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PERIENCE
GREATNESS

화질

화질 엔진 Quantum Processor Flex

덕시아나 DUX 1001 2단 구조의

밝기

2000/250nit(Peak/Max)

스프링 시스템이 특징. DUX 특유의

HDR

LED HDR, HDR 10+ 지원

편안함과 지지력이 돋보인다.

화면재생률 100/120Hz
비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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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bit(내부 프로세스 20bit)

바네사 브루노 원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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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 너머의 또 다른 세상. ‘더 월’은 현존하는 디스플레이 기술의
집약체다. 세상의 거의 모든 아름다움이 그 위에 있다.

HIGH DEFINITION REALITY

EDITOR Won Ho Yeon / PHOTOGRAPHED by Park Won Tae

가장 큰 특징은 대형 화면에서도 빈틈 하나 찾아볼 수 없는 고화질. 건물 외벽 등 초대형 디지털 사이니지 제조 기술을 가정용 디스플레이에
적용한 결과다. 마치 통유리 너머 또 다른 세상을 보는 듯한 압도적인 몰입감이 느껴진다. 또한 AI 기반 업스케일링을 통해 저해상도(SD급
이상) 영상을 8K 수준으로 높여준다. 여기에 HDR(High Dynamic Range) 10+, LED HDR 기술을 갖춘 화질 엔진은 장면별 밝기를 최적화하고,
화면 속 장면 하나하나의 속성을 정확하게 담아낸다. 블랙 씰 기술(Black Seal Technology)로 마무리된 디스플레이는 진정한 블랙 컬러를
통해 디테일한 부분까지 놓치지 않고 또렷하게 표현해낸다. 더 월은 모듈형 방식으로 조립 및 설치된다. 각자의 니즈에 따라 사이즈와 형태를
자유자재로 조립할 수 있다는 얘기다. 표준 16:9 비율의 146형(4K) 화면 외에 219형(6K), 21:9 와이드 스크린 등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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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UHD 기준) 3.2×1.8×0.299m

크기
(W×H×D)

캐비닛 806.4×453.6×29.9mm

코스 원피스 존 하디 목걸이
스톤헨지 실반지 살바토레
페라가모 시계

데코 프레임(표준), 프레임 키트

액세서리

INFINITY DESIGN

*데코 프레임 맞춤 디자인

*화면 속 작품은 Stephanie

가이드 제공

Pryor, Sunscape(2017)

더 월은 마이크로 LED 기술을 통해 화면 크기(Size Free), 화면비(Ratio Free), 해상도(Resolution Free), 베젤(Bezel Free) 등 기존 디스플레이의 4가지
제약을 극복했다. 특히 베젤(테두리)이 없고 두께는 29.9mm에 불과해 스크린과 벽이 마치 하나인 것처럼 느껴진다. 모듈형 구성까지 고려하면 어떤
공간에도 적용 가능한 디자인인 셈이다. 프레임은 스탠더드 메탈 프레임 외에 맞춤형 디자인도 가능하다. 또한 개인 취향에 맞는 그림, 사진이나 영상
아트 등을 활용해 실내 인테리어와 어울리는 화면을 연출하면 ‘인피니티 디자인’의 장점을 더 효과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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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월이 추천하는 3가지 옵션
Burmester Phase 3
강렬한 사운드 선호

Steinway Lyngdorf
Model O
클래식 선호

Steinway Lyngdorf Model S
콤팩트한 디자인,
콘서트/공연/영화 등
서라운드 시스템

모델 O는 풀 레인지 라우드

STEINWAY
LYNGDORF
MODEL O

스피커다. 별도의 우퍼 없이
작은 패키지로 이용 가능하다.
서라운드 스피커로서 또는 간단한
스테레오 구성으로서 모두 흠잡을
곳 없이 작동하며, 집 안 작은
공간에 간편하게 설치할 수 있어
인월스피커의 완벽한 대안이 된다.
Description: 2-way floor speaker
with slave unit
Tweeter: Air Motion Transformer
Frequency Response: 35 to
22,000Hz(-3dB)
Weight: 37kg / 81.6lb

코스 버건디 니트 아크네 스튜디오
데님 팬츠
*화면 속 작품은 Liv Dockerty,
But Tomorrow may Rain so I’ll
Follow the Sun(2016)

STUNNING PERFORMANCE

더 월은 고급 사운드 시스템과 함께 프라이빗 시네마 패키지로 구매 가능하다. 신사동 오드포트에 마련된 쇼룸에서 명품 오디오 사운드 시스템과
협업한 패키지를 만나볼 수 있다. 오드는 고급 오디오 시스템 판매 업체로, 스타인웨이 링돌프 외에도 독일 버메스터, 프랑스 드비알레 등 고급 오디오
브랜드를 국내에 독점 소개하고 있다. 특히 스타인웨이 링돌프는 피아노 선율을 그대로 구현할 수 있는 사운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설립된 회사인
만큼, 현존 최상급의 음질을 구현해낸다. 고객의 니즈와 취향에 따라 최상의 사운드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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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PLIFY YOUR LIFESTYLE

엔터테인먼트 모드,

스마트
기능

매직스크린, 앱(넷플릭스,
유튜브 등), 빅스비(음성인식),
SmartThings(IoT)
태블릿 앱,

리모컨

스마트 컨트롤

소비전력(Max)

전력

170(W/Cabinet), 464.8(W/m2)
소비전력(Typ)
150(W/Cabinet), 410.1(W/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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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로소 루야 3인소파, 디토 암체어,
루히 테이블, BO 블루 러그,
쿠션, 스탠드, 사이드테이블.
(남자) 코스 올리브 터틀넥 아미
베이지 팬츠 S.T.듀퐁 슬립온, 레더
벨트 살바토레 페라가모 가죽시계
(여자) 프라다 그레이 니트 렉토
브라운 스커트 존 하디 골드 반지
모델 SABI(모델 디렉터스),
EVAN(한마루)
헤어·메이크업 서체원

소품 협찬 덕시아나(512-6551), 알로소(1588-1526)

스타일리스트 류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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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GH END LIFESTYLE

스포츠 경기장의 VIP 박스, 영화관과 갤러리, 최상의 게임 체험 공간. 더 월은 집 안을 다양한 공간으로 변화시킨다. 우선 ‘매직
스크린’은 움직이는 미디어 아트, 자연을 모티프로 한 콘텐츠 등 7개 카테고리로 이루어져 있다. 아예 벽으로 만들거나 액자로 활용할
수도 있다. 전용 태블릿 PC를 통해 몰딩 스타일, 벽지 색, 액자 소재 등 디테일한 환경을 조정하면 된다. 더 월의 시스템 안에는 다양한
아티스트와의 콜라보 작품이 있다. 스포츠 경기나 게임 화면에선 매 순간 현장에 있는 듯한 기분을 만끽할 수 있다. 짧은 순간의 움직임
하나도 끊김 없이 재현한다. 또한 눈꽃이나 빗방울, 모래 먼지 같은 디테일한 물질도 살아 움직이는 듯하다. 이는 최상의 화질 엔진,
퀀텀 프로세서 플렉스와 HDR 기술을 통해 장면별로 밝기와 명암비를 최적화하여 제작자가 의도한 그대로의 화질을 구현하기 때문.
또한 주변 빛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영상 감상을 위한 암실이 필요 없고, 대낮처럼 밝은 환경에서도 색상을 완벽에 가깝게
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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