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finipix INP-100
LED 디스플레이용 Infinipix® Gen2 프로세서

b 하나 이상의 연결된 디스플레이 관리
b 화질 손실없이 밝기를 미세 조정
b 브랜드 별 색상 보정 가능

b 스틸 및 움직이는 콘텐츠에 대한
부드럽고 완벽한 결과

Infinipix® INP-100은 Barco의 독점 기술로 제공하는 LED 디스플레이 프로세서의 2세대
제품입니다. INP-100은 연결된 비디오 소스에서 오는 신호를 처리하여 LED 타일에 통합된
Infinipix 트랜시버 카드로 전송합니다.
완벽한 시청 경험 제공

귀하의 요구가 무엇이든, Infinipix Gen2 플랫폼은 LED 콘텐츠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희미한 LED 월 또는 높은 밝기로 실행되는 디스플레이가 필요한 애플리케이션에서 Infinipix Gen2 프로세싱
덕분에 동일한 색상 정확도, 회색조 수준 및 세부 정보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창의력이 캔버스에 의해 제한되지
않도록 하고 콘텐츠를 항상 의도한 대로 재생하세요.

Barco의 Infinipix Gen2는 모션 콘텐츠를 표시할 때 대기 시간이 가장 짧고 모션 블러를 광학적으로 줄여주는 블랙
프레임 삽입과 완벽하게 확장되고 선명한 이미지를 구현하는 프리미엄 앤티 앨리어싱 필터를 제공하며, 스틸
이미지는 물론 느리게 또는 빠르게 움직이는 콘텐츠에 대한 최상의 결과와 탁월한 시청 경험을 제공하도록
최적화되었습니다.

최고의 신뢰성

데이터 경로가 중단 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경우 체인의 모든 후속 타일에 내용이 없습니다. Infinipix Gen2는
프리미엄 TruePix 시리즈 LED 비디오 월을 위한 고유한 4방향 장애 조치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즉, 스크린을
구성하는 모든 타일에 대해 필요할 때마다 넘겨받을 수 있는 데이터 연결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타일이 자동으로
인식되고 데이터 경로가 자동으로 다시 구성되므로 설정이 정말 쉽습니다.

비디오 월 전체 또는 일부에 발생하는 고장이 경고 없이 발생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비결은 신호를 포착하고,
그에 따라 대응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때문에 Infinipix INP-100은 중앙 위치에서 비디오 월을 관리하기 위한
클라우드 기반 애플리케이션인 Barco의 비디오 월 관리 제품군과 상호 작용합니다. 모든 핵심적인 매개변수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주의가 필요할 때 중요한 이벤트에 대해 경보, 경고 등을 통해 알릴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특정 경고 표시가 꺼졌을 때 예방 유지보수를 예약하여 비디오 월의 가동 시간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려면 Infinipix Gen2 리플릿을 다운로드하세요.

기술 사양

INFINIPIX INP-100

월 컨트롤

1x GbE RJ-45 connector used as link to a separate Video wall Manager Edge for centralized management

3D 동기화
출력

치수(WxDxH)
비디오 입력

Implemented on BNC connector
8x SFP Modular Wall Outputs:

d SFP+ cages only supporting the Barco included Finisar SFP modules
d Using multi mode fiber of minimum type OM3 within the OM specified length

177 x 222.2 x 43.5 mm (7 x 8.75 x 1.7 in)

1x HDMI 2.0(타입 A) 입력: 1x DP1.4 입력

600MHz로 제한된 HDMI 클럭
프로그레시브 RGB, YCbCr 4:2:2 및 4:4:4
최대 4096x2160@60Hz, RGB 또는 YCbCr 4:4:4 8bpc(24비트/픽셀)
최대 4096x2160@60Hz, YCBCr 4:2:2 12bpc(36비트/픽셀)
최대 12bpc의 입력 비트 깊이 지원
주사율: 23.98Hz, 24Hz, 25Hz, 29.97Hz, 30Hz, 47.95Hz, 48Hz, 50Hz, 59.94Hz, 60Hz, 100Hz, 119.88Hz,
120Hz, 144Hz, 240Hz. 지원되는 주파수는 프로세서에서 지원하는 사양과 다를 수 있으므로 LED 패널 사양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d 지원되지 않음: CEC
d HDCP 1.4, HDCP 2.2, HDCP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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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게

2.7 Kg (5.95lbs)

주위 습도

Operational: 10-85% @ 40° (104° F) non-condensing
Non-operational: 10% to 95% @ 40°C (104°F)

주위 온도

전원 유형
전력 소비
표준
인증
보증
고도

Operational: 0-40° Celsius (32-104° F)
Non-operational: -20°C (-4°F) to 60°C (140°F)

100-240VAC, 1.5A-0.8A -50/60Hz
40 Watt

FCC Part 15 Class A , CISPR32/EN 55032 Class A , CISPR35/EN 55035, IEC/EN 61000-3-2 , IEC/EN 61000-3-3,
ICES-003 Class A
IEC/EN/UL 60950-1, CAN/CSA-C22.2 NO.60950-1-07, IEC/EN/UL 62368-1 ed2
CE, cSGS, SGSus, EAC, BIS, PSE, KC, BSMI, RCM
3 years standard warranty
Max. 2000 m (6562 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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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사양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신 정보는 www.barco.com에서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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