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가 안내판 (표시기)
각종 미사나 예절 중에 성가나 기도서를 안내

유럽의 많은 성당에서도 같은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이 불편하고 본당 내 분위기를 흐리는 장치들을 바꾸시면 엄숙한 분위기로 바뀝니다.

   표준 안내판 ; 여러대 설치 동시표시 가능  

      

      필요할 때에만 표시가 되어 엄숙한 분위기를 조성

                45cm가로× 19cm세로× 4cm깊이 ; 표준크기

                30cm가로× 13cm세로× 3cm깊이 ; 소성당용(공소)

                50cm가로× 24cm세로× 4cm깊이 ; 대형

콘트롤 키패드(유선리모콘:반영구적)

해설대에 설치

(성가대에 추가 설치도 가능)

   보급형 키패드

(표시판이 보이는 곳에 설치)

콘트롤 키패드

해설대 또는 성가대에 설치

 성가안내판의 특징

  ◉ 각종 미사나 예절 중에 성가나 기도서를 미사해설자(사회자)가 용이하게 안내 할 수 있음. 

  ◉ 표시장치가 너무 크거나 화려하지 않아 신자들의 시선을 방해하지 않고 필요할 때에만 표시할 

      수 있어 엄숙한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음. 

  ◉ 수년간 미사해설 경험을 바탕으로 고안 제작하여 외관이 미려하고 조작이 간편하여 어린이나 

      노인들도 쉽게 작동시킬 수 있음. 

  ◉ 최첨단 디지털 방식으로 안내판과 콘트롤 키보드간의 배선 수를 최소화하여 고장이 없음. 

  ◉ 성가안내를 위하여 특별하게 설계 제작되어 사용자의 실수를 없앰.

 사용전원  :  AC220볼트 아답터 (DC 12볼트)

 표시방식  :  7세그멘트 3디지트 ; 사용하지 않을 때 표시 없음

 표 시 기  :  45cm가로× 19cm세로× 4cm깊이 ; 표준크기

              30cm가로× 13cm세로× 3cm깊이 ; 소성당용(공소)

              50cm가로× 24cm세로× 4cm깊이 ; 대형

 ☞ 디스플레이 크기는 표준형, 소형, 대형이 있습니다. 

 ☞ 키보드와 표시기의 거리가 멀어도 에러 없음.

    키보드와 표시기 여러 곳 설치가능 (동시에 표시 ; 모든 키보드와 표시기 동시에 표시) 

 ☞ 에러가 없는 첨단 회로로 구성과 떨림 현상 없는 고급 회로 사용

 문의사항은 연락 주시면 안내 해 드리겠습니다.  (주,야 010-2215-7812)

www.mykit.com

 새로운 모델 안내  www.mykit.com 방문하세요



사용중인 성당 (가까운 설치 성당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심플한 새 디자인 설치 성당 ---

*가톨릭대학교 (혜화동 성신교정 대성당, $부천 성심교정)

*서울 오류동성당, *가양동성당,

*서울 시흥5동성당, *논현동소성당, *고척동소성당

*서울 봉천7동성당, *노원구 하계동소성당, *강북구 번동성당

*서울 구파발성당, *당고개성지(삼각지)

**노원성당(대성당, **소성당)

*$인천 연수구 청언성당, *동춘동성당, *구월동 모래내성당,

*인천 만수6동성당, *구월1동 성당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성당(대성당, 소성당)

*파주 금촌2동성당

*김포성당(매괴의모후성당), *김포 사우동성당

*남양주 지금동성당,

*72사단성당, *20사단 단결성당, *73사단성당, *7포병여단성당,

*시흥 은행동성당, *광명 광북성당, *안양 벌말성당,

*성남 신흥동성당

*수원 지동성당, 동탄제1성당, *용인 흥덕성당

*용인 동천 성 바오로성당(수지) , *기흥 상하성당, *송탄 송현성당

*경기 광주성당, *퇴촌성당, *반월성 성당(이천)

**곤지암성당

*철원 갈말성당,

*청주 산남동성당, *신봉동성당, *만수성당(청원 강외)

*음성 금왕성당(꽃동네), *충주 주덕성당, *충주 은성대성당

*대전 갈마동성당, *반석동성당, *가수원성당, *산성동성당,

*대전 탄방동성당(대성당, 소성당)

*논산 연무성당,

*예산 여사울 성지

*공주 교동성당, *신례원성당, *연기 전의성당,

**군산 나운동성당, *둔율동성당

*장수 장계성당, *남원쌍교동성당

*경북 영주성당, *영주 풍기성당, *상주 개운동성당

*사천 곤양성당, *김해(생림 봉림)

*영월성당

*목포 연동성당

*제주 성이시돌

--- 옛 디자인 설치 성당 ---

*서울 방이동성당, *서울 동대문성당, *서울 신설동성당 *해군본부 중앙성당

*개포동성당

*수원가톨릭대학교 대성당·소성당2, *과천성당, *과천 별양동성당

*경기광주 초월성당, *분당 구미동성당, *분당 금곡동성당

*안양 금정성당, *용인 구성성당, *용인 상현성당

*천안 두정동성당, *심곡동성당, *연변 호스피스병원, *화성 정남성당

*진주 문산성당, *해군본부성당

外 전국 많은 성당에서 사용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