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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묻는 질문 

[화면/밝기] 

Q. 빔프로젝터 화면 모양이 이상하게 나와요? 

A. 화면 모양이 사다리꼴로 보일 경우에는 [디바이스설정 > 키스톤]에서 키스톤 조정을 통해 상하 화면 왜

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사용설명서 p.9 참조) 단, 좌우 키스톤 조정은 불가합니다. 

 

Q. 빔프로젝터를 구매 했는데 화면이 어두워요? 

A. 본 제품의 화면 밝기는 ‘중간’으로 기본 설정되어 있습니다. 

[디바이스설정 > 디스플레이 > 밝기] 에서 3단계로 조정 가능하며, 밝기를 ‘높음’으로 재설정하면 더 밝은 

화면에서 영상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밝기 조정방법은 사용설명서 p.9 참조) 

단, 밝기를 밝게 설정 할수록 배터리 사용시간이 짧아 집니다. 

 

Q. 화면을 이동할 수가 없습니다. 화면을 어떻게 움직이나요? 

A. 본 제품의 윗면(도트표시 영역)은 터치패드로 사용가능하며, 화면 스크롤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터치패드 사용방법 사용설명서 p.4, 블루투스 리모콘 앱 p.7 참조) 

① 한 손가락으로 터치패드를 빠르게 두 번 누른 후, 터치패드에 손가락을 댄 채로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거나,  

② 두 손가락을 터치패드에 댄 채로 손가락을 떼지 않고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Q. 투사거리에 따라 화면사이즈가 궁금합니다? 

A. 본 제품의 경우 투사거리에 따라 화면 사이즈가 달라집니다.  

   대략적인 계산 방법은 투사거리(Cm) X 0.38 = 화면크기(인치)입니다. 

 적정거리는 약 2m정도이며, 이때 화면의 크기는 60~80인치정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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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영화를 보는데 음성이 안 나오거나 자막 싱크가 맞지 않아요? 

A. 본 제품은 기본 미디어 플레이어가 있지만 일부 저작권 문제로 AC3의 코덱은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별도 플레이어 앱(MX플레이어, KM플레이어 등)를 다운받아 사용하면 코덱 변환 없이도 AC3코텍 이용이 

가능합니다.  

   자막 싱크 부분 또한 MX플레이어를 다운받아 사용하면 됩니다. 

 

 

 

Q. 제품의 화면이 적색 또는 녹색, 청색으로 나와요? 

A. 전용 충전기로 연결하지 않을 경우 전력의 부족으로 배터리 방전상태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입니다.  

   또한 배터리가 완전 방전된 상태에서 충전기를 연결하여 바로 제품을 동작 시킬 경우에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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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장치 연결/미러링] 

Q. 키보드, 마우스, 스피커 연결이 가능한가요? 

A. 블루투스 키보드/마우스/스피커, USB 유무선 키보드/마우스, 유선 스피커 모두 호환 됩니다. 단, USB 포트

가 하나여서 필요 시에는 USB허브를 이용한 연결도 가능합니다. 

  또한 리모컨 어플리케이션도 제공하고 있어 키보드와 마우스 역할을 대신 할 수 있습니다. 

   

Tip. 터치패드나 블루투스 리모콘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키보드/마우스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안드로이드 / iOS 기기와의 무선연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Android Mirroring 무선 연결방식으로 프로젝터 연결하기 

        Android 기기 화면을 프로젝터에서 영사할 수 있습니다. 우선 Android 기기가 Smart View(Miracast) 를 

 지원해야 합니다. 

 

※ 연결방법 

            - Step 1 : 프로젝터 홈 화면에서 ‘Android 미러링’ 을 선택 합니다. 

            - Step 2 : ‘Android 미러링’ 화면이 나오면 Android 기기에서 Smart View(Miracast) 메뉴 선택 후, 

프로젝터 이름(LBN100- XXXX)을 선택, 연결합니다.  

