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ved HD LED를 이용한 디스플레이(Yaham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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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카다록에 대하여: 온 라인 상태에서 상단의 아이콘을 누르면 유투브, 홈페이지, 카페, 블로그, 페이스북 등의 관련 내용에 연결됩니다.
본 카다록에 수록된 각 제조사 및 관련 이미지는 해당 회사 및 디스플레이허브㈜의 지적 자산입니다.

디스플레이허브가 소개하는

Smart Display Solutions
OLED를 이용한 고해상도 대형 디스플레이 at CEATEC 2010

Diamond Vision은 1980년대 초부터 30년 이상
실내-외 LED 디스플레이 분야를 주도해왔다.

 Diamond Vision OLED
OLED란 전류를 가하면 스스로 빛을 내는 물질을 사용하는 디스플레이로
우수한 명암비, 넓은 시야 각, 빠른 응답속도, 슬림, 경량으로 미래의 디스
플레이로 각광받는 기술이다.
Diamond Vision OLED는 Mitsubishi 전기가 세계 최초로 상용화시킨 대
형 디스플레이용 OLED로 실내용 LED 전광판을 대체시킬 차세대 기술로
주목 받고 있다.

일렉트로드

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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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OLED 1개 픽셀 확대 이미지

 Scalable OLED의 주요 특징
 Pitch size가 3mm로 고해상도
 Pixel fill rate가 LED에 비하여 탁월하게 높다.(우측 그림 참조)
 넓은 시야 각: 상하좌우 각 각 80도, 즉 160도(우측 그림 참조)
 Lamp 에러가 없다.(vs. LEDWALL)
 선명하고 깨끗한 문자 가독성 (high fill rate vs LEDWALL))
 고 명암비(2 x LED)
 Seamless (vs. LCD/PDP WALL)
 설치 용이(모듈방식, 경량-박형)

OLED:

전면

+

측면

LED:

전면

OLED 및 LED 비교 이미지: 동일한 해상도라도 OLED 이미지가 왜
선명해 보이고 시야 각이 좋은지 설명해준다.

 Scalable OLED의 주요 사양
 표준모듈 크기: 384mm x 384mm x 99mm(depth)
 모듈당 픽셀 수: 128 x 128 (16,384)
 디스플레이 방식: Organic Light Emitting Diode [R/G/B]
 최대 밝기: 1,200 nits (주변 조명에 따라 변화, 64단계)
 Gray scale: 16,384 gradations / color
 스크린 크기: 제한 없음
 스크린 형태: 평면, 곡면 가능

 Scalable OLED 주요 사용처
넓은 시야 각 및 고해상도 지원
 디지털 사이니지, 쇼핑몰
 여객터미널, 공항, 건물로비
 과학관
 극장, TV/Film 스튜디오

360도 실린더형태 및 평면스크린(ISE 2011)

+

지구본형태의 대형 OLED (미래과학관, 일본)

측면

좁은 공간에서 활용성이 돗보이는 360도 디스플레이

360도 LED 비디오 디스플레이 분야의 최초 상용화 및
세계시장 점유율 80%의 마켓리더 .

 360도 LED Video Display
360도 LED 디스플레이는 사방에서 밝고 선명한 화면을 볼 수 있어, 좁은
공간에서 정보 노출효과가 효과적인 제품이다.
최초로 사용화하고 현재도 마켓리더인 DynaScan 제품의 주요 특징은 다
음과 같다.
 다양한 제품구성(실내 5개, 실외 4개 모델)
 고 해상도(2mm 내외)
 고 휘도 (실내형: 500-1,000 nits, 실외형: 5,000 – 7,500 nits)
 스탠드형/천정형 출시
 복수의 이지지 투사가능(split screen)
 화면 균일도(+/- 3% 이내)
360도 LED를 세계 최초로 사용화한 DynaScan 실내-외용 제품

DynaScan 모델 선택 방법 (좌측 도표)


실내-실외 등 설치 장소 확인



설치 공간의 넓이, 높이 및 동선확인



설치 방법 검토(천정 or 바닥)

 DS2, Professional LCD Display
DS2는 프로페셔널 용도의 LCD 모니터로 DynaScan은 특히 고 휘도 LCD 모니터를 비기오월 형태로
사용 가능하게 설계하여 출시하고 있다.

