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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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설치로 반 영구적인 사용이 가능 한 경제적인 유지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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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del: R19FZP1   19inch LCD, HD급 해상도 , 네트워크 지원

강력한 Full HD급(1920x1080)동영상 재생 기능
을 원하신다면 본 제품을 선택 하십시오.

세로적용

● 전원을 키면 자동으로 메모리카드에 있는 파일을 재생하는
오토플레이 기능 제공

●가장 안정적인 메모리카드 CF메모리 지원, 최대 16GB지원
●선명한 영상 재생을 원하십니까. Full HD 1080i(1920x1080)사이즈

영상 파일 재생지원
● AVI,MPG,WMV,VOB파일을 변환작업 없이 그대로 재생 하십시오.
●네트워크 지원 (FTP자동 다운로드, Local네트워크 / 

원격(Remote)네트워크 지원원격(Remote)네트워크 지원

네트워크로 하루에 한번 정해진 시간에 자동으로 파일을 전송한다
FTP Auto Download는 자동으로 FTP서버로부터 미리 지정해 논 디렉토리 안에 있는 파일을 미리
정해 논 시간에 본체의 CF메모리 카드로 다운로드 해서 파일을 업데이트 하는 기능입니다. CF메모
리에 저장되어 있는 이전파일은 자동으로 삭제되면서 새로운 파일로 업데이트되어 자동으로 재생
되는 기능입니다. 

내 PC에서 네트웍으로 데이터를 전송 해 재생한다.
사내나 매장 등에 공유기에 같이 LAN케이블로 연결되어 있다면 연결된 PC에서 네트웍으로 데이터
를 본체의 CF메모리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전송 시 잠시 화면은 멈춰진 상태가 되며 전송
완료 후에는 파일명 순으로 다시 재생합니다. 본체에는 공유기에서 할당된 가상IP를 사용하시거나
DHCP로 설정하기만 하면 됩니다. 파일전송은 윈도우 XP의 익스플로우에서 "ftp://본체의 IP어드레
스"를 입력하거나 윈도우 미디어플레이어11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스"를 입력하거나 윈도우 미디어플레이어11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원격지에서 데이터를 전송 해 재생한다.

.고정IP를 사용해 본체와 원격지 PC가 네트웍으로 연결되어 있다면 원격지의 내PC에서 인터넷 네
트웍크를 통해 본체의 CF메모리 카드로 데이터를 전송하실 수 있습니다. XP의 익스플로우에서
"ftp://본체의 게이트웨이 IP어드레스"를 입력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내PC에서 원격으로 조정한다.

보통은 리모콘으로 파일의 재생이나 중지 기타 기능을 조정합니다만 네트워크로 연결된 내PC의 윈
도우 익스플로어에서 "http://본체의 IP어드레스" 을 입력해 원격으로 조정 가능합니다.



모델명 R19FZP1

플래쉬 메모리카드 지원 컴팩트플래쉬카드 (CFC), 최대 16GB까지 지원

자동재생기능
자동 재생기능(Auto Play) 내장 - 전원을 키면 자동으로 사진파일 및 동영상을 파일순으로 파일
을 찾아 재생 사진 및 동영상 파일의 종류와 상관없이 파일 재생 순서는 파일의 ABC순으로 정열
된 순으로 재생

그래픽 파일 지원 JPEG그래픽 파일크기 (최대 지원 8000x8000 pixels) Full HD급 파일 재생 지원그래픽 파일 지원 JPEG그래픽 파일크기 (최대 지원 8000x8000 pixels) Full HD급 파일 재생 지원

그래픽 재생 모드

화면 확대 및 축소,파일정보 표시,재생/정지/중지 기능,와이드(16:10)/Normal(4:3) 사진비율 전
환 지원
오토 슬라이드 쇼, 재생 간격 설정 (10/15/30/60초 설정 가능) - 1920x1080(16:9)사이즈의 사진
재생 시 슬라이드 간격은 최소 5초 가능, 4368x2912(16:9) 재생 시의 재생 가격은 최소 10초 가
걸림

동영상 파일 지원
파일 변환없이 다이렉트 재생, MPEG-1/2,MPEG4,DivX3.11/4.X/5.X.XviD,AVI, VOB,WMV9(Max 
bit rate 12Mbps) Full HD(1920 x 1080, 1080P)급 파일 재생지원bit rate 12Mbps) Full HD(1920 x 1080, 1080P)급 파일 재생지원

동영상 재생 모드 재생/정지/중지 기능, 볼륨조절, 묵음기능, 화면 확대, 파일정보 표시 기능

오디오 파일지원 MPEG1/2/2.5 layer3(ISO 대응) MP3,WMA

오디오 재생 모드 재생/정지/중지 기능, 볼륨조절, 묵음기능, 반복 재생 기능, 파일정보 표시 기능

네트웍 모드
RJ45 LAN(100Mbps)포트 지원, FTP Local 네트웍, FTP 오토 다운로드,FTP Remote네크웍지원, 
Universal Plug and Play(UPnP) /DHCP지원, WindowsXP의 Windows Media Player11 네트웍 연
동 지원, HTTP원격 메뉴 콘트롤 지원 , NTP Network(G.M.T) Timer 지원동 지원, HTTP원격 메뉴 콘트롤 지원 , NTP Network(G.M.T) Timer 지원

지원 해상도
VGA지원 해상도: 640x480 / 800x600 / 1024x768 / 1280x1024 / 1360x768

잠금장치 리모콘의 잠금장치 Auto Key Lock 기능 지원

언어 지원 영어

스피커 스피커 지원 스테레오 2Wx2

콘트롤
리모트 콘트롤러 사용(최대 3M 이내 사용 및 45도 범위 이내 각도 동작) 및 패널 버튼 콘트롤(본

콘트롤
체의 OSD버튼으로 화면조절 및 색상변경 가능)

입력전압 AC110~220V (50Hz--60Hz)/ DC 12V 4-5A

제품의 크기
화면 크기(Active Display) 크기: 375 (가로)x 300 (세로)mm
제품 크기 : 428(가로)x 354 (세로) x 55 (두께)mm

[ 옵션 사항]

재생용 버튼박스(Play-Bu 버튼박스에는 1개부터 최대 12개의 버튼을 연결 해 버튼에 지정된 파일을 링크하여 버튼을 누르
tton Box) 지원 면 지정된 파일이 재생되고 재생이 끝나면 기본파일(Default) 재생으로 돌아감

무선 터치센서 방식 버튼
지원(Wireless Touch-se
nsor Buttons)

5개의 터치 센서로 만들어진 터치버튼을 지원하며 각 버튼에 링크된 파일을 재생함, 재생이 끝나
면 기본파일(Default) 재생으로 돌아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