         ※ 제조사별 Android Mirroring Name 

           - Samsung : Smart View, Screen Mirroring 

           - LG : Miracast, Screen Sharing 

  

     ■ iOS Mirroring 무선 연결방식으로 프로젝터 연결하기 

        iOS 기기 화면을 프로젝터에서 영사할 수 있습니다. 우선 iOS기기와 프로젝터가 같은 Wi-Fi에 연결되어 

야 합니다. 

  

         ※ 연결방법 

            - Step 1 : 프로젝터 홈 화면에서 iOS 미러링을 선택합니다 

            - Step 2 : iOS 기기에서 AirPlay 를 실행(iOS기기화면 하단에서 위로 드래그)하고 프로젝터 이름 

              (LBN100- XXXX )을 선택하고 연결합니다. 

         ※ 제한사항 

            유튜브와 같은 인터넷 연결이 필요한 어플리케이션의 경우,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Tip. 무선 미러링은 주변 전파환경에 많은 영향을 미쳐 일부 영상이 끊길 수 있습니다.  

 

Q. 무선 미러링 연결 시 영상이 자주 끊기거나 지연되는 현상이 있어요. 

A. 무선 환경은 주변 Wi-Fi나 블루투스 등의 무선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영상이 자주 끊기거나 블루투스가 연결되지 않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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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Fi 및 블루투스 검색이 많이 되는 경우,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 사용하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을 재부팅 후 다시 접속하여 사용하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을 재부팅 후에도 화면이 자주 끊길 경우에는 제품 내 Wi-Fi 설정에서 목록을 초기화 

 후 재 접속하기 바랍니다. 

☞ 블루투스가 연결이 되지 않거나 간헐적 끊김 현상이 있을 경우, 제품 내 블루투스 설정에서 해당 

   블루투스 설정된 목록을 초기화 후, 재 접속하기 바랍니다.  

 

Q. PC와 HDMI케이블을 연결했는데 영상이 안 보여요 

A. Windows 키 + P 키 를 눌러, PC 화면이 복제 또는 확장인지 확인합니다.  

아울러 해상도 설정이 1366X768p이하로 설정되어있는지 확인합니다. 

  위 방법으로 해결이 안될 경우 일부 케이블 호환성 문제일 수 있습니다.  

 

Q. 본 제품과 스마트폰의 유선연결이 가능한가요? 

A. 본 제품의 Micro HDMI연결을 통해 스마트폰과 유선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기에 맞는 케이블은 별도 구매하셔야 합니다. 

 

Q. 외부저장장치(USB, Micro SD Card)가 인식이 안됩니다? 

A. 파일 포맷 형식에 따라 인식이 안될 수 있습니다. 

   USB 메모리 또는 Micro SD의 포맷 방식이 FAT32나 NTFS방식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 합니다. 

   위 두 가지 포맷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 지원되지 않습니다. 

   포맷 방식은 이동식 디스크의 속성에서 확인 가능하며, 포맷방식 변경은 이동식디스크 포맷 시 

   파일시스템에서 FTA32 또는 NTFS방식으로 설정 후 포맷하면 됩니다.     

 

Q. 외부저장장치(USB, Micro SD Card)가 지원하는 최대 용량은 얼마인가요? 

A. Micro SD카드와 USB 저장장치의 128GB까지 지원 됩니다.  

 

Q. Set-top Box 또는 플레이스테이션등과 같은 게임기와 HDMI케이블을 연결했는데 

 소리만 나고 영상이 안 보여요. 

A. 본 제품의 해상도는 1366 x 768p를 지원합니다.  

   보통 TV와 연결된 Set-top Box는 1920 x 1080p로 해상도가 설정 되어있습니다. Set-top box의 해상도를 

1280 x 720p로 조정해보기 바랍니다. 

   Set-top box의 해상도 조정은 제조사마다 다르므로 해당통신사 또는 제조사에 문의 하기 바랍니다. 

