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품 사양 화면 솔루션
PMCL500BL 시리즈 LCD 모니터
32, 42, 46 및 55 인치 고해상도 모니터

제품 기능
• LED 백라이트 기술

• ENERGY STAR® Level 5.1 준수

• 완전 HD 1920 x 1080p 해상도

• 6.5ms 응답 시간(일반적 )

• 고대비

• PIP(Picture-In-Picture)

• 3D Comb 필터

• 루핑 BNC 출력

• 비디오 벽 호환

• 3년 무상 보증

Pelco의 PMCL500BL 시리즈 모니터는 최신 LCD 및 LED 기술을
메가픽셀 영상 및 성능의 투자를 위한 완벽한 보완 제품으로 결
합시켰습니다. 이 32, 42, 46 및 55-인치 디스플레이는 1920 x 1080p
해상도를 제공하며 경비 담당자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도록 특
별히 설계되어 있습니다.

대형 HD 디스플레이는 통제실 디자인 및 효율성에 있어서 변
화하는 보안 환경에 적합합니다 . Pelco의 PMCL500BL 시리즈
모니터는 현대식 통제실의 핵심적인 요소로서 귀하의 설치 환
경에 맞는 가장 효율적인 비디오 구성을 맞춤식으로 구축해서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귀하의 보안 필요 사항에 적합하도록 개별적인 모니터뿐만 아
니라 전체 벽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일 모니터에서 복
수의 비디오 스트림을 할당할 수 있기 때문에 설치시 전력 요
건을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Pelco의 에너지 절약형 PMCL500BL
시리즈 모니터는 규정을 준수하도록 저전력 부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PMCL500BL 시리즈 모니터는 모든 카메라와의 호환성을 유지
하면서 최적의 성능과 최상의 자연색 재현 성능을 제공합니다.

PMCL500BL 시리즈 모니터는 복잡한 보안 설치에 있어서 세
계적인 요구 사항을 충족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PMCL500BL
시리즈 모니터의 부품은 엄격한 테스트를 거치기 때문에 하루
24 시간 연중 무휴로 작동해도 영상 품질이 떨어지지 않으며
경비 담당자가 요구하는 최상의 성능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

PMCL555BL

PMCL532BL

추가적인 제품 정보는 pelco.com에서 참조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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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표준
조직 등록 회사;

 ISO 9001 품질 시스템
본 문서는 최종 번역본 이후로 갱신되었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가장 최신 정보는 원본인 영
문본을 참조해 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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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일반 사항
백라이트 유형 LED
화면 재생율 60 Hz
가시 각도 (H/V) 178°/178°
응답 시간 6.5 ms (일반적 )
기본 해상도 60Hz에서 1920 x 1080
최적 해상도 (RGB 모드 )

VGA 56/60/72/75/85Hz에서 640 x 480
SVGA 60/70/75/85Hz에서 800 x 600
XGA 60/75/85Hz에서 1024 x 768
SXGA 60/75/85Hz에서 1280 x 1024
WXGA 60Hz에서 1360 x 768
UXGA 60Hz에서 1600 x 1200
SDTV 
(480i/576i/480p/576p) 60Hz에서 720 x 480

50Hz에서 720 x 576
HDTV (720p/1080i/1080p) 50/60Hz에서 1280 x 720 

50/60Hz에서 1920 x 1080p 
50/60Hz에서 1920 x 1080i

패널 종횡비 16:9
비디오 형식 480p, 576p, 720p, 1080i, 1080p
패널 수명 50,000시간 이상 (일반적 )
디스플레이 색상

PMCL542BL, PMCL546BL,
PMCL555BL 10억 7,000만
PMCL532BL 1,670만

PIP(Picture-in-Picture) 선택 가능, 확장 가능, 교환 가능, 이동 가능
후면 패널 제어기 메뉴 , 소스 , 아래로/위로 , 볼륨 -/+, 전원
표시등 (전면/후면 ) LED(전원 켜짐/꺼짐 )
패널 표면 방현성

