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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FICATION - 상세하게 적어주십시오.(용지가 부족할 경우 뒷장을 복사하여 작성하십시오)
1. LED DISPLAY 제작 납품 설치 내역
품 명
LED DISPLAY
LED Controller
브라켓
설 치

규 격
Pixel Pitch : 1.86 mm 이하.（가로3,360세로1,920mm이상)
FHD지원, 입력단자(HDMI 1Port, DVI 1Port이상).
LED DISPLAY 설치 전용 브라켓
제품 전체 설치 및 통신공사

수량
1식
1대
1식
1식

2. 성능 및 품질(Performance and Quality Requirement)
가. LED DISPLAY 성능(동등이상)
1) LED DISPLAY 화면크기 : 가로3,360 × 세로1,920 mm 이상.
2) Pixel Pitch : 1.86 mm 이하
3) Screen Resolution : 1,792 × 1,024 Pixels 이상.
4) Peak Brightness : 1200 nit 이상.
5) Max Brightness : 800 nit 이상.
6) Dynamic Contrast Ratio : 8,000 : 1 이상.
7) Viewing Angle : 수평 160° / 수직 160° 이상.
8) Screen Dimension : 150 inch 이상
9) Refresh Rate : 3,840Hz 이상
10) LED Type : SMD1515(3 in 1)
11) 유지보수 방식 : 전면 유지보수
12) 인증서류 : KC인증
나. LED Controller 성능(동등이상)
1) Resolution Supported : 1920 × 1200
2) Inputs : HDMI, DVI
3) Output : Cat6 또는 Cat5
4) 인증서류 : KC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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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능(Ssytem Function)
가. LED DISPLAY 구성
1) LED DISPLAY는 표출 UNIT 캐비닛은 다이캐스팅(Die-Casting) 알루미늄 (Aluminum Die
Casting) 혹은 그 이상인 마그네슘(Magnesium Die-Casting) 재질로 무게가 가겹고, 뛰어난 EMI/RFI
차폐 특성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2) LED CHIP은 Red, Green, Blue 3가지로 구성 되야 하며 White Balace시 밝기가
1200nit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3) LED CHIP은 최신의 SMD TYPE으로 설계되어 색상의 혼색이 가장 잘되는 구조로
제작되어야 한다.
4) 영상표시부의 표출 소자는 SMD TYPE의 광각형 LED(Red, Green, Blue)소자를 사용
하여 LED DISPLAY 측면에서도 충분히 인식이 가능하도록 가시각도 가로/세로 160도
화각으로 할 수 있어야 한다.
5) LED DISPLAY는 전면 A/S만 가능해야 하며, 장애 발생시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LED Module을 탈거하는 마그네틱 툴이 있어야 하며 자석분리 방식이어야 한다.
6) LED DISPLAY는 LED Module과 Hub Board 간에 연결 케이블이 없어야 하며 전원
보드도 직접 연결할 수 있는 탈착 방식이어야 한다.
7) 독보적인 회색조 설정을 통해 왜곡을 최소화한 정확한 컬러를 구현하여 조도가 낮은
실내 환경에서도 균일하고 최적의 색감을 유지해야 한다.
8) LED CHIP은 Nation Star CHIP을 사용해야 한다.
9) 설치 및 유지관리시 정밀하고 균일한 스크린 구현을 위해 Cabinet에 장착된 LED
Module은 개별적으로 높낮이 조절이 가능해야 한다.
10) LED DISPLAY 화면 내부에는 시각적으로 인식 가능한 물리적 경계선(Bezel)이 없어야
한다.
11) LED DISPALY와 LED CONTROLLER는 공고일 이전 KC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
해야 하며, 원활한 유지보수 및 기술지원을 위하여 KC인증서에 표기된 제조사는 한국
이어야 한다
나. LED Controller 구성
1) LED Controller는 HDMI, DVI 신호 입력을 지원해야 한다.
2) LED DISPLAY 화면 밝기의 수동 조정을 지원해야 한다.
3) LED Controller는 공고일 이전 KC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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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LED DISPLAY 구조물
1) 시스템 및 표시판의 모든 접합부는 커넥터 및 BOLT, NUT를 사용하며, NUT의 사용
부위는 진동을 흡입하는 스프링와샤(SPRING WASHER) 또는 평와샤(PLAIN WASHER)
를 사용하여 진동으로 인한 풀림이 업도록 조립되어 있어야 한다.
2) 노출되는 모든 BOLT, NUT류는 스테인레스 강을 사용하여 부식이 발생치 않도록
사전에 강구되어 있어야 한다.
3) 구조물은 수평 및 수직을 정확하게 맞추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라. 일반사항
1) 본 LED DISPLAY의 영상표시부의 운영 제어부(실)를 통한 영상 송출 장비로부터
다양한 영상데이터를 입력받아 실시간으로 화면에 표출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2) 시스템의 구성은 장애로 인한 영상 표출의 차질이 발생치 않도록 충분히 검토 되어야
하며 구조적, 운영적인 안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3) 제작·설치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KS 또는 JIS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규격품이
없을 경우에는 시중의 최상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각종 구성장치는 열, 진동, 부식에 대비한 설계, 제작을 하여야 한다.
5)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임의의 조작이 가능토록 시스템을 설계
제작 하여야 한다.
4. 시험 및 검사
가. 시험 및 검사 체제
시험 및 시운전은 공장시험 및 검사, 무부하 시운전 및 종합 시운전을 말하며 계약자
시험 및 시운전에 필요한 재료, 인원, 기타 필요로 하는 가설재 등을 공급하여 신속하고
원활하게 시험 및 시운전이 되도록 한다. 계약자는 시험 및 시운전 실시 전에 감독관
에게 시험 및 시운전 항목 등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 승인을 득하여 모든 비용은 계
약자가 부담 한다.
나. 제품 설치 및 현장 동작 TEST
1) CASE 및 구조물이 설계대로 제작 되었는지 체크한다.
2) 설치 완료 후 제작자 책임 하에 기기별 단독시험 또는 종합시험을 실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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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기/통신 공사
① 기능
본 공사는 LED SCREEN의 원활한 전원 공급 및 정확한 영상 신호를 제공하기

