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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 로고 노출

SAMSUNG HOTEL
USB Plug & Play
콘텐츠 자동 재생

호텔 TV

USB 플러그 앤 플레이 기능
간편하게 콘텐츠 재생

Tizen OS 탑재
강력한 보안과 그래픽성능

자 세 한
고 객
도 입 사 례 를
확 인 하 세 요

차별화된 소재와 솔루션 탑재

삼성 호텔 TV

LOGO Display 로고표출
사업장 차별화

삼성 호텔 TV의 보안은
Knox가 지원합니다. 애플리케이션 플랫폼 시스템

호텔 TV

NJ570 시리즈

모델명 HG43NJ570MFXKR HG32NJ570NFXKR

사이즈 108 cm 80 cm

해상도 1,920 × 1,080 (Full HD) 1,366 × 768 (HD)

명암비 Mega Contrast (동적) Mega Contrast (동적)

엔진 Hyper Real Engine Hyper Real Engine

오디오 Dolby, DTS 코덱, 스피커 (2채널) Dolby, DTS 코덱, 스피커 (2채널)

입출력 HDMI (2), USB (1), RJ12 (1), RJP (1) HDMI (2), USB (1), RJ12 (1), RJP (1)

색상 Black Hairilne Black Hairilne

크기 (mm) 979.9 × 571.9 × 77.1 (스탠드 제외)
979.9 × 623.4 × 226.5 (스탠드 포함)

737.4 × 438.0 × 74.1 (스탠드 제외)
737.4 × 484.6 × 192.6 (스탠드 포함)

중량 (kg) 8.0 (스탠드 제외)
11 (스탠드 포함)

4.0 (스탠드 제외)
5.6 (스탠드 포함)

소비전력 36 W 27 W

특화기능

옵션 삼성 LYNK™ REACH (RF) 솔루션 연동 삼성 LYNK™ REACH (RF) 솔루션 연동

기본
Home Menu 2015, ConnectShare™ (USB 2.0),
동시화면 (PIP), 게임 모드, 플러그 & 플레이 (Easy Set-up),
On/Off 타이머, 알람 기능

Home Menu 2015, ConnectShare™ (USB 2.0),
동시화면 (PIP), 스포츠 모드, 플러그 & 플레이 (Easy Set-up),
On/Off 타이머, 알람 기능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1등급

천상의 뷰와 아름답게 어우러지는 또 하나의 걸작

롯데시그니엘 서울 도입사례

- 무게는 제품구성 및 제조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NJ670U 시리즈

모델명 HG55NJ670UFXKR HG49NJ670UFXKR

사이즈 138 cm 123 cm

해상도 3,840 × 2,160 (UHD) 3,840 × 2,160 (UHD)

명암비 Mega Contrast (동적) Mega Contrast (동적)

엔진 UHD Mastering Engine, UHD Up-Scaling UHD Mastering Engine, UHD Up-Scaling

오디오 Dolby Digital Plus, 스피커 (2채널) Dolby Digital Plus, 스피커 (2채널)

입출력 HDMI (3), USB (2), RJ12 (1), RJP (1), RF In (2) HDMI (3), USB (2), RJ12 (1), RJP (1), RF In (2)

스마트 N/A N/A

색상 Charcoal Black Charcoal Black

크기 (mm) 1,238.6 × 714.2 × 59.2 (스탠드 제외)
1,238.6 × 768.4 × 226.5 (스탠드 포함)

1,102.8 × 637.8 × 59.7 (스탠드 제외)
1,102.8 × 691.8 × 226.5 (스탠드 포함)

중량 (kg) 17.3 (스탠드 제외)
20.5 (스탠드 포함)

13.2 (스탠드 제외)
16.4 (스탠드 포함)

소비전력 65 W 59 W

특화기능

옵션 삼성 LYNK™ REACH (RF) 솔루션 연동 삼성 LYNK™ REACH (RF) 솔루션 연동

기본 Hospitality 홈 메뉴, 플러그 & 플레이 (Easy Set-up),
On/Off 타이머, 알람 기능 호텔 채널 리스트

Hospitality 홈 메뉴, 플러그 & 플레이 (Easy Set-up),
On/Off 타이머, 알람 기능 호텔 채널 리스트

에너지 소비효율 2등급 2등급

- 대상 : 사이즈 123 cm 이상

- 무게는 제품구성 및 제조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http://fhubis.co.kr/samsung/smart-signage/all-smart-hospitality-displays/feature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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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 로고 노출

