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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판의 새로운 혁명 배너의 새로운 혁명

레닷 디지털LED간판 레닷 LED배너

About Philosophy of
레닷으로 만나는 실내.외 광고 혁명 레닷의 특별함을 경험해보세요.

레닷은 좋은 부품이 좋은 제품을 낳는다는 확고한 신념으로 우수한  
제품과 합리적인 가격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였습니다. 그 어떤 매체보다 
효율적인 광고를 지금 경험해보시길 바랍니다.

레닷, 그 이상의 가치 당신의 비즈니스 가치를 극대화 시켜 드립니다.

레닷은 브랜드가 전하고자 하는 핵심을 최상의 콘텐츠를 통해 소비자에게 
전달하고 원격 업로드로 최신 정보를 발 빠르게 제공합니다.

최고의 품질로 고객만족을 구현합니다.

레닷은 귀사의 성공 파트너로 제품 자체의 문제에 대해서는 무상 A/S를 
진행하며 문제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으로 귀사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합니다.

어떠한 광고에도 완벽하게 대응합니다.

레닷은 오랜 경험에서 나오는 노하우와 광고 제작 솔루션으로 고객의 
니즈에 맞는 맞춤 컨설팅을 구현해 드립니다.

레닷은 고객과의 꾸준한 소통으로  
신뢰도 높은 제품과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Communicate

레닷은 고객과의 협력을 통해
더 합리적인 방안을 제공할 수 있는

좋은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Cooperative

레닷은 귀사와 고객을 효과적으로  
연결하여, 비즈니스 가치를

극대화 시켜 드립니다.

Conn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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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인 광고 컨텐츠 품질
픽셀피치 5mm의 정밀한 픽셀 피치로 정교한 컨텐츠 재생 가능
2,000Hz 디스플레이 주사율로 보다 부드러운 컨텐츠 표출 가능

고객의 눈을 사로잡는 강렬한 색상, 매력적인 디스플레이

레닷 디지털LED간판 LEDLED

멀리서부터 시선을 끄는 

7,000nits

LCD디스플레이 대비 10배 높은 밝기(7,000nits)로  
먼 거리에서도 시선을 확!

높은 명암비, 낮은 전력소모
높은 주사율, 뛰어난 명암비 및 밝기를 보유한 디지털LED간판은 우수한 LED소자 및 Black Mask를 채택하여  

명암비를 더욱 높이고 자연스러운 동적이미지 재생을 보장합니다. 또한, 낮은 전력 소모로 인해 월 유지비용을 최소화 합니다.

LED유형 : SMD(2727)
픽셀피치 : 5mm
최대 해상도 : 320 X 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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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쉬운 컨텐츠 관리
Easy CMS솔루션을 통한 Wifi, USB로 
컨텐츠 및 밝기 조정 등 누구나 손쉽게 
조정 가능하여 광고에 활용가능합니다.

부착형 돌출형

다양한 시공
고객의 편의를 고려한 실용적인 제품 디자인으로,  
어디에든, 어떤 방식으로든 설치가 가능합니다.

Specification(상세)

Outdoor series

Model LEDot-S55 LEDot-S65 LEDot-S75

Lamp LED Type SMD(2727) SMD(2727) SMD(2727)

LED 모듈

픽셀피치 5mm 5mm 5mm

제품크기 320×160mm 320×160mm 320x160mm

해상도 64×32 64×32 64×32

LED 구동방식 1/8 dynamic scan 1/8 dynamic scan 1/8 dynamic scan

캐비넷

LED 모듈 구성 4×4 4×5 5×6

해상도 256×128 256×160 320×192

제품크기 1340×700×66mm 1340×860×66mm 1660×1020×66mm

무게 19kg 23kg 32kg

보호등급 전면 IP65 / 후면 IP65 전면 IP65 / 후면 IP65 전면 IP65 / 후면 IP65

정격입력 AC 100 – 240V~(±10%) AC 100 – 240V~(±10%) AC 100 – 240V~(±10%)

유지보수 후면 유지보수 후면 유지보수 후면 유지보수

디스플레이

소비전력(최대) 700W 850W 1250W

소비전력(평균) 200W 250W 400W

시야각(수평/수직) 140°/140° 140°/140° 140°/140°

밝기 7,000 cd/m² 7,000 cd/m² 7,000 cd/m²

온도/습도(동작조건) [온도]-10°C to +40°C
[습도]10% to 90%

[온도]-10°C to +40°C
[습도]10% to 90%

[온도]-10°C to +40°C
[습도]10% to 90%

Lifetime(50% 밝기) 80,000시간 80,000시간 80,000시간

재생률 ≥1920Hz ≥1920Hz ≥1920Hz

프레임 속도 60fps 60fps 60fps

밝기 조정 수동 / 자동 / 프로그램 수동 / 자동 / 프로그램 수동 / 자동 / 프로그램

1340

700

1340

860

1660

1020

방수설계
최고 등급으로 채택된 LED모듈 및 각종 부품들은, 다양한 환경조건을 
대비해 완벽한 방수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설계 및 구성. 
또한, 장기간 외부에 노출되는 제품환경을 고려해, 녹과 부식방지를  
위해 아노다이징(Anidizing)도장으로 제품 보호.