위한 설치 공사이다.

② 기기 특성
- 건물 내부의 분전반을 통해서 전기 공급을 받으며, LED SCREEN의 원활한 전원 공급을 위하여
별도의 2차 전기 분전반을 구성한다. 단 수요처 건물 내부의 분전반의 용량이 부족할 경우 수요처
에서 전기 증설을 하여 제공한다.
- 2차 전기 분전반은 최대 용량 13Kw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 2차 전기 분전반은 마크네틱 스위치를 통하여 간단하게 조작이 가능하게끔 구성 하여야 한다.
- 통신공사는 조정실과 LED SCREEN 간 SFTP Cat6 규격의 4 Line을 포설 하여야 하면
최대 70M를 넘어서는 안 된다.
6. 설치 공사
① 기능
본 공사는 LED SCREEN 안전한 설치를 원활한 전원 공급 및 정확한 영상 신호를 제공하기
위한 설치 공사이다.
② 기기 특성
- LED SCREEN 내부에 장착되는 각종 장치는 착탈이 용이하도록 하고, 외부의 압력에 의해
장치가 탈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모듈 장착 시 모듈과 모듈의 높낮이 및 좌우 여백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 유지보수를 위한
탈부착이 용이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포함 사항>
- LED 컨트롤러(스케일러 기능 내장) 포함
- 보강 지지대 제작 및 설치
- 2차 전기 작업 및 LED 캐비닛 간 SFTP Cat 6케이블 연결
<불포함 사항>
- 운영PC(학교 제공)
- 인테리어 마감
* 장비 설치 및 셋팅 포함
* 입찰시 공식 수입원 공급자 증명원 및 기술지원 확약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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