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K330
10.1”터치 패널

VK330은 정전식 멀티 터치 TFT-LCD 화면을 특징으로하는 10.1”터치 패널입니다. ATEN 컨트롤 시스템 앱과 함께 기본적으로 설치되며 ATEN 컨트롤 박스 및 컨트롤 패드와 호환됩니다.
VK330은 PoE (Power over Ethernet)를 지원하여 전원과 데이터를 단일 이더넷 케이블을 통해 터치 패널로 전달할 수 있으며, 안정성과 높은 보안 요구를 보장하기 위해 단선 및 유선 연결이
필요한 애플리케이션으로 특정 환경을 완벽하게 지원합니다.
군대, 병원, 관공서, 기업 임원 회의실과 같은 높은 보안 수준이 요구되는 곳에 이상적인 솔루션입니다. 월 마운트 키트(VK302)를 이용해 벽에 설치하거나 데스크탑 키트 (VK304) 또는 표준
VESA 75 x 75mm 마운트를 사용하여 책상에 VK330을 장착 할 수도 있습니다.
ATEN 컨트롤 시스템은 모든 하드웨어 장치를 연결하는 컨트롤러, 확장 박스, 구성기 및 제어 인터페이스로 구성된 표준 이더넷 기반 관리 시스템으로 모든 모바일 장치 또는 ATEN 컨트롤 시
스템 인터페이스에 손쉬운 중앙 집중식 장치 제어를 제공합니다. VK330으로 제어 시스템 솔루션을 완성하고 애플리케이션의 까다로운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특장점
10.1” 터치 패널
기본적으로 설치된 ATEN 컨트롤 시스템 및 앱과 통합 가능
단일 이더넷 케이블을 통해 전력 및 통신을 수신 할 수 있는 PoE(Power over Ethernet) 지원
정전식 멀티 터치 스크린
유연한 설치 - 월 마운트 키트(VK302) 또는 테이블탑 키트(VK304) 및 모든 표준 VESA 75 x 75mm 마운트와 호환 가능

사양
패널 사양
크기

10.1"
- Display Type: TFT-LCD
- Touch Screen: Capacitive
- Backlight: LED

해상도

1280 x 800

명암비

800 : 1

시야각

± 85° (H), ± 85° (V)

지원 색상

8 bit

인터페이스
이더넷

1 x RJ-45 Female, 10 / 100 / 1000 BaseT

USB

1 x USB Type A

전원 입력
PoE

802.3 af PoE / 802.3 at PoE+

소비 전력

DC48V:20WBTU

사용 환경
사용 온도

0 – 40°C

보관 온도

–10 – 55°C

습도

10 - 80% RH, Non-Condensing

제품 외관
재질

Plastic

무게

0.62 kg ( 1.37 lb )

크기 (L X W X H)

25.20 x 17.78 x 2.45 cm
(9.92 x 7 x 0.96 in.)

노트

일부 랙 마운트 제품은,WxDxH의 표준 물리적 치수를 LxWxH 형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이어그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