   게임기 역시 마찬가지로 해상도 조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HDMI to Micro HDMI 케이블을 주로 권장하며 아래 리스트를 참조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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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배터리/사용시간] 

Q. 본 제품의 충전 시 스마트 폰 충전기로도 가능한가요? 

A. 본 제품은 화면 출력을 위한 밝기 때문에 고용량(6,000mAh)배터리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USB C type의 충전기(휴대기기 충전기)는 통상 2A를 지원하기 때문에  

빔프로젝터를 사용하는 소모대비 충전이 매우 느리게 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전용 충전기(4A)를 사용하기 바랍니다. 

   외장배터리 또한 위와 같이 보통 2A가 지원 되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빠른 충전을 원하신다면 본 제품을 종료한 후 충전해주시고, 어댑터를 정상적으로 연결 후 배터리 LED 

가 적색인지 확인하세요. 

 

Q. 제품 구동 시간은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A. 본 제품은 배터리가 내장(6,000mAh)된 제품이며 충전기 연결 시에는 계속 사용이 가능하고, 배터리 모드

일 경우 빔 프로젝터로만 사용 시 약 150분가량, 핫스팟으로만 사용 시 약 30시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밝기와 사용환경에 따라 구동시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배터리 : 완충 기준, 빔 프로젝터 : 밝기 “중 “ / 사운드 “중” / LTE 사용 기준) 

 

Q. 빔 프로젝터로 사용 했을 때와 핫스팟으로 사용 했을 때 배터리 LED 색상이 달라요? 

A. 본 제품은 빔 프로젝터 또는 핫스팟 기능을 별도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빔 프로젝터로 사용할 

때와 핫스팟으로 사용할 때 배터리 소모량의 차이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두 기능에 맞게 배터리 LED 

색상의 차이를 두었습니다. 핫스팟 또는 빔 프로젝터로 변경하여 사용할 때 LED 색상의 차이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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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플리케이션 사용] 

Q. 일부 어플리케이션이 작동을 안 합니다? 

A. 본 제품의 경우 안드로이드 OS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의 호환성 문제로 일부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작동을 안 할 수 있습니다. 

   당사 고객센터로 해당 증상을 접수해주면 추후 펌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호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Q. 본 제품의 어플리케이션 삭제는 어떻게 하나요? 

A. 설치된 어플리케이션 중 불필요한 어플리케이션의 삭제는 디바이스 설정 > 장치 > 애플리케이션 에서 

   설치된 항목 중 해당 어플리케이션을 클릭 후 제거버튼을 눌러 제거할 수 있습니다. 제품 출시 때 기본

적으로 설치된 어플리케이션은 삭제할 수 없습니다. 

 

Q.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는 어떻게 받나요? 

A. 어플리케이션은 홈 화면의 원스토어에서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다운이 가능한 어플리케이션은 지니뮤직, 미디어팩, 알약, 네이버TV, 곰플레이어, KM플레이어, SK 옥수수,  

유플러스 비디오포털, YTN뉴스, TV 조선, V Live, MBC mini 입니다. 

 

[LTE/핫스팟] 

Q. 최대 몇 명까지 접속 가능한가요? 

A. 최대 8명까지 핫스팟 동시 접속 사용이 가능합니다. 

 

Q. LTE 모드에서 인터넷이 되지 않습니다. 

A. 우선 본 제품이 LTE모드인지 확인 후 LTE LED 상태를 확인 합니다. LTE LED의 상태가 녹색이나 주황색 

   으로 켜져 있으나, 인터넷이 안되면 제품을 재 부팅 후 다시 연결하면 됩니다. 만약 재 부팅 후에도 

   여전히 인터넷이 되지 않는다면 공장초기화를 하세요. 