Standard

Videowall

Super bright

32/42/46

42/46/46/55

46/47/55/55

450/450/400

700/450/700/700

3000/2500/2500/5000

BLU

CCFL

CCFL/CCFL/CCFL/LED

LED

해상도

1080P

1080/768/768/1080

1080P

Fanless

NO

NO/?/?/?

YES/YES/YES/?

Portrait/Landscape

YES

YES/NO/NO/?

?

27.6/6.7/6.7/5.5

73/11/

YES/YES/YES

YES

Size(inch)
밝기(cd/m2)

Bezel size(total, in mm)
주변조명 센서

NO

5,000 nits 밝기의 55” LCD 디스플레이

다양한 모양의 경량-박형 LED 디스플레이
가볍고 얇은 고해상도의 Flexible 대형 LED 디스플레이 .

 Flexible LED Display
NanoLumens의 플렉서블 LED 디스플레이는 해상도/두깨/무게/형태
등에서 아주 혁신적인 제품이다. 즉 수많은 특허가 접목된
NanoLumens사 고유의 LED 장착기술은 물론이고,
6mm/5mm/4mm의 고해상도와, 2인치 내외의 박형디자인, m2당 xx
kg의 경량설계 등이 어우러졌다.
이러한 특징은 일반 LED나 LCDWALL과는 아주 차별화된 새로운 디
지털 사이니지를 구축하는 데 유리하다.

 제품 종류
NanoFlex: 얇고 휘는 제품으로 표준형은 112”
NanoWrap: 지름 73.7cm 기둥에 감아 설치하는 제품
NanoShapes: 다양한 모양과 크기의 원, 삼각형, 정사각형의 평면 디
스플레이
NanoSlim: 고해상의 얇은 LED 디스플레이로 다양한 크기 및 해상도
가 출시되며, 스크래치 방지 기능이 접목된 모델도 출시
NanoPanels: 옥외설치가 가능한 제품(IP65 & 5,000 nits)

 제품 사양

렌더링 이미지 (상단: NanoFlex, 하단 기둥: NanoWrap)

디스플레이허브가 소개하는

Smart Display Solutions
디지털 46 계단(루이뷔통 홍콩, in 2005 by Yaham Optoelectronics)

Yaham Optoelectronics는 미국-유럽 등에 다양한
고객을 보유한 글로벌 LED 제조사다.

 LED Display
LED는 다양한 해상도 지원과 모듈방식의 설계가 가능하여 실내-외의 각종 정보 및 비디오 디스플레이 장치에 사용되며 최근 사용범위가 더욱 넓어지고 있다.
Yaham사는 1천여 개 중국 LED제조사 중 최상위에 속하는 회사로 최근 5년간 연평균 성장률이 50%를 상회하는 급성장회사다.

 용도별 주요 제품
 실내용
 해상도: 2.4/3/3.5/4/4.4/5/6/7.62/8/10/12mm
 LED 타입: SMD
 LED 브랜드: Nichiya, Cree, Everlight, Slian 등
 실외용
 해상도: 10/12/12.5/14/16/20/22/25/28mm
 LED 타입: DIP
 LED 브랜드: Nichiya, Cree, Everlight, Slian 등
 렌탈용





해상도: 2.4/3/4/6mm
케비넷 크기: 384mm x 384mm
LED 타입: SMD
용도 별 분류: WALL용, 커튼(투명)형, 바닥 등

 컨트롤러
 Yaham 개발 고성능 자체 컨트롤러

렌탈 제품 테스트 장면
 천정 및 우측; 10mm & 12.5mm 투명 스크린
 정면 및 좌측 스크린: 4mm & 6mm 실내용
 중앙 바닥: 6.25mm 바닥용 강화유리 스크린

 주요 설치 사례

띠 형태의 LED 디스플레이(FANCL, 홍콩)

설치 후 3년 경과 후 촬영한 사진(Coastal City, 중국)

HD 1080P 고해상도 커브 스크린(좌-우는 투명, 루이뷔통)

DNP Supernova Infinity 를 사용한 교회

전 세계 시장의 65%를 점유하는 광학스크린의 대명사!
20년 이상 관련 분야를 선도하고 있다.

 SupernovaTM 스크린
대부분의 광학스크린은 게인 값이 높아 밝지만 시야 각이 좁고, 색감이 부

7겹의 스크린 레이어 구조

족하며, 번질거림(shimmering) 등의 현상이 있다.



