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STi Installation Guide

• 본 가이드는 EB-1485Fi 설치 가이드를 바탕으로 초기 설치 및 사용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다루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제품과 같이 제공되는 설치가이드 및 사용자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 준비물 및 주의사항

▨ 벽 플레이트를 벽에 고정하는 앵커볼트 등은 시중에 판매하는 제품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 M10 또는 3/8인치 X 60mm 앵커볼트(벽 플레이트 고정용 : 최소 4개
- M10 나사(벽 플레이트의 일시적인 고정용 : 1개)
* 기존적으로 석고보드 등의 벽체에 설치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주의)벽체에 제품을 설치 시 브라켓 및 제품 무게의 부하를 견딜 수 있는지 확인하고
설치하여야 합니다.



사전 준비물 및 주의사항

▨ 터치장치를 나사로 고정할 때 시중에 판매하고 있는 M4 나사 2개를 준비해야 합니다.

▨ 필요에 의해 터치 장치 브라킷을 설치할 경우에는 터치 장치 브라킷을 벽에 고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품목이 필요합니다.
- M4 앵커볼트(4개)
- 길이가 45mm 이상이고 직경이 3.8mm 인 목재용 나사(4개)

▨ 컨트롤 패드를 벽에 고정하기 위해서는 시중에 판매하고 있는 M4 x 20mm 나사(4개)를
준비해야 합니다.(자석으로 설치 가능한 경우는 필요 없습니다.)

▨ 팬 거치대를 나사로 고정하는 경우에는 시중에 판매하고 있는 M4 x 20mm 나사(2개)를
준비해야 합니다.

▨ 프로젝터를 PC 등과 같은 장치에 연결하는 데 필요한 케이블은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 HDBaseT 연결을 위한 Lan케이블

. 4k30p : Max 40m(CAT6a/CAT7)

. 1080p60p : Max 70m(CAT6a/CAT7)
- HDMI 케이블

. 컨트롤패드와 PC 등과의 연결 : Max 20m

. 2대 이상의 프로젝터 다중 연결 : Max 5m
- 2대 이상의 프로젝터를 다중 연결할 경우 인터렉티브 기능 사용시 Sync Cable

. Stereo Audio Cable(3극)



설치 작업 흐름

▨ 다중 설치

▨ 단독 설치



설치 치수 그림

▨ 다중 설치

▨ 단독 설치



연결그림

▨ 터치 장치와 컨트롤 패드 연결하기
- 터치장치와 패드를 사용하는 경우 다음의 케이블을 사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 Lan 케이블
. USB 케이블

(주의) 단독 설치의 경우 다중투사방식 메뉴의 HDMI 출력 설정을 반드시 Off 하여야 합니다.
해당 설정을 프로세스 아웃 또는 패스스루로 설정할 경우 화이트보드 모드 또는 투사화면에
그리기 기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연결그림

▨ 여러 대의 프로젝터 연결하기
- 인터렉티브 기능을 사용하는 경우(최대 2대의 프로젝터를 연결 가능)

(주의) 프로젝터 두 대가 좌우 병렬 방식으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화형 마우스 조작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투사 화면에 그림을 그릴 때는 그리기 앱인 Easy Interactive Tools를
사용하십시오. (화이트보드 모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주의) 다중 투사 방식의 사용을 위해서는 다음의 설정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1. 영상 메뉴

- 확대/축소 : 자동(Auto)
- 컬러모드 : 다중 투사 방식(Multi Projection)

2. 신호I/O 메뉴
- EDID : 3240 x 1080/60Hz

3. 다중 투사 방식 메뉴
- 프로젝터 ID : 각각 1, 2
- HDMI 출력설정 : 프로세스 아웃
- 주문(순서) : 각각 1, 2

** 영상신호가 입력된 상태에서 보이는 메뉴가 있으므로 HDMI 또는 HDBaseT 중 1개의
영상 신호를 입력한 상태에서 설정을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Sync Cable의 경우 Stereo Audio Cable(3극)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3극 케이블의 경우 아래 사진과 같이 단자에 검은색 2줄이 있습니다.)