SAMSUNG HOTEL
USB Plug & Play
콘텐츠 자동 재생

호텔 TV

USB 플러그 앤 플레이 기능
간편하게 콘텐츠 재생

Tizen OS 탑재
강력한 보안과 그래픽성능

자 세 한
고 객
도 입 사 례 를
확 인 하 세 요

차별화된 소재와 솔루션 탑재

삼성 호텔 TV

LOGO Display 로고표출
사업장 차별화

삼성 호텔 TV의 보안은
Knox가 지원합니다. 애플리케이션 플랫폼 시스템

호텔 TV

NJ570 시리즈

모델명 HG43NJ570MFXKR HG32NJ570NFXKR

사이즈 108 cm 80 cm

해상도 1,920 × 1,080 (Full HD) 1,366 × 768 (HD)

명암비 Mega Contrast (동적) Mega Contrast (동적)

엔진 Hyper Real Engine Hyper Real Engine

오디오 Dolby, DTS 코덱, 스피커 (2채널) Dolby, DTS 코덱, 스피커 (2채널)

입출력 HDMI (2), USB (1), RJ12 (1), RJP (1) HDMI (2), USB (1), RJ12 (1), RJP (1)

색상 Black Hairilne Black Hairilne

크기 (mm) 979.9 × 571.9 × 77.1 (스탠드 제외)
979.9 × 623.4 × 226.5 (스탠드 포함)

737.4 × 438.0 × 74.1 (스탠드 제외)
737.4 × 484.6 × 192.6 (스탠드 포함)

중량 (kg) 8.0 (스탠드 제외)
11 (스탠드 포함)

4.0 (스탠드 제외)
5.6 (스탠드 포함)

소비전력 36 W 27 W

특화기능

옵션 삼성 LYNK™ REACH (RF) 솔루션 연동 삼성 LYNK™ REACH (RF) 솔루션 연동

기본
Home Menu 2015, ConnectShare™ (USB 2.0),
동시화면 (PIP), 게임 모드, 플러그 & 플레이 (Easy Set-up),
On/Off 타이머, 알람 기능

Home Menu 2015, ConnectShare™ (USB 2.0),
동시화면 (PIP), 스포츠 모드, 플러그 & 플레이 (Easy Set-up),
On/Off 타이머, 알람 기능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1등급

천상의 뷰와 아름답게 어우러지는 또 하나의 걸작

롯데시그니엘 서울 도입사례

- 무게는 제품구성 및 제조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NJ670U 시리즈

모델명 HG55NJ670UFXKR HG49NJ670UFXKR

사이즈 138 cm 123 cm

해상도 3,840 × 2,160 (UHD) 3,840 × 2,160 (UHD)

명암비 Mega Contrast (동적) Mega Contrast (동적)

엔진 UHD Mastering Engine, UHD Up-Scaling UHD Mastering Engine, UHD Up-Scaling

오디오 Dolby Digital Plus, 스피커 (2채널) Dolby Digital Plus, 스피커 (2채널)

입출력 HDMI (3), USB (2), RJ12 (1), RJP (1), RF In (2) HDMI (3), USB (2), RJ12 (1), RJP (1), RF In (2)

스마트 N/A N/A

색상 Charcoal Black Charcoal Black

크기 (mm) 1,238.6 × 714.2 × 59.2 (스탠드 제외)
1,238.6 × 768.4 × 226.5 (스탠드 포함)

1,102.8 × 637.8 × 59.7 (스탠드 제외)
1,102.8 × 691.8 × 226.5 (스탠드 포함)

중량 (kg) 17.3 (스탠드 제외)
20.5 (스탠드 포함)

13.2 (스탠드 제외)
16.4 (스탠드 포함)

소비전력 65 W 59 W

특화기능

옵션 삼성 LYNK™ REACH (RF) 솔루션 연동 삼성 LYNK™ REACH (RF) 솔루션 연동

기본 Hospitality 홈 메뉴, 플러그 & 플레이 (Easy Set-up),
On/Off 타이머, 알람 기능 호텔 채널 리스트

Hospitality 홈 메뉴, 플러그 & 플레이 (Easy Set-up),
On/Off 타이머, 알람 기능 호텔 채널 리스트

에너지 소비효율 2등급 2등급

- 대상 : 사이즈 123 cm 이상

- 무게는 제품구성 및 제조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http://fhubis.co.kr/samsung/smart-signage/all-smart-hospitality-displays/features.html
http://fhubis.co.kr/samsung/smart-signage/nj570m-series/features.html
http://fhubis.co.kr/samsung/smart-signage/nj570m-series/hg43nj570mfxkr.html
http://fhubis.co.kr/samsung/smart-signage/nj570m-series/hg32nj570nfxkr.html
http://fhubis.co.kr/samsung/smart-signage/nj670u-series/features.html
http://fhubis.co.kr/samsung/smart-signage/nj670u-series/hg55nj670ufxkr.html
http://fhubis.co.kr/samsung/smart-signage/nj670u-series/hg49nj670ufxkr.html
신동석
텍스트박스
파란색 밑줄이 있는 링크를 클릭하면 해당 제품의 웹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삼성 호텔 TV 제품
  - http://www.fhubis.co.kr/samsung/smart-signage/all-smart-hospitality-displays/features.html

http://www.fhubis.co.kr/samsung/smart-signage/all-smart-hospitality-displays/feature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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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이스 모니터

