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SYS LED Screen TVKSYS LED Screen TV

 LED B A N N E R LED B A N N E R

국내�디스플레이�선두기업
KSYS DISPLAY
(주)케이시스케이시스 제품상담문의

1600 - 6187

LED TV

[ 전면 ] [ 후면 ]

KIL-CB012-P-T108

모델명

2410 x 2331 x 808

제품사이즈

2400 x 1350

스크린사이즈

1.2 mm 800nit

픽셀피치

2000 x 1125

해상도 밝기

SEOUL 경기도�안양시�동안구�학의로 282 평촌�금강펜테리움 IT타워 B110호

BUSAN 부산광역시�남구�고동골로 78번길 18, 케이시스�사옥

JEJU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서문로 33

카달로그에�기재된�제품�정보는�회사�및�평가기관의�정책�변경�시점과�제품�생산일자와의�차이에�따라�상이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주)케이시스
KSYS Co.,Ltd.

KIL-VI025-W-B210-M

모델명

610 x 1805 x 500

제품사이즈

600 x 1687.5

스크린사이즈

2.5mm 1200nit

픽셀피치

240 x 675

해상도 밝기

LED BANNER

[ 전면 - 단독화면 ] [ 측면 ][ 전면 - 멀티화면 ]

Specification

28mm
초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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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 Screen TV (P 1.2) 

스마트폰, 패드, 노트북과의 무선 미러링으로 완벽한 비즈니스 협업 이 가능,
TV로도 대형 스크린으로도 다양하게 활용 가능한 스마트 LED TV입니다.

LED TV의 정석, 완벽한 스마트 LED TV
좁고 협소한 공간도 걱정 없습니다,  논베젤 디스플레이와 28미리 초슬림 두께로
미니멀한 인테리어가 가능하며 어느 공간에서도 어울릴 수 있는 디자인입니다.

Non-Bezel과 초슬림 두께의 미니멀디자인

스탠드·벽부 모두 OK, 사용자 맞춤형 설치
“LED TV의 정석, KSYS LED TV” 108인치의 시원한 화면크기와 28미리의 
의 선명함이 더해져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새로운 LED TV가 탄생하였습니다.  

일반 TV와 동일하게 리모콘으로 손쉽게 조작이 가능하며,
이외에도 TV 버튼과 마우스를 통하여 간편하게 작동이 가능합니다.

설치없이 바퀴로 간편하게 이동하는 스탠드 타입 혹은 깔끔한 벽걸이 타입 모두
OK, 우리 상황과 니즈에 적합한 사용자 맞춤형 설치가 가능합니다.

리모콘·마우스로 손쉬운 조작

“LED TV의 정석, KSYS LED TV” 108인치의 시원한 화면크기와 픽셀피치 1.2mm의
선명함이 더해져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리얼 LED TV가 탄생하였습니다.  

28미리 초슬림 리얼
LED Screen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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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 BANNER (P 2.5) 

멈춰있는 출력배너는 이제 그만! 풀컬러 동영상 표출에 내장 스피커를 더하여,
고화질의 콘텐츠와 고품질의 음향 표출이 가능한 스마트 LED 배너입니다.

“초슬림 경량배너의 탄생, KSYS LED 배너”  28미리의 초슬림 두께, 
단독화면 부터 멀티스크린으로 사용 가능한 새로운 디지털 배너가 탄생하였습니다. 

풀컬러 동영상 표출 · 풍부한 음향 표현
단독화면 사용부터 최대 6대까지 멀티스크린 연결로 대형스크린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논베젤 디스플레이로 멀티연결에도 콘텐츠의 단절이 전혀 없습니다.

Non-Bezel 멀티연결로 대형스크린 효과

제품 전면부에 특수 글루를 도포, 완벽하게 커버한 GOB 모듈로 제작되어,
충격, 진동, 습기 등을 견딜 수 있는 우수한 내구성과 방수성능을 자랑합니다.

방수형 강화모듈(GOB)로 우수한 내구성
Easy CMS 솔루션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실시간으로 표출 가능하며, 스마트폰
Wifi 또는 PC연결로 실시간으로 콘텐츠를 누구나 간편하게 수정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초간편 콘텐츠 변경(Wifi · PC)

28미리 초슬림 경량
LED배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