연결그림

▨ 프로젝터 동기화 설정(인터렉티브 기능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 Sync Cable을 설치한 후 아래와 설치된 프로젝터의 설정을 모두 변경하여야 합니다.

(주의) 아래와 같이 프로젝터 2대가 각각 화면을 투사하는 경우에도 인접하여 설치되는
경우에는 서로 간에 간섭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Sync Cable의 설치가 필요합니다.



연결그림

▨ 여러 대의 프로젝터 연결하기
- 인터렉티브 기능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2~4대의 프로젝터를 연결 가능)



벽 마운트 설치하기



브래킷 설치하기



브래킷 설치하기

▨ 16:9 투사이미지



브래킷 설치하기

▨ 16:10 투사이미지



브래킷 설치하기

▨ 4:3 투사이미지



브래킷 설치하기

▨ 16:6 투사이미지



브래킷 설치하기

▨ 21:9 투사이미지



브래킷 설치하기

▨ 프로젝터 투사 거리계산 소프트웨어
- 홈페이지에서 프로젝터 투사 거리계산 소프트웨어를 Download 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터에 조정 장치 부착하기



벽에 벽 플레이트 설치하기



벽 플레이트에 고정 플레이트 부착하기

▨ 예) 16:9 로 100” 화면을 구사할 경우 b=283, x(벽부터 투사 표면까지의 거리)=5, b+x=288



고정 플레이트에 조정 장치 부착하기

(주의) 조정장치의 고정위치를 올바르게 하지 않을 경우 투사 화면과 프로젝터의 거리가
멀어져 포커스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의 안내된 바와 같이 스크린 크기에 맞게
조정 장치를 암에 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사 아미지 위치 조정하기



투사 아미지 위치 조정하기



투사 아미지 위치 조정하기



투사 아미지 위치 조정하기



투사 아미지 위치 조정하기



투사 아미지 위치 조정하기



컨트롤 패드 및 펜 거치대 설치하기

▨ 컨트롤패드 ▨ 펜 거치대



터치 장치 설치하기

(주의) 적외선 편향기 설시 시에는 각 적외선 편향기 사이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합니다. (적외선 편향기는 총 12개가 제공됩니다.)



터치 장치 설치하기

▨ 터치 장치 설치 장소



터치 장치 설치하기

▨ 터치 장치 프래킷을 사용하지 않고 투사 표면에 설치하는 경우



터치 장치 설치하기

▨ 터치 장치 프래킷을 사용하지여 투사 표면의 바깥쪽에 설치하는 경우



인터렉티브 펜 보정하기

▨ 자동보정 ▨ 수동보정

(주의) 최초 설치시에는 자동보정 후 수동보정을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터치장치 설정하기

▨ 레이저의 각도 조정하기(터치 장치 자동 설정)



터치장치 설정하기

▨ 레이저의 각도 조정하기(터치 장치 자동 설정)

(주의) 마커 부착 시 방향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향이 잘 못 부착될 경우 설정에 실패하게 됩니다.
(얇은 부분이 화면 상단으로 향해야 합니다.)



터치장치 설정하기

▨ 터치 동작 위치 보정



다중 투사 방식 설정 – 인터렉티브 사용 시

<2대의 프로젝터로 1개의 화면을 투사하여 인터렉티브 기능을 이용할 경우>
( 이 경우 프로젝터의 화이트보드 모드 또는 그리기 기능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해당 기능이 필요할
경우 PC Easy Interactive Tool을 설치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

▨ 프로젝터 메뉴 설정
1. 영상 메뉴

- 확대/축소 : 자동(Auto)
- 컬러모드 : 다중 투사 방식(Multi Projection)