Specification(주요)

뛰어난 품질 P5 고품질 방수모듈 
(Water-proof moduel)

밝기 : 7,000nits 쉽고 빠른 설치 및 Wifi/USB를 
통한 간단한 컨텐츠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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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리서부터 시선을 끄는 
시원한 화면 크기(1900mmx600mm)로 원거리에서도 시선을 확!

멀티 스크린 연결
웅장한 시각효과를 위한 멀티스크린 연결 가능. 
6mm의 얇은 테두리와 부드러운 영상 재생을 위한 최대 2880Hz의 
디스플레이 주사율 적용, 기존의 LCD 디스플레이 대비 3배 더 밝은  
최대 1500nits의 고휘도 디스플레이 채택,  160° 광 시야각으로  
사실적인 색상 재현

손쉬운 조작!

LED유형 : SMD(2020)
픽셀피치 : 2.5mm
최대 해상도 : 972 X 288

고객의 눈을 사로잡는 슬림한 디스플레이

레닷 LED배너 LEDLED

1902

572 35

스마트폰 / 컴퓨터 / WiFi / USB 연결을 통한 제어.
LED배너는 모든 운영체제(IOS / Android / Windows) 지원.
스마트폰을 통해 10초 만에 업로드 되는 손쉬운 컨텐츠 교체 및 제품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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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fication(주요)

최고의 디자인
고객의 입장에서 최고의 디자인으로 설계된,
LED배너는 보다 아름답게, 보다 손쉽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모든 사항을 고려하여 최적의 디자인이 적용되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어디라도!
기존의 실사 배너는 이제 그만!
LED배너는 혁신입니다.
은행, 병원, 쇼핑몰, 컨벤션 센터, 주유소, 슈퍼마켓,
레스토랑 등 그 어디라도 적용 가능합니다.

해상도 : 288x972(LEDot-P1.9) / 
224x756(LEDot-P2.5)

픽셀피치 : P1.9 / P2.5 mm 밝기 : 최대 1,500nits 쉽고 빠른 설치 및 Wifi/USB를 
통한 간단한 컨텐츠 교체

Specification(상세)

Indoor series

Model LEDot-P 2.5 LEDot-P 1.9

Lamp LED Type SMD(2020) SMD(1010)

LED 모듈

픽셀피치 2.5mm 1.944mm
제품크기 210×280mm 210×280mm
해상도 84×112 108×144

LED 구동방식 1/28 dynamic scan 1/27 dynamic scan

캐비넷

LED 모듈 구성 9×2 9×2
해상도 756×224 972×288

제품크기 1902×572×35mm 1902×572×35mm
무게 32kg 32kg

보호등급 전면 IP40 / 후면 IP40 전면 IP40 / 후면 IP40
정격입력 AC 100 – 240V~(±10%) AC 100 – 240V~(±10%)
유지보수 전면 유지보수 전면 유지보수

디스플레이

소비전력(최대) 600W 750W
소비전력(평균) 200W 250W

시야각(수평/수직) 160°/160° 160°/160°
밝기 1200~1500 cd/m² 1000 cd/m²

픽셀 밀도(pixel/m²) 169,344 279,936
명암비 4,000:1 4,000:1

온도/습도(동작조건) [온도]-10°C to +40°C
[습도]10% to 90%

[온도]-10°C to +40°C
[습도]10% to 90%

Lifetime(50% 밝기) 80,000시간 80,000시간
재생률 ≥2880Hz ≥2880Hz

프레임 속도 60fps 60fps
밝기 조정 수동 / 자동 / 프로그램 수동 / 자동 / 프로그램

1902

572 35

[Standing] [90 Degree] [Hanging] [Multi-Screen]

다양한 시공
고객의 편의를 고려한 실용적인 제품 디자인으로,  
어디에든, 어떤 방식으로든 설치가 가능합니다.



레닷으로 만나는 실내.외 광고혁명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가게 간판을 돋보이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

시즌별 / 제품 변경시 실사 출력 배너 제작 힘들지 않으세요?
레닷만의 디지털LED간판, 디지털배너를 통해 

 다양한 광고 이미지 / 영상을 쉽고 빠르게 홍보하세요!

㈜케이시스
서울 :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128 문정 SK V1 GL 메트로시티 C동 812호 (05854)
부산 : 부산광역시 남구 고동골로 78번길 18 (48416)
제주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북로 213, 2층 (63145)
SITE : http://www .ledot.co.kr

레닷 콜센터 상담문의

1600-578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