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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gic Mirror TV

Kitchen Home Network TV System

Kitchen/Bathroom Home Network Built-In TV System

Bathroom Home Network Built-In TV System

Kitchen Home Network DMB System

Bathroom Home Network Phone System
Wireless AP System /  Film Speaker
Kitchen Home Network Radio System

Kitchen Home Network DVD System

기 술 도  아 름 다 워 질  수  있 다 고  믿 는  기 업 ,

동 영 미 디 어  핵 심  신 기 술  창 출 은  물 론 

사  람  을   향  한   확  고  한   신  념  으  로 

2 1 세  기   멀  티  미  디  어   시  대  를 

이   끌   어   가   는      N ew Te c h n o l o g y



거울이 아니다, TV다
모던한 디자인부터 견고한 내구성까지
안목과 끈기를 가지고 탄생시킨 동영미디어의 Magic Mirror TV
이제 거울을 통해 얼굴만 바라보지 마시고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어제와는 180°다른 세상을 만나실 수 있을 것입니다.

Magic mirror TV [액자형]

Magic mirror TV [매립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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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gic mirror TV

【 It’s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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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gic mirror TV

거울로 얼굴을 볼 때와 거울로 TV를 볼 때의 생활은 180°달라집니다
사람을 아름답게 만드는 기술,
동영미디어가 디자인한 Magic Mirror TV 삶에 여유를 더해주고, 
생활에 품격을 한층 높여드릴 것입니다.
당신의 삶과 생활을 새롭게 디자인 하십시오.  

Effect
아파트 및 일반 주택의 거실, 주방, 욕실, 침실, 파우더 룸 ,사무실, 레스토랑, 호텔, 미용실 등

Difference
우수한 미러 원판을 사용하여 튼튼하면서도 견고하게 제작되었습니다.
품질이 우수하고 내구성이 뛰어나며 화면이 선명하게 표현됩니다.

Merit
인테리어 시공 시 포인트 디자인을 위해 아트 디자인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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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tchen Home Network TV System

【 Smart TV】

TV가 똑똑하면 손발이 편하다
TV만 볼 수 있는 TV와는 이제 그만 헤어지셔도 좋습니다.
방문자 확인, 경비실 인터폰 통화는 물론, 무인 경비 시스템을 통해집의 보안까지 책임지는 
동영미디어 TV 시스템을 만나십시오. 가족들의 웃음소리까지 지켜드릴 것입니다.

∷ DM-D5070TB Black / Silver mirror

∷ DM-D5102TB ∷ DM-D5102TW

∷ DM-D5070TW

✽7형/10.2형 디지털 와이드 TV (디지털 셋탑박스 내장)

✽Home Automation 및 Home Network 연동

✽PIP(Picture In Picture - 연동영상) 기능 - (OPTION)

✽FM STEREO 라디오 기능 ✽전화 수, 발신(리모콘) 기능 

✽시간 표시 기능    ✽터치스위치 Type ✽리모콘 기능   

✽요리백과 기능 (OPTION)

주요기능 Kitchen Home Network TV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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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tchen Home Network TV System

생활을 '다운쉬프트' 하는 TV
기술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한 인간 중심형 기기 동영미디어 TV 시스템은 갈수록 바빠지는 현대인에게
여유로운 삶의 기쁨을 선사할 것입니다.

∷ DM-D5070GB Black / White∷ DM-D5070MR Black mirror

∷ DM-D5102GB ∷ DM-D5102GW

∷ DM-D5070GW

✽7형/10.2형 디지털 와이드 TV (디지털 셋탑박스 내장)

✽Home Automation 및 Home Network 연동

✽PIP(Picture In Picture - 연동영상) 기능 - (OPTION)

✽FM STEREO 라디오 기능 ✽리모콘 기능

✽전화 수, 발신(리모콘) 기능 ✽시간 표시 기능 ✽터치스위치 Type

✽요리백과 기능 (OPTION)

주요기능 Kitchen Home Network TV System

∷ DM-D5102MR ∷ DM-D5102AL

∷ DM-D5070AL

✽7형/10.2형 디지털 와이드 TV (디지털 셋탑박스 내장)

✽Home Automation 및 Home Network 연동

✽PIP(Picture In Picture - 연동영상) 기능 - (OPTION)

✽FM STEREO 라디오 기능 ✽리모콘 기능

✽전화 수, 발신(리모콘) 기능 ✽시간 표시 기능

✽요리백과 기능 (OPTION)

주요기능 Kitchen Home Network TV System

홈그라운드에 강한 TV
TV가 방문자를 확인하고 무인 경비까지 하는동영미디어 TV 시스템의 Home Automation System
홈에서 누리는 여유만큼은 똑, 소리 나게 책임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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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tchen Home Network DVD System

【 Voice TV】

TV와 말이 통하기 시작했다
말만하면 알아서 척척!
음성파를 인식, 분석하여 작동하는 인공지능형 주방TV 시스템으로 손에 물 묻힐 일 많은 주방에서도 직접 
손으로 만지지 않고 전화 수신 및 TV를 시청할 수 있어 주방에 있는 시간이 한결 즐거워집니다.