2. 신호I/O 메뉴
- EDID : 3240 x 1080/60Hz

3. 다중 투사 방식 메뉴
- 프로젝터 ID : 각각 1, 2
- HDMI 출력설정 : 프로세스 아웃
- 주문(순서) : 각각 1, 2 

** 영상신호가 입력된 상태에서 보이는 메뉴가 있으므로 HDMI 또는 HDBaseT 중 1개의 영상 신호를
입력한 상태에서 설정을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연결된 PC의 화면 설정도 확장으로 설정 후 3240 x 1080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 전자펜, 손터치장치의 설정
( 정확한 설정을 위해서는 다음의 순서에 의거하여 설정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다중투사방식 > 가장자리블렌딩 > OFF
2. PJ#1, 펜/터치 > 자동보정(PJ#2는 손터치장지 OFF, 신호 뮤트)
3. PJ#2, 펜/터치 > 자동보정(PJ#1는 손터치장지 OFF, 신호 뮤트)
4. PJ#1, 펜/터치 > 터치장치 > 터치장치설정(PJ#2는 손터치장지 OFF, 신호 뮤트)
5. PJ#2, 펜/터치 > 터치장치 > 터치장치설정(PJ#1는 손터치장지 OFF, 신호 뮤트)
6. 다중투사방식 > 가장자리블렌딩 > ON 및 설정(블렌드 시작 위치 0, 블렌딩 범위 600)
7. PJ#1, 펜/터치 > 자동보정(PJ#2는 손터치장지 OFF, 신호 뮤트)
8. PJ#2, 펜/터치 > 자동보정(PJ#1는 손터치장지 OFF, 신호 뮤트)
9. PJ#1, 펜/터치 > 터치장치 > 터치보정(PJ#2는 손터치장지 OFF, 신호 뮤트) 

10. PJ#2, 펜/터치 > 터치장치 > 터치보정(PJ#1는 손터치장지 OFF, 신호 뮤트)
** 반드시 Sync Cable(Stereo Audio Cable(3극))이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Sync Cable 설치 시 아래와 같이 메뉴 설정도 변경되어 있어야 합니다.
펜/터치 > 프로젝터 설치 > 프로젝터 동기화 > 유선(2대 모두)



Easy Interactive Tool 사용을 위한 연결

▨ 컨트롤 패드를 통한 연결
- ①의 Lan Cable과 ③또는 ④의 HDMI Calble, ⑤의 USB Cable은 반드시 설치되어야 함
- ②의 USB Cable은 USB Memory 연결을 위해 필요시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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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Fi Network 연결
- 별도의 선 연결 없이 WiFi 설정 및 iProjection 프로그램을 통한 연결로 가능

( Simple연결 및 Infrastructure 연결 모두 사용 가능 )

**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펜 또는 손가락의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Windows : 펜 두 개와 손가락 여섯 개
- Mac : 펜 한 개 또는 손가락 한 개

** 네트워크를 통한 응답은 더 느릴 수 있습니다.
** PC의 화면 해상도와 프로젝터의 입력해상도가 다를 경우 펜 또는 손 터치 위치가 다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해상도를 확인하여 일치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지 품질 조정하기(컬러모드)



이미지 컬러 조정하기 – 색상, 채도 및 밝기 조정



이미지 초점 맞추기



인터렉티브 펜의 사용



여러 개의 이미지를 동시에 투사하기

▨ 다음과 같은 입력 소스 조합은 동시에 투사할 수 없습니다.
- 컴퓨터1, 컴퓨터2 및 비디오
- HDMI2, HDMI3 및 HDBaseT
- USB1, USB2, USB Display 및 Lan



컬러 균일성 조정하기



이미지 가장자리 블렌딩



외부 제어

▨ ESC/VP21 명령 사용 방법

▨ ESC/VP21 명령 사용 방법



모더레이터(Moderater, 사회자) 기능 이용하기

iProjection 프로그램을 이용해 Infrastructure Network로 연결되어 있는 다중의 PC 또는 스마트
기기를 통해 최대 50대까지 접속이 가능하고 동시에 4대의 화면을 선택하여 투사할 수 있습니다.

PC Software의 경우 관리자접속, 스마트기기의 경우 “Connect as a Moderator”에 체크 후 접속할
경우 사회자가 되어 발표자를 선택, 화면을 투사할 수 있습니다.

사회자의 경우 접속한 참가자의 화면을 썸네일로 확인하고 사용자 목록에서 사용자 이름을
선택하고, 사용자 이름을 투사 영역에 있는 흰색 패널로 끌어 놓아 화면을 투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