모니터

- 색상 : Black   - Interface : HDMI
- 기타기능 : Samsung MagicBright, Samsung MagicUpscale, Eco Saving Plus, 눈 보호 모드, Flicker free, PIP, PBP, Game Mode, Image Size, Easy Setting Box
- 40%, 94% 공간사용률 관련: 자사 측정치 (실험치)로 실 사용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모델명 화면크기 밝기 명암비 응답속도 시야각 최대해상도
LS27R750QEKXKR 68.6 cm 250 cd/㎡ (typ) Mega (Static 3,000 : 1 (Typ)) 4 ms (GTG) 178° / 178° 2,560 × 1,440

게임에 최적화된 게임모드, 4 ms의 빠른 응답속도로 더욱 실감나고 
선명하게 엔터테인먼트를 즐길 수 있습니다.  

버튼 터치 한 번으로 설정 가능한 눈 보호 모드는 청색광을 줄여주어
장시간 모니터를 사용하는 업무 환경에서도 편안한 화면을 제공합니다. 

3 효율적인 멀티태스킹 PBP/PIP 기능 4 다양한 눈높이 조정

S32R750U

삼성 스페이스 
모니터

공간 절약 최적화 디자인

정면 시청시 화면 중앙과 가장자리 시청 거리차를 최소화 하여 시선이 정면에서부터 화면 가장자리
까지 자연스럽게 일치하고 물리적으로도 가까이 있어 더 편안하게 화면 전체를 볼 수 있습니다.

3,000:1 명암비와 250 cd/㎡의 뛰어난 화면 밝기, 178° 광시야각으로 
더욱 놀라운 시청 경험을 즐길 수 있습니다.

1 공간 절약형 디자인 2 깔끔한 3면 베젤리스

- 비교모델 : LS27H650FDKXKR

삼성 스페이스 모니터
S27R750Q
자유로운 모니터 배치로 업무 환경 최적화
144 Hz 주사율로 끊김 걱정 없는 게임플레이
효율적인 멀티태스킹 기능

호텔 TV

NJ690U 시리즈

모델명 HG75NJ690UFXKR HG55NJ690UFXKR HG49NJ690UFXKR

사이즈 189 cm 138 cm 123 cm

해상도 3,840 × 2,160 (UHD) 3,840 × 2,160 (UHD) 3,840 × 2,160 (UHD)

명암비 Mega Contrast (동적) Mega Contrast (동적) Mega Contrast (동적)

엔진 UHD Mastering Engine, UHD Up-Scaling UHD Mastering Engine, UHD Up-Scaling UHD Mastering Engine, UHD Up-Scaling

오디오 Dolby Digital Plus, 스피커 (2채널) Dolby Digital Plus, 스피커 (2채널) Dolby Digital Plus, 스피커 (2채널)

입출력 HDMI (3), USB (2), RJ12 (1), RJP (1), RF In (2),
Wireless LAN Built-in

HDMI (3), USB (2), RJ12 (1), RJP (1), RF In (2),
Wireless LAN Built-in

HDMI (3), USB (2), RJ12 (1), RJP (1), RF In (2),
Wireless LAN Built-in

스마트 Samsung SMART TV Samsung SMART TV Samsung SMART TV

색상 Charcoal Black Charcoal Black Charcoal Black

크기 (mm) 1,684.6 × 966.4 × 60.6 (스탠드 제외)
1,684.6 × 1,056.5 × 356.1 (스탠드 포함)

1,238.6 × 714.2 × 59.2 (스탠드 제외)
1,238.6 × 768.4 × 226.5 (스탠드 포함)

1,102.8 × 637.8 × 59.7 (스탠드 제외)
1,102.8 × 691.8 × 226.5 (스탠드 포함)

중량 (kg) 37.0 (스탠드 제외)
37.5 (스탠드 포함)

17.3 (스탠드 제외)
20.5 (스탠드 포함)

13.2 (스탠드 제외)
16.4 (스탠드 포함)

소비전력 150 W 65 W 59 W

특화기능

옵션 삼성 LYNK™ HMS, H.Browser Compatibility,
삼성 LYNK™ REACH (IP), 삼성 LYNK™ REACH (RF) 솔루션 연동