∷음성인식 TV DM-D5070VR

∷ DM-D8121D ∷ DM-D8133D

∷ DM-D8102D

Black / White

✽디지털 와이드 TV (디지털 셋탑박스 내장)

✽Home Automation 및 Home Network 연동

✽PIP(Picture In Picture - 연동영상) 기능 - (OPTION)

✽FM STEREO 라디오 기능 ✽시간 표시 기능 ✽리모콘 기능 

✽전화 수, 발신(리모콘) 기능 ✽터치스위치 Type_ DM-D8102D 제외

✽요리백과 기능 (OPTION)

✽무선 키보드_ DM-D8121D 적용 ✽음성인식기능_ DM-D5070VR 적용

✽DVD기능_ DM-D8102D, DM-D8121D, DM-D8133D 적용

주요기능 Kitchen Home Network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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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tchen / Bathroom Home Network Built-In TV System

【 It’s Blooming】

TV의 얼굴에 꽃을 피우다
동영미디어만의 최첨단 기술력으로 빚어내고
그 위에 아름다운 디자인을 입힌, 동영미디어 TV 시스템
기능 때문에 한 번, 디자인 때문에 두 번, 집안에 웃음꽃이 피어납니다.

∷ DM-D9102B

∷ DM-D9070D∷ DM-D9102D

∷ DM-D9070B

✽7형/10.2형 디지털 와이드 TV (디지털 셋탑박스 내장)

✽Home Automation 및 Home Network 연동

✽PIP(Picture In Picture - 연동영상) 기능 - (OPTION)

✽FM STEREO 라디오 기능 ✽전화 수, 발신(리모콘) 기능

✽터치스위치 Type ✽리모콘 기능

✽요리백과 기능 (OPTION)      ✽방수 기능 (IP65)

주요기능 Kitchen / Bathroom Home Network TV System

각도조절 기능 _ 상·하 40。 
좌·우 45。 어느 곳에서나 
TV를 시청할 수 있는 편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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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tchen / Bathroom Home Network Built-In TV System

【 Better Life】

주방생활이 한결 맛있어진다
동영미디어만의 핵심기술로 완성된 주방TV 시스템
주방에 있는 시간이 보다 즐겁고 유쾌해질 것입니다.

∷ DM-D6070D

∷ DM-D6102D ∷ DM-D6170D

∷ DM-D6070G

✽7형/10.2형/17형 디지털 와이드 TV (디지털 셋탑박스 내장)

✽Home Automation 및 Home Network 연동

✽PIP(Picture In Picture - 연동영상) 기능 - (OPTION)

✽FM STEREO 라디오 기능 ✽전화 수, 발신(리모콘) 기능

✽터치스위치 Type ✽리모콘 기능

✽요리백과 기능 (OPTION)      

주요기능 Kitchen / Bathroom Home Network TV System

각도조절 기능 _ 상·하 40。 
좌·우 45。 어느 곳에서나 
TV를 시청할 수 있는 편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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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lver / Pea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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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tchen / Bathroom Home Network Built-In TV System

【 Do it, Waterproof TV】

∷ DM-D7070B

∷ DM-D7102B ∷ DM-D7170B

∷ DM-D7070G

✽7형/10.2형/17형 디지털 와이드 TV (디지털 셋탑박스 내장)

✽Home Automation 및 Home Network 연동

✽PIP(Picture In Picture - 연동영상) 기능 - (OPTION)

✽FM STEREO 라디오 기능 ✽전화 수, 발신(리모콘) 기능

✽터치스위치 Type ✽리모콘 기능

✽방수 기능 (IP65)    

주요기능 Kitchen / Bathroom Home Network TV System

각도조절 기능 _ 상·하 40。 
좌·우 45。 어느 곳에서나 
TV를 시청할 수 있는 편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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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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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lver / Pearl

TV, 물속에 빠져들다
방수기능 IP65 등급을 인정받은 TV시스템
이제 욕실에서도 마음 놓고 TV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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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tchen Home Network DMB System

【 Anywhere, Anytime】

주방TV가 주방을 떠났다
붙였다 떼었다 간편하게 탈부착이 가능한 지상파 DMB TV시스템으로
주방 뿐 만 아니라 어디든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TV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 DMB TV  DM-D6102DB

✽지상파 DMB TV 수신 (분리 시 )

✽10.2형 디지털 와이드 TV (디지털 셋탑박스 내장)

✽Home Automation 및 Home Network 연동

✽FM STEREO 라디오 기능 ✽전화 수, 발신(리모콘) 기능

✽터치스위치 Type ✽리모콘 기능 ✽외장형 배터리 사용

✽요리백과 기능 (OPTION)        

주요기능 Kitchen Home Network DMB System

외장형 배터리DMB TV 분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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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throom Home Network Phone System

【 Simple Life, Easy Life】

단순한 시스템이 아니다 
토털 솔루션이다
동영미디어 네트워크 시스템은 단순한 시스템이 아닙니다.
집안에서도 바쁜 현대인들에게 밖에서는 누릴 수 없었던 여유를
선물하는 동영미디어만의 확실한 토털 솔루션입니다.