 

Q. LTE핫스팟의 SSID가 검색되지 않습니다. 

A. WEB CM에서 SSID를 변경했는지 확인하세요. 연결할 기기의 Wi-Fi를 껐다 켜거나 본 제품을 재 부팅을 

해도 SSID가 보이지 않는다면 공장초기화를 진행하세요. 

 

Q. LTE핫스팟으로 사용할 때 Wi-Fi 연결은 되지만 인터넷 연결이 안됩니다. 

A. 본 제품의 우측 상단의 LTE LED 색상을 확인하세요. 녹색이나 주황색으로 점등 시 LTE연결이 정상적인 

상태이지만 적색 점등(신호세기 약)이면 장소를 이동하여 다시 확인하고, 녹색 점멸(LTE 네트워크 접속 

중), 주황색 점멸(네트워크 에러), 적색 점멸(LTE 서비스 지역이 아니거나 USIM이 없거나, 개통이 정상  

적으로 되지 않음)상태에서는 인터넷이 되지 않습니다. 당사 고객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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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LTE핫스팟으로 사용할 때 SSID와 접속 비밀번호를 변경할 수 있나요?. 

A. 우선 본 제품을 핫스팟으로 기기와 연결 후 WEB CM에 접속 후 Wi-Fi설정에서 SSID변경은 네트워크 

이름을 변경, 비밀번호 변경은 암호를 변경하면 됩니다. 

 

Q. LTE핫스팟의 변경한 SSID와 비밀번호를 잊었어요 

A. 본 제품의 홈 화면 > 네트워크 설정 > HOTSPOT에서 LTE핫스팟의 SSID와 암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WEB CM 아이디, 비밀번호는 어떻게 되나요? 

A. WEB CM 접속 시 아이디는 영문 소문자로 “user”, 비밀번호는 제품 뒷면에 있는 라벨의 KEY번호를 입력 

  하여 로그인을 할 수 있습니다. 

 

[레이저 광원] 

Q. 레이저 광원의 수명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 최소 10,000시간 이상 구동이 가능합니다.  

 

Q. 레이저와 LED광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대부분의 피코프로젝터는 LED광원을 사용하는데 본 제품은 레이저광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레이저의 직진성을 이용하여 자동초점조절과 저전력이 가능하며 LED광원대비 HD이상의 해상도 구현이 

(WXGA 1366x768)이 가능하며 색을 표현하는 능력이 130% 우수하여 보다 사실적인 색 표현이 가능합

니다.  

 

Q. 레이저광원을 사용하는데 안전한 건가요?  

A. 레이저의 규격(안전등급)에 대해서는 국제전기표준위원회(IEC)가 정하며 이 규격에 따라 레이저의 등급별

로 적절한 경고 표시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본 제품은 레이저 안전등급 테스트를 거쳐 최우수 등급인 

1등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레이저 안전등급 요약은 아래와 같습니다. 

등급 설명 

Class 1 인체에 레이저광을 직접 조사하여도 위험하지 않다. 

Class 1M 
광학기기로 레이저 빔을 보거나 조사하면 위험하다. 

광학기기 : 망원경, 쌍안경, 확대경 등 (단, 피복방출한계는 1등급인 제품) 

Class 2 눈에 레이저 광이 조사될 때 0.25초의 눈 깜박임으로 보호 될 수 있다. 

Class 2M 
광학기기로 레이저 빔을 보거나 조사하면 위험하다. 

광학기기 : 망원경 (단, 피복방출한계는 2등급인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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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 3R 눈에 레이저 광이 직접 조사되면 위험하다. 

Class 3B 인체(손, 발, 눈 등)에 레이저 광이 직접 조사되면 위험하다. 보안경 착용 

Class 4 인체(손, 발, 눈 등)에 레이저 광이 직접 또는 반사되어 조사되면 위험하다. 보안경 착용 

 

 

[기타] 

Q. 제품을 켜면 소음이 들려요? 

A. 본 제품은 프로젝터 특성 상 동작 시 열이 나며 그 열을 식히기 위해서 별도 Fan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Fan이 돌아가는 약간의 소음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소음의 크기는 약 30데시벨 정도입니다. 

