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활용 제안
행사/전시 공간

“OCEAN BY NAKED” 전시회

지원 기능

초단초점 투사

• 대형 스크린 투사는 여러 대의 프로젝터와 설치 공간이 필요합니다.
• 대형 스크린 다중 투사 시 스크린 크기에 상응하는 수의 프로젝터가 

 필요합니다.
• 청중이 스크린 가까이 가면 그림자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 고화질 대형 스크린 투사
• 초단초점 투사 및 넓은 렌즈 시프트 기능 덕분에 적은 수의 프로젝터로도 

 대형 스크린 투사가 가능합니다.
• 관람객이 스크린 가까이에 서 있어도 그림자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관람객은 

 몰입감 있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Point 1 기존보다 더 적은 수의 프로젝터로 디지털 아트 공간 연출

FP-Z5000의 초단초점 투사 덕분에 넓은 투사 공간을 확보할 수 있어 필요한 프로젝터의 수가 줄어듭니다.
이를 통해 투사 설계가 편리해지고, 니라 프로젝터 사이 빛의 간섭을 줄여, 시각 콘텐츠를 더욱 아름답게 연출합니다.

FP-Z5000의 2축 회전 렌즈 기능은 천장과 평행을 이루어 설치된 프로젝터의 렌즈를 회전하여 바닥 및 벽면에 투사할 수 있게 
합니다. 프로젝터를 비스듬하게 설치하거나 수직으로 본체를 매달아 설치하는 등 복잡한 설치가 필요하지 않으며, 설치 작업에 
필요한 시간, 노력, 비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FP-Z5000의 최고 수준의 렌즈 시프트 범위로 인해 더욱 다양한 위치에 프로젝터를 설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관람객 시야 밖에 
설치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초단초점 투사 렌즈 덕분에 여러 방해물이 있는 공간에서도 프로젝터를 쉽고 간단하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제품 특징 확인

Point 2 회전 렌즈로 인해 간편해진 프로젝터 설치 

천장과 평행을 이루어 설치된
프로젝터가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매우 자연스러운 이미지로 인해
바닷속을 지나는 느낌을 줍니다.

장점 장점
지원 기능

초단초점 투사, 최고 수준의 시프트 범위

장점
복잡한 설치 설계를 없애고, 
실제 설치 인력을 감소

Point 3 더욱 유연하게 분위기 연출

지원 기능

2축 회전 렌즈

벽면에 이미지를
투사할 경우

바닥에 이미지를
투사할 때

벽면에 
이미지 투사

천장에 이미지
투사

바닥에
이미지 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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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프로젝터

관람객에게 몰입감 있는 경험을 
선사하는 디지털 아트 공간 연출

충분한 투사 거리를 확보할 수 없는 실내 공간에서, 설치할 
프로젝터 수량을 줄이면서도 대형 스크린 투사 가능

시야 밖에 프로젝터 
설치 가능.

프로젝터를 시야 밖에 설치할 수 
있고 몰입감 있는 분위기를 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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