∷ DM-708B (Black / White) ∷ DM-706B (Black / Silver Mirror) ∷ DM-705B (Black / Silver Mirror)

∷ DM-704B (Black / Silver Mirror) ∷ DM-703B (Black / Silver Mirror)

∷ DM-702B (Silver Gray)

∷ DM-100C (Black / Silver Mirror)

∷ DM-701B (Black / Silver Mirror) ∷ DM-700B (Black / Silver Mirror)

✽Home Automation 및 Home Network 연동
(DM-709B/DM-708B/DM-706B/DM-705B/DM-701B 적용)

✽전화(스피커 폰) 수신 기능 (단 DM-100C 제외) ✽비상벨 기능  

✽터치스위치 Type_ (DM-709B/708B/706B/704B 적용)

✽시간 표시 기능 (DM-708B/706B/705B/704B/703B 적용)

✽방수 (IPX5) 기능

주요기능 Bathroom Home Network Phon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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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reless AP System / Film Speaker

인터넷부터 각종 네트워크까지 
무선으로 손쉽게-무선 AP
동영미디어 무선 AP는 별도의 전원 케이블이 필요 없는 고정형 AP로서 
원반형으로 모던하게 디자인되어 인테리어 효과가 탁월할 뿐만 아니라 집안 
어디에서나 편리하게 무선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전원이 필요 없는 PoE제품      ✽ 돔(Dome)형 구조로 세대내 음영지역을 최소화 
✽ 원반형 모양의 미려한 디자인  ✽ 세대 내 천장 또는 벽면에 설치되는 고정형 무선 

✽규격 본체- 110×110×29 / 매립박스 - 1구 스위치박스

✽Standard 802.11 b/g/n(Draft)/  Wireless LAN 802.3 : 10/100 Base-T

✽외부 Interface Ethernet Port (10/100Base-T)

✽Antenna Power LED

✽Power Supply _ PoE 입력전원  POE 48v (Power of Ethernet : 802.3af)
【 POE미 적용시 : DC 48v 2A (802.3at) × 12A아답터】

주요기능 Wireless AP System

∷ DM-AP101W

∷ DM-100F

✽ 스타일리쉬한 컴팩트 디자인      
✽ 집안 어디에 설치해도 깔끔한 인테리어 효과 
✽ 스피커 기능과 조명등 기능을 겸비한 컨버전스 기기

스피커와 조명등이 하나로 
Film Speaker
눈빛을 사로잡는 컴팩트한 디자인의 동영미디어 Film Speaker
방송용 스피커와 조명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컨버전스 
기기로서 품격 높은 생활의 불을 밝혀드릴 것입니다.

✽규격 210×127×64 ✽전원 AC 220V ✽램프 LED 10W ✽스피커 8Ω

주요기능 Film Speaker

∷ DM-AP101T



TE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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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은 요리만 하는 곳이 아니다
주방에서도 기분 좋은 휴식이 이어질 수 있도록
심플한 디자인과 감미로운 선율의 동영 키친 라디오을 선택하십시오.
주방에서의 생활이 생동감 넘치게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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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tchen Home Network Radio System

Kitchen Home Network Radio System

Black / White∷ DM-100 / DM-100P / DM-200P

Black / White / Mirror∷ DM-600T / DM-700T

Silver

∷ DM-300R / DM-500R

✽FM STEREO 라디오 기능

✽Home Automation 및 Home Network 연동
(DM-200P / 300R / 700T 적용)

✽전화 수, 발신(리모콘) 기능
(DM-100P / 200P / 600T / 700T 발신 기능 없음, DM-100 전화 기능 없음)

✽터치스위치 Type_ (DM-600T/ 700T 적용) ✽시간 표시 기능

주요기능 Kitchen Home Network Radio System

동영미디어는 하이테크(High-Tech)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기술력과 장인정신, 차가운 기계와 따뜻한 감성을 
결합해내는 테카르트(Tech-Art)
테카르트 정신이야말로 저희 동영미디어가 추구하는 정신입니다.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기쁨을 선사하는 기기
동영미디어는 그러한 멀티미디어 기기를 만들겠습니다.
"기술이 예술이다"라는 말을 듣는 기업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Digital Home Network Multi Media System

기술이

예술이다



27  28

DongYoung Media History - Digital Home Network Multi Media System

살면 살수록 편안함이 남다른 고품격 
Kitchen AV System

주방이 달라지면 삶의 여유와 품격까지 달라진다

✽TV기능 ✽Home Automation 연동기능

✽라디오 기능 ✽전화 기능 ✽시간표시 기능

주요기능 Kitchen Home Network TV System

✽TV기능 ✽Home Automation 연동기능   ✽전화 기능

주요기능 Kitchen Home Network TV System

✽라디오 기능 ✽전화 기능    ✽시간표시 기능

주요기능 Kitchen Home Radio System

∷ DM-5070A

∷ DM-7102B

∷ DM-1008A

∷ DM-3008A

∷ DM-7070B

∷ DM-100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