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LCD을 활용 함으로써 동영상과 사운드를 통해 집중력 있는 광고 운영
-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디스플레이로 높은 효과 기대
- 광고의 차별화와 정보의 고급화로 정확한 의사전달 가능

지 적인 반 출 인지 상

●동영상이나사진이저장되어있는메모리카드를본체의메모리카드슬롯에넣기만하면자동으로 영상이재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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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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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도의컴퓨터나 DVD플레이어가 필요없습니다.

-LG디스플레이 S-IPS 패널적용으로 170도/170도 광시
야각 제공
-전원을 키면 자동으로 메모리카드에 있는 파일(사진+

동영상)을 재생하는 오토플레이 기능 제공
- 메모리 카드 호환 가능 CF/SD/USB메모리 지원

Bl k l b l f t f

메모리 카 호환 가능 / / 메모리 지원
- AVI / DVD(VOB),DAT,MPG파일을 변환작업 없이 그대
로 재생 하십시요
- 자막 출력 기능(스크롤/위로/페이드)제공, 가로 및 세
로 형태 지원
- 사용자 로고 표시 및 시계 화면 표시 기능
- 자동 파워 On/Off 타이머 지원 (일/주별 설정)
- USB메모리 자동 복사 기능 ( USB메모리에서 CF/SD카
드로 자동 복사 기능)
- UI회전기능 ( 화면을 가로 및 세로 보기 지원 )

Glass front frame

Black pearl bezel front frame
회전기능 ( 화면을 가 및 세 기 지원 )

- 사운드 볼륨 예약 기능 ( 시간을 설정해 볼륨의 크기
를 조정)
- 플레이 리스트 기능 (파일별 재생 스캐쥴 설정)
- Resume (리쥼)기능, 파워 Off시 재생 중 중단된 부분
부터 다시 재생하는 기능
- 본 제품은 국내 생산 제품으로 본사에서 AS을 보장합
니다.

Black metal pearl bezel front frame

Option:bezel frame-Option:bezel frame

Spec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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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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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utline dimension 763 (가로)x 453(세로) x 61~63(두께)mm(스탠드 제외)

LCD Pixel format 1366(H)x768(V) 

Play function
Movie+Photo자동재생지원 , 슬라이드 쇼 간격 (1s/ 3s/ 5s/ 
8s/ 10s/ 11s/ 12s /13s), File sorting, 16:9/4:3 screen mode
change,

자막재생지원 크기 /속도 3단계조정, 자막 색깔 및 배경색 조절 가능

기타
사용자 로고 화면출력, 타이머, USB복사기능, UI회전, 볼륨예
약 플레이리스트 기능 지원

Silver pearl bezel front frame

Luminance, White 500cd m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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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hoto format
JPEG그래픽 파일 (최대 지원 8000x8000 pixels), 
720P의 HD급 해상도 지원 (4:3/16:9 사진 사이즈)

Video format
MPEG4(AVI: DivX, XViD), DVD(VOB), VCD(DAT,MPG) 
최대 SD급의 720x480의 해상도 지원

Audio format MP3 and WMA

기타
약,  플레이리스트 기능 지원

Weight / VESA Weight 10kg, VESA hole:100x100/200x200mm

Language 영어 /한국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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