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영상과 사진/사운드를 통해 집중력 있는 홍보 운영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디스플레이로 높은 효과 기대
차별화와 정보의 고급화로 정확한 의사전달 가능
지속적인 반복 노출로 인지도 상승

[주요기능]
● 메모리 카드에 저장되어 있는 동영상 파일 및 사진파일, 

오디오 파일을 자동 재생

지속적인 반복 노출로 인지도 상승
한번 설치로 반 영구적인 사용이 가능 한 경제적인 유지 비용

주위의 시선과 이목을 집중시키는 밀착 홍보 가능
동적인 새로운 개념의 디지털 미디어 홍보 솔루션

회전형 테이블 스탠드(옵션 품목)
포토랙 영상시스템 19형(48Cm) Wide LCD제품, 모델명 DF19WV30A

오디오 파일을 자동 재생
● SD/MMC/및CF/MS/XD/USB메모리 카드 슬롯 지원
● 신뢰성 있는 ESS 콘트롤러 사용
● 메모리카드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순으로 동영상 사진 전부 재생
● 다양한 스탠드 옵션선택

[Stand Option]
1: 세로형 월 플레이트 스탠드
2: 가로형 월 플레이트 스탠드
3 :월마운트스탠드
4 :3 단형 월마운트 스탠드
5:회전형VESA 스탠드
6 :POP A type 스탠드
7 : POP B type 스탠드

VESA회전형 스탠드 선택

기본형 스탠드(제품에 포함)

Specification
벽걸이 브라켓 (옵션 선택 품목)

POP스탠드 (옵션 선택 품목)

LCD 119Cm(47형) TFT ,Wide 16:10 LG디스플레이 패널

제품 화면 사이즈 화면부(Active Display) 크기: 1045(가로)x 590 (세로)mm

제품 전면 프레임
크기

1145(가로)x 770(세로)x120두께 mm/398(스탠드 제외)

그래픽 재생 모드
오토 슬라이드 쇼, 배경 음악 재생, 파일정보 표시, 재생 간격
설정(1초-최대10초), 재생/정지/중지 기능, 반복설정(파일/폴
더/모든파일반복/알파벳 파일명 순서 재생

파일 변환없이 다이렉트 재생, MPEG-1/2, MPEG4, 
DivX3 11/ 4 X/5 X XviD AVI GMC QPEL H 264 CF/USB메모크기

(가 ) (세 ) 두께 ( 탠 제외)

LCD패널 해상도 고 해상도 1920(H)x1080(V) 

밝기 600cd max.

입력전압 모니터AC110~220V (50Hz--60Hz)/ 셋탑 DC 5V 2A

그래픽 파일 지원
JPEG그래픽 파일 (최대 지원 8000x8000 pixels)
720P의 HD급 해상도 지원/ 왜곡 없는 와이드 화면 지원

부가 기능 Full HD급 TV수신기능/ 비디오 입력기능

스피커 스테레오 스피커 10Wx2

동영상 파일 지원
DivX3.11/ 4.X/5.X .XviD,AVI,GMC,QPEL,H.264, CF/USB메모
리 사용 시 최대 800x600 해상도 지원, 메모리카드 사용 시
720x480지원

오디오 파일지원
MPEG1/2/2.5 layer3(ISO 대응) MP3,WMA,LPCM,OGG Vorbi
s,AAC

콘트롤
리모트 콘트롤러 사용 및 OSD 패널 버튼 (LCD화면위치/화
질/사운드 볼륨조절)

Rexcos Inc.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017번지 경기벤처수원센터 604호
전화: 031-239-3713  팩스 031-239-3718 WEB: www.rexcos.co.kr
중소기업지원센터 수출기업협회업체, 산업패밀리기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