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6i

6 mm 픽셀 피치, 1,800니트 실내용 LED 디스플레이

b 뛰어난 화질 및 명암비
b 비용 효율적인 LED
디스플레이

b 항상 가동하도록 설계

비용 효율성이 높은 V6i 실내용 LED 디스플레이는 6mm 픽셀 피치 및
1800니트 밝기를 제공하며 유명한 Barco 영상 품질과 탁월한 명암비를
자랑합니다. 소매업 및 광고업 분야에서 다운타임과 매출은 완전히 제외됩니다.
V6i는 365일 24시간 운영을 보장하는 극히 신뢰성 높은 디스플레이로서
광고주는 궁극의 심적 안정감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뛰어난 성능

모든 Barco V 시리즈 디스플레이는 DV-100 LED 이미지 프로세서의 지원을 받으며, 최상의
이미지 품질과 성능을 제공하는 Barco의 첨단 AthenaTM 스케일러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최상의 융통성을 고려하여 설계된 DV-100은 최고 (듀얼) HD-SDI 수준의 표준 입력 외에 3G
SDI, HDMI 및 디스플레이 포트 등의 표준도 지원합니다.

손쉬운 설치

다른 V 시리즈 LED 디스플레이와 마찬가지로 V6i는 간편한 디스플레이 관리와 설정을 돕는
직관적 인터페이스를 자랑하는 전용 V 시리즈 Toolset (VTS)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가
관리하고 제어합니다. VTS는 밝기, 감마, 색온도 제어 같은 고급 옵션과 디스플레이 구성
도구를 제공합니다. 또한 V6i는 다른 Barco V 시리즈 LED 디스플레이와 케이블 배선과 주변
기기를 공유하므로 이러한 디스플레이를 이미 보유한 고객은 이를 교체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서비스 용이성을 전면이나 후면 방향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광범위한 애플리케이션에 이상적

V6i는 주로 패션 소매점, 자동차 판매점, 금융 또는 대중 교통의 광고 어플리케이션의 실내
설치용으로 설계되었으나, 박물관, 극장, 종교 시설, 실내 스포츠 시설, 기업, 기업 시설
등에서의 고정 설치용으로도 똑같이 적합합니다.

기술 사양

V6I

밝기

1,800니트 일반

픽셀 피치

LED 유형
화소 밀도
시야각
수명

전력 소비
작동 전압

타일 크기(WxHxD, mm)
무게

IP 등급
처리

리프레시 속도
작동 온도
작동 습도
용이성

작업용 디지타이저
인증

6.0mm

3-in-1 SMD

27,778/sqm, 2,581/sqf

H: 140도
V: 120도(최소 50%의 밝기)
80,000시간

일반적: 220W/sqm, 20W/sqft
최고: 550W/sqm, 51W/sqft
100-240V / 50-60 Hz

576 x 576 x 96 mm / 23 x 23 x 4 인치

14kg/타일, 30.9lbs/타일(후면 액세스)
13kg/타일, 28.7lbs/타일(전면 액세스)
실내 전용

16비트/색상
2,880Hz

-10/+50도(섭씨), 14/+122도(화씨)
10-95%

후면 (R9004889) 또는 전면 (R9004895)
DV-100

CE, UL/ETL, FCC, CB/CEBEC, TUV, CCC, RoHS, WE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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