
EB-2065/EB-2055/EB-2040

EB-2255U/EB-2155W/EB-2065/EB-2055/EB-2040

상상하던
프레젠테이션을

그대로

LCD

투사 렌즈

Lamp

Auto iris:On

Auto iris:Off(Native)

입력

출력

입력

출력

Type A

Type B

유선랜

무선랜

Analogue

Digital

Analogue

Digital

지지대 제외(W x H x D)

최대 규격(W x H x D)

예비 램프

에어 필터

Wireless LAN unit

0.59-inch (D8,C2 Fine)

29" - 280"[0.85m - 8.45m] 

(Zoom: Wide)

29" - 280"[1.40m - 13.71m] 

(Zoom: tele)

60" screen 1.79 - 2.92 m

Throw ratio: 

1.38 (Zoom:Wide), 

2.24 (Zoom:Tele)

30" - 300"[0.83m - 8.54m]

(Zoom: Wide)

30" - 300"[1.36m - 13.86m] 

(Zoom: tele)

60" screen  1.69m - 2.75m

Throw ratio:  

1.38 (Zoom:Wide), 

2.24 (Zoom:Tele)

WXGA

18.2mm-29.2mm

XGA

4:3

1,024,000 dots 

(1280 x 800) x 3

786,432 dots 

(1024 x 768) x 3

0.63-inch panel (D10, C2 Fine)

EB-2155W EB-2065 EB-2055 EB-2040

4200 lm 

4200 lm 

5000 lm 

5000 lm 

5500 lm 

5500 lm 

약 4.2kg

37dB

ELPLP87

약 4.4kg 약 4.3kg

1 (USB Memory,Firmware

update, Copy OSD

Settings,Wireless LAN)

377 x 101 x 291 mm

377 x 116 x 291.5 mm

약 4.3kg

N/A

215W UHE



우수한 이미지 품질

가볍고 컴팩트한 크기로 방을 옮겨 가며 사용할 수도 있는 이 프로젝터는 최대

5,500lm의 높은 밝기와 15,000:1의 탁월한 명암비 덕분에 이미지 가시성이 매우 

높습니다. 밝고 선명한 이미지를 보기 위해 실내 조명을 어둡게 할 필요가 없고,

따라서 회의 참가자들이 회의에 보다 집중할 수 있으므로 회의 생산성이 향상됩니다.

밝은 화면과 가벼운 무게

잘리는 부분 없이 이미지를 대형 화면에 투사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 품질과 해상

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PC 및 스마트 장치에 적용되어 3D CAD, 디지털 브로드

캐스트, 블루레이, 인터넷 영화 등 다양한 콘텐츠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WUXGA - Full HD 이상의 품질

최대

5,500lm
15,000:1

3LCD

3LCD 기술은 그라데이션이 탁월할 뿐 아니라 색상 전환이 부드

러워 노이즈가 거의 없고 눈에 쉽게 들어오는 최고의 화질을 

제공합니다.

컬러 광출력

한 가지 밝기 측정(루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프로젝터 사양에 컬러 밝기와

백색 밝기가 모두 표시되어야 합니다. 컬러 밝기가 백색 밝기보다 낮으면 이미지가

어둡고, 흐릿하고, 디테일이 부족하게 표시될 수 있습니다. 장치를 설계할 때에는 

의도한 색상 샘플이 사람의 눈에 투사 및 인식되는 색상과 일치해야 합니다.

Epson을 사용하면 의도한 색상이 그대로 투사됩니다. 두 가지 밝기 정보가 제공

되지 않은 경우 프로젝터의 컬러 밝기 사양을 반드시 문의해 보십시오. Epson과 

함께 하면 짙고 어두운 색이 많은 이미지를 투사하든 글자가 많은 흰색 화면을 

투사하든, 일관되고 실제와 같은 화면을 투사할 수 있습니다.

기본 기능



다양한 연결 옵션

전통적인 아날로그 입력 단자 외에도 HDMI 입력이 2개 

제공되므로 프로젝터를 다양한 장치와 연결할 수 있습니다. 

HDMI 입력 중 하나는 MHL과 호환되므로 Android를 실행

하는 장치를 포함하여 다양한 장치와 미러링이 가능합니다.

풍부한 인터페이스

화면 미러링을 지원하므로 태블릿 화면이 필요할 때는 케이블을 연결하지 않고도

태블릿 화면을 투사할 수 있습니다.

