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만

성공 사례
Yungching 부동산 그룹

기업

에이텐AV 분배 및 제어 솔루션을 적용한 
쇼룸 디지털 사이니지



Yungching에
대하여

Yungching 부동산 그룹은 대만의 주요 부동산 
업체 중 하나입니다. 2018년에 3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iPlusSmart Innovation Center 라는 최첨단 
전시장을 설립하였으며 설립 목적은 고객에게 
혁신적인 서비스 경험을 제공하고 부동산 투자를 
위한 최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데 있습니다.



 SI 담당자는 이러한 프로젝트에 다방면으로 경험이 많고 신뢰성 높으며 제품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있는 ATEN을 적극 추천했습니다. ATEN의 전문적인 제품 라인업과 고품질의 현장 
교육의 조합은 ATEN이 최고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Yungching부동산
그룹Hsu 부사장

멀티포맷 통합
다중 A/V 입출력 관리 할 때다양한 입/출력 소스 장치 및포맷을 
통합하고 최대의 유연성을 제공

고품질 장거리 비디오 전송
HDBaseT연장기를 사용하여 최대 100m까지 고화질 비디오를 
연장하며, 안정적이고 깨끗한 A/V 신호 전송 및 여러 입력 소스 간의 
Seamless Switching지원

간편한 중앙 집중식제어
특정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요청에 최적화된 맞춤형 제어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므로 소형 장치를 통해 어디서나 전체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3개의 비디오 월을 위한 다목적 HD 디지털 사이니지 
솔루션

실감나는시각적 경험을 위한 안정적인 비디오 스트림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유연하고 직관적인 컨트롤 
시스템

“

“

이점

주요 고객 요구 사양



솔루션 구성 다이어그램



Product제품

최대32개입력 및 32개의 출력 지원

직관적인 웹 GUI

핫 플러그 가능한 팬및 전원 모듈

최대 1920 x 1080해상도 지원

HDCP 1.4

EDID Expert 

최대 1920 x 1080해상도 지원

HDCP 1.4

Seamless Switch

스케일러 내장

VM8804

4포트 HDMI 출력 보드(스케일러내장)

VM3200

32 x 32 모듈형매트릭스 스위치

VC880

HDMI 리피터 및 오디오디임베더

VM7804

4포트 HDMI 입력 보드

옵티컬/ 동축디지털 오디오

HDMI 신호 최대 15m까지 중계



Product
제품

RS 232

IR

릴레이

이더넷 프로토콜

간단한 셋업

데이터베이스 내장

컨트롤 GUI커스터마이징

최대 4096 x 2160해상도 지원

HDBaseT연결

HDCP 2.2

VE801

HDMI HDBaseT-Lite 연장기

VK2100

컨트롤 박스

VE802

HDMI HDBaseT-Lite 연장기 (PoH 내장)

VK6000

환경 구성 소프트웨어 

최대4096 x 2160해상도 지원

HDBaseT연결

PoH 

RS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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