광학렌즈필름(주변조명흡수명암비 증가)



첨단 반사기능: 170도의 시야각 제공



블랙 레이어: 색 재현력 증가



하드코팅: 긁힘 방지 및 완화



Shimmer-free(반짝임 없음)



7배의 명암비 구현



65 micron(약15 line/mm)으로 정밀 가공

전세계 광학스크린의 65%를 공급하는 DNP Supernova는 다음과 같은 특
징이 있다.
7배 명암비를 구현하는 7겹의 SupernovaTM

첫째, 밝은 곳에서도 선명하게 잘 보인다. 즉 주변 빛의 85%까지 흡수하
는 블랙홀기능으로 밝은 곳에서도 명암비가 유지되어 영상이 선명하다.
둘째, Supernova 08-85는 ISF 영상품질인증을 통과한 제품이다. 즉 밝은
곳에서도 색상 재현이 돋보인다.
셋째, 시야 각이 170도(+/-85)도로 아주 넓어 어디서도 잘 보인다.

다양한 수상 경력의 전면투사 광학스크린

 Supernova 스크린 주요사양

SN One/SN Core
(고정 설치형)

SN Flex/SN Classic
(전동형)

SN Infinity

4:3

84", 100"

84", 100"

any size

스크린

16:10

84", 100", 110"

100", 112"

any size

크기

16:9

84", 92", 100", 110", 120"

84", 92", 100", 118", 120"

any size

2.35:1

100", 114", 128", 142", 153"

Custom made

any size

재질

SN 08-85 & SN 23-23

SN 08-85

SN 08-85 & SN 23-23

주사용처

회의실/홈시어터

회의실/강의실/홈시어터

체육관/강당/교회

모델명

기타 참조사항

프레임 정보
- SN Core: Black Velvet(W:80
. Max drop length: 3m
mm, D:40mm)
. IR/RS-232/12V/Relay
- SN One: Silver AL/Black AL/
Black Velvet

.
.
.
.

스크린간 밝기편차: 3% 이하
스크린간 갭: 0.3mm 이하
프레임 폭: 50mm
프레임: 표준(블랙)
옵션(은색, no-frame)
. Wall/Floor/Ceiling mount

디자인과 성능이 돋보이는 SN Flex(벽걸이형 전동스크린)

 Green Display Solutions
Supernova는 시스템전체의 성능을 고려하고, 총소유비용(TCO, Total Cost of Ownership) 측면에서 접근하면, 아주 경제적이면서도 친환경적인 솔루션이다.
올바른 시스템설계는 효율적인 총소유비용을 도출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고, 광학스크린을 사용하면 밝기가 더 낮은 프로젝터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관련 비
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우측 도표 참조)
우측 사례를 통하여 추론할 수 있듯이 Supernova를 사용하면
대강당 등에서 30,000 루멘 프로젝터를 30,000 루멘 답게,
15,000 루멘 프로젝터는 30,000 이상의 시스템 성능을 구현해
준다.
그 밖의 기대되는 긍정적인 효과
. 프로젝터 소음 대폭 감소  업무집중도 증가
. 프로젝터 발열량의 감소  더 안락한 환경
. 부분조명(딤머)비용 절약
. 인테리어 개선: 프로젝터 소형화 및 Supernova 스크린디자인 등
. 회의환경개선  이미지제고

비용(in EURO)
항목 및 주요특징

초기투자
Supernova

스크린

SN One 120" 16:9(23-23)
120" 16:9 white screen

프로젝터

A사 HDTV, 2900ANSI, 500W xenon
A사 HDTV, 8000ANSI, 1200W xenon

소비전력

연평균(5년간)

Others

Supernova

Others

5,030

230

1,006

46

14,900

32,000

2,980

6,400

연간 500시간 사용 가정

26

60

램프비용

연간 500시간 사용 가정

276

800

조명조절

커튼 및 딤머 설치 등
4,288

7,306

총소유비용(TCO, Total Cost of Ownership)
Supernova 시스템의 비용절감액

19,930

32,230
12,300

비용계산 예: 광학스크린과 일반스크린을 사용한 경우 비교

3,018

디스플레이허브가 소개하는

Smart Display Solutions
Cinemascope 비율의 홈시어터 (source by Panamorph)

Panamorph는 미국 홈시어터 Anamorphic
시장의 92%를 점유하는 마켓 리더다.

