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제품을 활용 시 이점
- LCD을 활용 함으로써 동영상과 사운드를 통해 집중력 있는 광고 운영
-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디스플레이로 높은 효과 기대

광 의 차별화와 정 의 급화 정확한 의사전달 가능

The photorek provide most cost–effective solution to communicate with customers

- 광고의 차별화와 정보의 고급화로 정확한 의사전달 가능
- 지속적인 반복 노출로 인지도 상승
- 경제적인 유지비용 (한번 설치로 반 영구적인 사용 가능)
- 주위의 시선과 이목을 집중시켜 밀착광고 가능
- 미디어 광고로 동적인 새로운 디지털 광고 솔루션

동영상이나사진이저장되어있는메모리카드를본체의메모리카드슬롯에넣기만하면자동으로 영상이재생됩니다

Model:R32HD6WP2

-방수형 제품으로 실내/실외에 설치 가능
-32inch 사이즈 16:9 와이드 삼성전자LCD 패널
LCD 해상도 1366 768

동영상이나사진이저장되어있는메모리카드를본체의메모리카드슬롯에넣기만하면자동으로 영상이재생됩니다. 
별도의컴퓨터나 DVD플레이어가 필요없습니다.

Photorek Digital Media Frame , Floor Stand Type 

[일본 현지 설치 사례]

-LCD 해상도 1366x768
-밝기 550cd/ 1000cd 선택가능
-Slim size : 115(Depth)mm
-파일 재생 능력 :Full HD Movie/JPG file
-Movie or Graphic file 선택 자동 재생기능
-자동 슬라이드 쇼, 반복재생
-화면 전환 효과 지원
-SD(SDHC)/ USB memory 지원
파일 재생 사이즈-파일 재생 사이즈
MPEG1/2/4,H.264decode, 최대 1080P   
(1920*1080-Full HD)
RM/RMVB decode, RM/RMVB 최대
720P (1280*720)
HD Photo 최대 6000*6000
-바디칼라 :실버(기준) 블랙/아이보리/레드 선택

[Dimension][Dimension]

[강화 글라스 프레임 적용 사진]

Specification

LCD panel size 32” 81Cm TFT LCD, Wide 16:9 Size, SAMSUNG Display

Active screen size 693(H)x 388 (V)mm

Outline dimension 1368(H)x 550V) x 500(D)mm

LCD Pixel format 1366(H)x768(V) 

Play function
Auto play for Movie/Photo selection, slide show 
interval(3s/5s/10s/30s/60s/5m), File sorting, 16:9/4:3 
screen mode change,

Photo show setup Smart crop / Stretch photo / Entire photo

Etc. Stereo speaker(10Wx2), Remote controller, OSD button

Luminance, White 550cd max.  /1000cd/max 선택 가능

Power input AC110~220V (50Hz--60Hz)/ DC 24V 5 A

Photo format JPEG, BMP, PNG, GIF, TIFF 

Video format
MPEG1, MPEG2,MPEG4,Divx,Xvid, H.264, RM, RMVB, Flash 
Format files (.dat. avi. vob. mpg. mpeg. mp4. mov. mkv. 
Ts .rm .rmvb. swf)

Audio format MP3 and WMA

Weight / VESA Weight 30kg, 

Language Englis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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