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핸즈프리 경험을 통해 작업 방식의 
혁신을 돕는 웨어러블 디바이스

M400
Smart Glasses
스마트글라스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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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버튼

결정 버튼

1,280만 화소 카메라

플래시라이트

카메라 기동 시 점등 LED

이어 후크

IP67 등급의 방수

Android 9.0

전원 LED

터치 패드

탐색 버튼
안경 위에 장착 가능한 프레임

안경 위에 장착 가능한 프레임

유연하게 움직이는 힌지

스피커

마이크

마이크

※ 본 카탈로그의 내용은 2021년 6월 현재 기준입니다.

※ 사양 및 외관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우) 107-0052 도쿄도 미나토구 아카사카 4-1-1 SHIMA아카사카빌딩

+81-3-6234-4170

Vuzix Corporation Tokyo Office

www.vuzix. jp / www.vuzix.com

M-Series 안전 안경 키트 안전모용 그립형 마운트
눈을 보호하기 위해 장착하는 안경입니다. 안전모에 장착하기 위한 액세서리입니다.

Part number: 446T0A022 Part number: 446T0A038

■ 별매 옵션

■ 주요 특징

■ M400 시리즈 라인업 ■ 주요 사양

M300jp_10
● Android는 Google LLC의 상표 또는 등록상표입니다.　● Wi-Fi는 Wi-Fi Alliance의 상표 또는 등록상표입니다.

● 기타 회사명, 각 제품명은 각사의 등록상표입니다.

8 Core 2.52GHz Qualcomm XR1
6G
64G
Android 9
（M400）   68g (Smart Viewer)
（M4000) 100g(Smart Viewer)
（750mAh） USB-C 3.1 Gen 2
（3,350mAh） USB-A to C
（M400）   유기 EL 디스플레이
（M4000）DLP 디스플레이
（M400）    640×360
（M4000）854×480
（M400）    16.8 도
（M4000）  28 도
（M400）    2000nits
（M4000）5000nits
24 비트 컬러
1,280만 화소
4k 30fps or 1080p 60fps
〇
터치 패드, 버튼
〇
3축 자이로
3축 가속도 센서
3축 지자기 센서
Bluetooth® 연결
이어 스피커
트리플 노이즈 캔슬링 지원 마이크

CPU
RAM
플래시 메모리
Android 버전
중량

충전

광학

해상도

시야각

휘도

컬러

카메라

동영상

자동 초점
조작

컴패니언 앱
모션 센서

오디오

야구 모자에 장착할 수 있는 액세서리입니다.

M-Series 모자용 장착 마운트 좌우

円（税込）Part number: 446T0A005

M-Series 헤드 밴드

신축성 있는 고무 재질의 헤드 밴드입니다.

Part number: 446T0A002

(750ｍAh 배터리 포함)

Part number: 472T00019

750mAh 배터리는  방수방진  지원 ,  3,350mAh 배터리는  방수방진  미지원입니다 .  M400 본품은  동일합니다 .

M400 Smart Glasses
(3,350ｍAh 배터리 포함)

750mAh 배터리는 방수방진 지원, 3,350mAh 배터리는 방수방진 미지원입니다. M4000 본품은 동일합니다.

M4000 Smart Glasses
(3,350ｍAh 배터리 포함)

M4000 Smart Glasses
(750ｍAh 배터리 포함)

USB-C 포트

USB-A 포트

마이크로 USB 포트

프레임 장착용 레일

프레임 장착용 레일

프레임 장착용 배터리(750mAh) M400

프레임 장착용 배터리 (3,350mAh)

M400은 비투과형, M4000은 투과형 디스플레이입니다. 기본적인 성능은 M400, M4000 공통입니다.

M400 Smart Glasses

Part number: 472T00011

Part number: 490T00011 Part number: 490T00014

유기 EL 디스플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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