※ EB-2255U만 지원

화면 미러링

Epson iProjection 응용프로그램을 사용하면 스마트 장치의 정지 이미지와 

파일을 전송하여 부드럽게 무선으로 투사할 수 있습니다.

iProjection 및 QR 코드

EasyMP Multi PC Projection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최대 50대의 컴퓨터와

연결하고 화면을 분할하여 분할 화면 투사가 가능합니다.

EasyMP Multi PC Projection

홈 화면에서 여러 유용한 기능에 신속하고 간편하게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스 입력이 무엇이든 관계없이 모든 소스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습니다. 무선 

연결에 필요한 모든 정보가 화면에 표시되므로 간단하게 무선으로 연결할 수 있습

니다.

홈 화면

간편한 배치

장치 자체에 HDMI, RGB 또는 USB 케이블을 연결하면 그 즉시 프로젝터가 자동

으로 시작됩니다. 즉, 케이블이 삽입되거나 제거되면 프로젝터의 시작 기능이 

작동되므로 더 이상 리모컨의 전원 버튼을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동 전원 On

이미지가 화면 또는 화이트보드 프레임을 넘어서 확장되는 경우 "화면 맞춤"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이미지 프레임이 자동으로 화면 가장자리에 맞춰 조정됩니다.

화면 맞춤

이 프로젝터는 가로 및 세로 방향 키스톤 보정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 기능 덕분에

프로젝터를 반드시 책상 가운데에 놓지 않아도 됩니다. 아무 곳이나 원하는 위치에

프로젝터를 배치할 수 있습니다.

가로 및 세로 방향 키스톤 보정

"Focus Help" 버튼을 누르면 조정하는 동안

화면에 표시되는 형상과 바 게이지를 보면서 

간편하게 포커스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포커스 도우미

상상하던 프레젠테이션을 그대로 -

USB 2 HDMI

오디오컴퓨터

Epson Business Projector

EB-2255U/
EB-2155W/EB-2065/
EB-2055/EB-2040



생산적인 회의를 위한 기능

프로젝터 앞에서 손을 움직여서 프로젝터를 조작할 수 있으므로 훨씬 "스마트"한

프레젠테이션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제스처 프리젠터

분할 화면을 사용하여 서로 다른 두 소스에서 입력한 내용을 같은 화면에 나란히

표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상 회의에서 프레젠테이션 자료 이미지와 원격

참가자 이미지를 동시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분할 화면

다양하고 편리한 기능

이 컬러 모드는 선명한 섀도우의 이미지를 생성하여 X레이 및 기타 의료 이미지를

투사하는 데 적합합니다.

* 이 프로젝터는 의료 기기가 아니며 실제 의료 진단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소비 전력: ECO

** 소비 전력(일반): 5,000시간

기존 램프 새 램프

6,000h

일반 컬러 모드 DICOM SIM 모드

DICOM SIM 모드 일정 기능

이 프로젝터는 PC 없이도 내장된 시계로 일정에 따라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최대 30개의 프로그램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기타 기능

램프 수명 및 간편한 램프 교체

고급 모니터링 및 보안 기능

램프 수명이 10,000시간*으로 매우 길어 램프를 자주

교체할 필요가 없으므로 시간과 비용이 절약됩니다.

* 소비 전력: ECO

** 소비 전력(일반): 5,000시간

청소 가능한 필터

Epson 에어필터를 주기적으로 청소할 수 있다는 것

은 훨씬 오래 사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ELPAF41의 유지 보수주기는 

10,000시간* 입니다.

펌웨어 업데이트 및 OSD 설정 복사

업데이트 및 복사 작업이 필요한 경우 이제는 현장에서

USB 메모리 스틱을 삽입하여 펌웨어를 업데이트하고 OSD

설정을 복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프로젝터 사용을 

중단하고 서비스 센터로 보내는 대신 프로젝터가 설치된 

상태에서 업데이트 및 복사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LAN 네트워크, USB-A 및 B 연결을 통해 

업데이트를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WPA-엔터프라이즈급 보안

Epson은 비즈니스 환경에서 보안 무선 네트워크를

통해 프로젝터에 연결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에서 

안심하고 보안 정보를 취급할 수 있는 안전한 무선 

연결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EasyMP Monitor

Epson의 네트워크 모니터링 및 제어 소프트웨어인 EasyMP Monitor를 사용하면 단일 PC에서 어떤 프로젝터가

사용 가능한지, 심지어 가장 방대한 네트워크에서도 프로젝터가 효율적으로 실행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시리즈는 원격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장치 고장, 램프 과열 등 사전 정의된 중요 지표에 대한 인스턴트 전자 메일

알림을 제공합니다. 또한 LAN/직렬 연결을 통해 각 프로젝터의 일련 번호에 원격으로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10,000h

※ EB-2240 미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