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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캔버스 프레임 - 다빈치 시리즈

▪  내 취향에 따라 작품 전시를 할 수 있는 E-캔버스 프레임, 다빈치

▪  레트로한 감성

▪  조도 센서 (*일부 모델에 한함)

▪  광시야각

▪  유선/무선 인터넷 연결

▪  높은 해상도, 선명한 화질

▪  다양한 설치 옵션

▪  저장 공간의 확장성

Features

WiFi USB Android 미러링

< 건물 로비 설치 모습  >

< 광시야각 >

< 측면 >< 스탠드 설치 모습 >

178°

-  유명 작가의 명화, 가족사진, 내가 찍은 사진, 직접 그린 작품을 원하는 

   장소에 실시간으로 전시해 보세요.

-  우드 프레임으로 어떤 공간의 인테리어와도 조화롭게 어울립니다.

-  설치된 공간의 밝기를 감지하는 조도 센서를 탑재하여 작품이 가장  

   돋보이는 상태로 디스플레이의 밝기를 자동으로 조절합니다.

-  광시야각의 IPS 패널 사용으로 좌우 측면  178도의 어느 각도에서 

   뛰어난 화질을 구현합니다. 

-  인터넷을 통해 원하는 작품을 웹사이트에서 직접 다운받거나, 

   휴대폰의 미러링 기능을 통해 휴대폰에 저장된 작품을 전송할 수 

   있습니다.

-  FHD, UHD의 높은 해상도로 선명한 하이 퀄리티의 작품을 감상하세요.

-  벽걸이, 스탠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  8G 기본 내장 메모리 외에 USB 메모리를 사용하여 저장 공간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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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duct specifications are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Panel Size (inch)

Resolution

Brightness (Typ.)

Contrast Ratio (Typ.)

Viewing Angle (H)/(V)

OS

CPU

Memory

Storage

Graphics

LAN

Bluetooth

 Wifi

Video

Image

Input

Consumption (Typ.)

Size (H x V x D, mm)

Weight (kg)

NDC320

32

1920 x 1080 

400 cd/㎡

1200 : 1

178°/178° (Typ.)

ㅡ

USB2.0 x 2/ RJ45

ㅡ

940.2 x 638.1 x 63.1

ㅡ

Android 5.1

RK3229

DDR3 2GB

eMMC 8GB

Mali 400

10/100 Mbps

4

802.11 a/b/g/n

MKV / MOV(H.265) / MP4 / AVI / WMV / MPEG / 

VOB / TS / TP / MTS / M4V / MPG / RM / RMVB

JPG, JPEG, BMP, PNG, GIF

AC100V ~ 240V(50/ 60Hz)

NDC320U

32

3840 x 2160 

350 cd/㎡

1300 : 1

NDC550U

55

3840 x 2160 

500 cd/㎡

1100 : 1

178°/178° (Min.)

3 level detection

HDMI/ USB2.0 x 2/ RJ45

130W

1454.2 x 925.2 x 68.2

27

Model

Display

System

Light Sensor

I/O Interface

Digital format

Power

Mechanical

SPECIFIC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