 Anamorphic 렌즈
영화는 2.35~2.4:1의 화면 비율로 촬영되고 편집되는데, HDTV 포멧인 16:9 화면에서는 스크린 상-하단에 검은띠가 나타나 몰입감 및 해상도의 손실이 발생한다.
Anamorphic 렌즈를 사용하면 프로젝터 해상도와 밝기의 손실 없이 몰입감이 대폭 증가한 대형화면으로 영화를 즐길 수 있다. (아래 그림 참조)





높이=동일, 폭 35% 증가
해상도 약35% 증가
면적 약82% 증가

100”(16:9, 222cm x 125cm)
실제 영상크기: 222cm x 92.5cm(2.05m2)

130”(2.4:1, 300cm x 125cm)
실제 영상크기: 300cm x 125cm(3.75m2)

 Panamorph 주요특징 및 사양
모델명

DC1

구현 방식
스크린정보
Screen info

투사거리
(in meter)

A200

Vertical Compression

16:9

NO

NO

NO

YES

2.4:1

YES

YES

YES

NO

curved

YES(디자인 협의필수)

투사거리(minimum)

2.85 x Screen Height

3.2 x Screen Height

투사거리(Optimum)

4.42 ~ 5.33

4.27 ~ 7.62

3.65 - 6.1

4.27 ~ 8.53

~ 12.2m
(factory installed custom kits / option)

N/A

w/ Corrector Kit

비

FVX200

Horizontal Expansion

Allowable*

모델 종류

UH480

Auto

ADC1SYS

A480SYS

Manual

MDC1SYS

M480SYS

Fixed(*)

FDC1SYS

F480SYS

고

#1 in the market
Sealed optics
Highest contrast
2D/3D 호환
Hybrid type

Best selling
2D/3D 호환
Hybrid type

NO

NO

Fixed Bracket
(프로젝터별 브
라켓 제공)
16:9(at mode II)
2D/3D 호환
기존 극장방식
Hybrid

Auto

2D/3D 호환
기존 스크린이용
Hybrid

프리미엄형 DC1 시리즈(Auto 모델)

모델 번호가 F로 시작되는 경우 프로젝터가 Mode I & II를 지원해야 함

 프로젝터 1대로 대형 파노라마영상 구현하기
Anamorphic 렌즈를 이용하여 프로젝터 1대로 2.4:1의 파노라마 영상을 구현
할 수 있다.(우측 그림 참조) 즉, 16:9 비율 프로젝터 1대로 박물관, 과학관, 사
원복지관 등에 멋진 대형 파노라마 영상을 구현할 수 있는데, 프로젝터 2대를
사용하는 시스템 대비 이점은 다음과 같다.
Panamorph

2 x XGA(SXGA+)

첫째, 시스템 품질이 우수하다. (프로젝터 간의 블랜딩처리, 색감일치, 지오메트리보

1 x HDTV

정 등의 절차가 생략)
Squeezed 1920 x 1080
(original, 2592 x 1080(2.4:1))

둘째, 1대의 프로젝터로 운영이 편리하다.
셋째, 초기 비용은 물론이고 유지비용도 절감된다.

Image processor
(warp & color matching)

비고:
. 투사거리: 스크린 높이의 3.2~4.0배에서 최고성능 구현(최소거리=2.85배).
. 스크린 크기(2.4:1 기준, 최대투사거리=12.2m): 150” ~ 400”

PC
(XGA)

PC
(XGA)

PC
(2592
x 1080)

Blueray

Any 2.4:1 ratio graphics from PC

Navitar Dome 렌즈를 사용하는 다양한 사례

Navitar는 각종 프로젝터 렌즈를
디자인-생산-공급하는 회사다.

 Navitar 프로젝터용 렌즈
Navitar는 프로젝터 제조사의 표준렌즈로 해결 못하는 단거리-초장거리는 물론 돔 등 특수한 형태의 스크린에 고품질의 영상을 구현하게 해 준다.

NuView®.

ScreenStar®.

HemiSphere®.