삼성 LYNK™ HMS, H.Browser Compatibility,
삼성 LYNK™ REACH (IP), 삼성 LYNK™ REACH (RF) 솔루션 연동

삼성 LYNK™ HMS, H.Browser Compatibility,
삼성 LYNK™ REACH (IP), 삼성 LYNK™ REACH (RF) 솔루션 연동

기본

Hospitality 홈 메뉴, 모바일 → TV (미러링, DLNA),
플러그 & 플레이 (Easy Set-up),
블루투스 뮤직 플레이어 (모바일 → TV)
On/Off 타이머, 알람 기능

Hospitality 홈 메뉴, 모바일 → TV (미러링, DLNA),
플러그 & 플레이 (Easy Set-up),
블루투스 뮤직 플레이어 (모바일 → TV)
On/Off 타이머, 알람 기능

Hospitality 홈 메뉴, 모바일 → TV (미러링, DLNA),
플러그 & 플레이 (Easy Set-up), 
블루투스 뮤직 플레이어 (모바일 → TV) 
On/Off 타이머, 알람 기능

에너지 소비효율 4등급 2등급 2등급

- 대상 : 사이즈 123 cm 이상

RU750 시리즈

모델명 HG65RU750NFXKR HG55RU750NFXKR HG49RU750NFXKR HG43RU750NFXKR

사이즈 163 cm 138 cm 123 cm 108 cm

해상도 3,840 × 2,160 3,840 × 2,160 3,840 × 2,160 3,840 × 2,160

명암비 Mega Contrast Mega Contrast Mega Contrast Mega Contrast

엔진 UHD Engine UHD Engine UHD Engine UHD Engine

오디오 Dolby, 스피커 (2채널) Dolby, 스피커 (2채널) Dolby, 스피커 (2채널) Dolby, 스피커 (2채널)

입출력 HDMI (3), usb (2), RF In (1/1/0) HDMI (3), usb (2), RF In (1/1/0) HDMI (3), usb (2), RF In (1/1/0) HDMI (3), usb (2), RF In (1/1/0)

스마트 Samsung SMART TV Samsung SMART TV Samsung SMART TV Samsung SMART TV

색상 Charcoal Black Charcoal Black Charcoal Black Charcoal Black

크기 (mm) 1,457.5 × 837.3 × 59.1 (스탠드 제외)
1,457.5 × 917.3 × 312.8 (스탠드 포함)

1,238.6 × 714.2 × 58.7 (스탠드 제외)
1,238.6 × 792.8 × 261.3 (스탠드 포함)

1,102.8 × 637.8 × 59.1 (스탠드 제외)
1,102.8 × 716.4 × 261.3 (스탠드 포함)

970.2 × 563.2 × 58.2 (스탠드 제외)
970.2 × 636.3 × 210.3 (스탠드 포함)

중량 (kg) 25.0 (스탠드 제외)
25.5 (스탠드 포함)

17.3 (스탠드 제외)
17.6 (스탠드 포함)

13.2 (스탠드 제외)
13.5 (스탠드 포함)

9.6 (스탠드 제외)
9.9 (스탠드 포함)

소비전력 64.0 W 54.0 W 47.0 W 42 W

특화기능

옵션 삼성 LYNK CLOUD 지원 삼성 LYNK CLOUD 지원 삼성 LYNK CLOUD 지원 삼성 LYNK CLOUD 지원

기본
모바일 → TV 미러링(DLNA) 지원, 
플러그 & 플레이 (Easy Set-up) 지원, 
알람 기능 지원

모바일 → TV 미러링(DLNA) 지원, 
플러그 & 플레이 (Easy Set-up) 지원, 
알람 기능 지원

모바일 → TV 미러링(DLNA) 지원, 
플러그 & 플레이 (Easy Set-up) 지원, 
알람 기능 지원

모바일 → TV 미러링(DLNA) 지원, 
플러그 & 플레이 (Easy Set-up) 지원, 
알람 기능 지원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1등급 1등급 1등급

- 대상 : 사이즈 123 cm 이상

- 무게는 제품구성 및 제조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무게는 제품구성 및 제조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http://fhubis.co.kr/samsung/smart-signage/all-smart-hospitality-displays/features.html
http://fhubis.co.kr/samsung/smart-signage/nj690u-series/features.html
http://fhubis.co.kr/samsung/smart-signage/nj690u-series/hg75nj690ufxkr.html
http://fhubis.co.kr/samsung/smart-signage/nj690u-series/hg55nj690ufxkr.html
http://fhubis.co.kr/samsung/smart-signage/nj690u-series/hg49nj690ufxkr.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