환경

작동 온도 0° ~ 40°C (32° ~ 104°F)
보관 온도 –20° ~ 60°C (–4° ~ 140°F)
작동 습도 10% ~ 90%, 비응축
보관 습도 10% ~ 90%, 비응축

전기

입력 전압 100 ~ 240 VAC, 50/60Hz
입/출력 인터페이스
비디오 S-비디오 1개; 컴포넌트 비디오 1개; 비디오

입력 1개 , 비디오 출력 1개 ; 디스플레이 포
트 1개*; HDMI 1개 ; DVI 입력 1개 ; VGA 출력
1개 , VGA 입력 1개

오디오 오디오 출력 1개 , L/R; PC 오디오 입력 1개 ; 
오디오 입력 2개 , L/R; 스피커 1개 , L/R

제어기 RS-232 입력 1개 , RS-232 출력 1개
수평 주파수 31 KHz ~ 91 KHz
수직 주파수 56 Hz ~ 85 Hz
동기화 형식 NTSC/PAL
*PMCL532BL 에서는 제공되지 않음 .

권장 마운트
PMCLNBWMT 틸트 월 마운트
PMCLNBWMF 플랫 월 마운트
PMCLNBWMS 스윙아웃 아암 월 마운트

장착 구멍 치수
PMCL532BL VESA® 200 x 200 mm (7.9" x 7.9")
PMCL542BL VESA 400 x 400 mm (15.7" x 15.7")
PMCL546BL VESA 400 x 400 mm (15.7" x 15.7")
PMCL555BL VESA 400 x 400 mm (15.7" x 15.7")

인증
• FCC, Class B
• CE, Class B
• UL/cUL 등록
• C-Tick
• CCC
• GOST-R
• NOM
• ENERGY STAR Level 5.1 준수

PMCL532BL
32인치 (813 mm)

PMCL542BL
42인치 (1,067 mm)

PMCL546BL
46인치 (1,168 mm)

PMCL555BL
55인치 (1,397 mm)

가시 범위 698.4 x 392.8 mm 930.2 x 523.3 mm 1018.1 x 572.7 mm 1209.6 x 684 mm

픽셀 수 1920 (H) x 1080 (V) 1920 (H) x 1080 (V) 1920 (H) x 1080 (V) 1920 (H) x 1080 (V)

픽셀 피치 0.363 x 0.363 mm 0.485 x 0.485 mm 0.530 x 0.530 mm 0.630 x 0.630 mm

밝기 350 cd/m2 (일반적 ) 500 cd/m2 (일반적 ) 500 cd/m2 (일반적 ) 450 cd/m2 (일반적 )

대비 3000:1 4000:1 4000:1 4000:1

전력 소비 120 W 150 W 160 W 170 W

치수
(스탠드 제외 )

76.7 x 745.2 x 439.4 mm
(3.0" D x 29.3" W x 17.3" H)

82.8 x 977.0 x 568.9 mm
(3.3" D x 38.5" W x 22.4" H)

82.8 x 1063.9 x 618.5 mm
(3.3" D x 41.9" W x 24.4" H)

82.8 x 1256.0 x 726.8 mm
(3.3" D x 49.4" W x 28.6" H)

중량
장치
발송시

12.5 kg (27.6 파운드 )
16.2 kg (35.7 파운드 )

20 kg (44.1 파운드 )
28 kg (62.0 파운드 )

22.6 kg (50.0 파운드 )
30.5 kg (67.2 파운드 )

30.2 kg (66.6 파운드 )
39.6 kg (87.3 파운드 )

 본 출판물에서 언급된 Pelco, Pelco 로고 및 Pelco 제품과
관련된 기타 상표는 Pelco, Inc. 또는 계열사의 상표입니다 .

ONVIF 및 ONVIF 로고는 ONVIF Inc. 의 상표입니다 .
기타 모든 제품 이름 및 서비스는 해당 소유 회사의 재산입니다 .
제품 사양 및 사용 가능성은 사전 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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