기존 렌즈 교체용 (제조사가 지원 안 하는 초 장거리 등)

렌즈 아답타 (기존 제조사 렌즈와 함께 사용)

Half dome, full dome 렌즈 (1-2개로 6개 대체)

렌즈배율
(스크린 폭 x)

NuView 렌즈 사용 예
(막대길이 = 투사거리 지원범위)

1

2

3

4

5

1.91~3.42

Navitar

6

7

8

9

1.2~1.5

1.35~1.8

0.8

12

7.4~12.7

1.8~2.9(S01)

6.2~9.0(T03)

2.0~2.6

1.5~2.0

11

5.0~8.6
3.1~5.3

Sanyo
EIKI
동원,CDS
Panasonic

10

3.5~4.6(M01)
2.6~3.5(S03)

4.6~6.0(T02)

1.2

7.0

 HemiSphere® 솔루션
1개의 렌즈로 360도 구 형태의 스크린을 커버하거나, 2대로 180도 돔
스크린을 투사하는 주문형 렌즈로, 최신 정보는 별도 문의 요함.

렌즈 모델

HS65 Series

HS67 Series

HS95 Series

HS13 Series

2.86mm

3.0mm

4.07mm

6.75mm

3.0

2.5

3.0

3.0

Image quality(%MTF)

Video
65% Center @ 46lp/mm
30% Edge @ 46lp/mm

Video & Data
66% Center @ 66lp/mm
60% Edge @ 66lp/mm

Video & Data
65% Center @ 66lp/mm
35% Edge @ 66lp/mm

Video
55% Center @ 46lp/mm
20% Edge @ 46lp/mm

Color Separation Blue-Green
Red-Green

< ¾ pixel with 10.8 µm pixel
< 1/2 pixel with 10.8 µm pixel

< 1/4 pixel with 10.8 µm pixel
< 1/2 pixel with 10.8 µm pixel

< 1/4 pixel with 10.8 µm pixel
< 1/2 pixel with 10.8 µm pixel

< 1 pixel with 10.8 µm pixel
< 3/4 pixel with 10.8 µm pixel

Focal Length
F#

Focus Range

300 mm - infinity

500 mm - infinity

800 mm - infinity

800 mm - infinity

프로젝터 타입

DLP(1) or LCD

DLP(1) or LCD

DLP(1) or LCD

DLP(1) or LCD

0.65” WXGA = 1280 x 800
185°x 185° = 800 x 800
500k pixels

0.67” WUXGA = 1920 x 1200
185°x 185° = 1200 x 1200
1.13M pixels

0.90” WQXGA = 2560 x 1600
180°x 180° = 1600 x 1600
2M pixels

1.3” XGA = 1024 x 768
180°x 180° = 768 x 768
467k pixels

Alternative Panel(1)

0.67” WUXGA = 1920 x 1200
198°x 198° = 1200 x 1200
1.13M pixels

0.65” WXGA = 1280 x 800
185°x 174° = 800 x 800
600k pixels

0.96” WUXGA = 1920 x 1200
195°x 195° = 1200 x 1200
1.13M pixels

0.96” WUXGA = 1920 x 1200
180°x 113° = 1943 x 1200
2.04M pixels

Alternative Panel(2)

0.66” HD = 1920 x 1080
198°x 172° = 1200 x 1080
1.09M pixels

0.66” HD = 1920 x 1080
185°x 163° = 1200 x 1080
920k pixels

0.67” WUXGA = 1920 x 1200
191°x 131° = 1714 x 1200
1.87M pixels

프로젝터 판넬 및 FOV
Original Panel Design

0.90” WQXGA = 2560 x 1600
174°x 105° = 2560 x 1600
3.8M pixels

디스플레이허브㈜에 대하여.
디스플레이허브는 프로페셔널 대형 스크린 디스플레이(PLSD, Professional

Aim for a leading distributor in PLSD.

Large Screen Display) 분야의 전문회사로 2010년 4월에 설립되었다. 사명이 말
해주듯 PLSD 분야에서 중추적인 역할(Display Hub)을 목표로 신개념의 업무용
대형 디스플레이를 국내에 소개하고 국내 기업에 다양한 해외거래처 정보 제공
을 통한 수출지원을 그 목표로 하고 있다.



유럽

 DNP
 Gundermann
 Holografica



아시아

 DynaScan
 Mitsubishi
 YAHAM



미주

 DynaScan
 Navitar
 Panamorph

Social Media

디스플레이허브㈜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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