만약 소음이 너무 심하다고 느껴질 경우, 당사 고객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Q. 제품이 너무 뜨거워요? 

A. 모든 빔프로젝터 제품은 기본적으로 발열현상이 어느 정도 존재합니다. 안심하고 사용하셔도 됩니다. 

   특히 충전을 하면서 제품을 작동할 경우 제품의 본체와 충전기의 발열이 조금 더 심해 질 수 있습니다. 

 이점은 유의 바랍니다. 

   만약 발열 현상이 너무 심하다고 생각된다면 당사 고객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Q. 리모컨은 없나요? 

A. 본 제품은 리모컨을 어플리케이션으로 안드로이드와 iOS 모두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기기는 “Play스토어”에서, iOS기기는 “App스토어”에서 “LBN-100”을 검색하여 설치 합니다. 

사용 전에는 반드시 본 제품의 블루투스가 활성화 되어있어야 합니다. 또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기기에도 블루투스가 활성화 되어있어야 합니다.  

   (설정방법 : 네트워크 설정 > 블루투스 > On) 

 

Q. 절전모드로 설정했는데 전원이 꺼져 있어요? 

A. 본 제품의 절전 모드는 20분동안 해제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전원이 꺼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Q. 아무 삼각대로 제품과 체결이 가능한가요? 

A. 본 제품의 하단에는 삼각대 홀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삼각대(미니삼각대, 카메라삼각대, 스마트폰 삼각대 

등)와 체결이 가능합니다. 1/4인치 국제규격나사와 체결이 가능합니다. 

 

Q. 본 제품의 펌웨어 업그레이드는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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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본 제품이 Wi-Fi에 연결되면 펌웨어 업데이트가 있을 경우 자동으로 팝업창이 뜹니다. 

   이때 Yes를 눌러 진행하면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시작됩니다.  

   만약 No를 눌렀을 경우, 펌웨어 업데이트 방법은 디바이스 설정 > 업데이트에서 현재버전이 최신버전 

이 아닐 경우 업데이트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A/S] 

Q. A/S는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A.  본 제품의 A/S는  

1.  넥스프링 홈페이지 :  www.LTEMINI.com,  

2.  고객센터 연락처 : 1522-9260 

3.   카카오플러스친구 : 넥스프링  

을 통해 문의 할 수 있습니다. 

 

Q. 제품 품질보증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  제품 본체와 충전기의 품질보증기간은 무상 1년입니다. 그 외 구성품은 보증하지 않습니다.  

    본 제품에 대한 품질보증은 보증서에 기재된 내용으로 보증 혜택을 받습니다. 

    무상 보증기간은 구입일로부터 산정되므로 구입 일자를 기재 받으시기 바랍니다. 

    (구입 일자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제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품질보증 기간을 산정 합 

    니다.) 

    단, 아래 사항에 대해서는 보증기간 이내라도 유상수리에 해당 합니다. 

⚫ 고객의 취급 부주의로 인한  고장 및 손상. (낙하, 침수, 충격, 파손, 무리한 동작 등) 

⚫ 천재지변으로 인한 고장 및 손상.(화재, 지진, 수해, 낙뢰 등) 

⚫ 지정된 전압 이외의 부적절한 전원 연결로 인한 고장. 

⚫ 당사에서 제공되지 않은 별매품 사용으로 인한 고장. 

http://www.ltemin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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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의 기술자가 아닌 자의 임의 수리 및 분해로 인한 고장. 

⚫ 소모성 부품의 수명이 다한 경우. 

 

위 답변을 진행했는데도 여전히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면 당사 고객센터(1522-9260)으로 문의 하세요. 

 

감사합니다 

 

㈜ 넥스프링 (www.LTEMINI.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