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T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비디오 월을 

이렇게 쉽게 운용할 수 있는지 놀랐습니다. 

2x2, 1x3 등 여러 비디오 월에 병원의 

홍보 영상을 틀고 있는데, 

커다랗고 시원 시원한 화면에 아주 만족합니다.” 

- 서초 세바른 병원의 곽병찬 관리과장 (사진 중앙)

유저풀(Userful)사는… 

캐나다 유저풀사는 신뢰성 높은 디지털 디스플레이 솔루션 제공업체이다. 

99년 설립된 이 회사는 2003년 세계 최초로 ‘제로 클라이언트’ 기기를 출시한 이래, 

기가비트 네트워크를 통해 중앙 관리를 기반으로 하는 데스크톱 클라우드 컴퓨팅 솔루션과 비디오 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전세계 100여개국에 1백만명 이상의 사용자를 갖고 있다. (주)엔클라우딩은 캐나다 유저풀사의 한국 공식 파트너이다.

PC 한 대로 최대 25개 디스플레이 비디오 월 지원

Simple 

1대의 호스트 PC로 5x5 비디오 월을 구성하거나 이보다 작은 비디오 월과 스탠드 얼론 타입으로 혼합해 구성할 수 있습니다.

Flexible 

4k UHD, HTML5, 3D, 라이브TV, 풀 스크린 웹 브라우저, 내장 CMS 등에 의한 컨텐츠 디스플레이는 물론 

가상 데스크톱 PC로도 활용 가능합니다.

Stunning 

격자형의 그리드(Grid) 비디오 월은 물론 디스플레이를 어떤 각도로도 회전 가능한 아티스틱(Artistic) 

비디오 월을 지원, 관객의 주목을 끌 수 있습니다.



유저풀 비디오 월이 병원 풍경을 바꾸다

서초 세바른 병원이 유저풀(Userful) 네트워크 비디오 월 솔루션을 도입했다. 

지난 6월 개원한 이 병원은 척추, 관절, 통증, 뇌신경 질환을 치료하는 전문병원이다. 

유저풀 비디오 월은 인텔 i7급 일반 PC로 기가비트 망을 통해 최대 25개 디스플레이에 4k UHD 영상을 표출할 수 있다. 

이 병원은 i7급 일반 PC 2대로 1X3, 2x2, 스탠드 얼론 등 총 20개의 대형 디스플레이를 비디오 월로 운용한다. 

각 층의 엘리베이터 바로 옆에는 디스플레이를 세로로 배치했다. 

이 병원은 홍보 영상과 수술 후 회복에 필요한 운동 영상, 의사 프로필 등을 방영한다. 

이 병원은 강서, 강남, 부산 세바른 병원에 이어 4번째 설립된 체인 병원이다. 

사실 서초 병원 이전에도 많은 비용을 들여 다른 비디오 월을 설치했지만, 문제가 많아 활용도가 낮았다. 

먼저 기존 비디오 월에서는 사용자 인터페이스(UI)가 복잡해 운용하기가 어려웠다. 

2x3, 2x2, 1x2 비디오 월을 개별 화면에서 전체 화면으로 전환하는 작업이 너무 어려웠다. 

디스플레이를 세로로 설치할 경우 이를 운용하는 것도 힘들었다. 

기존 비디오 월에서는 또한 고성능 그래픽 카드가 탑재된 PC로 2x2 비디오 월에서 Full HD급 (1920x1080) 동영상을 돌리는 것이 어려웠다. 

2x3 비디오 월을 운용하는 데만 고성능 PC 2~3대가 필요했다. 그 결과 관리해야 할 PC가 크게 늘어났다.

이에 따라 IT지식이 없이도 쉽게 운영이 가능하고, 적은 호스트 PC로 수많은 디스플레이를 지원하는 새로운 비디오 월 솔루션이 필요했다. 

‘세로 모드’도 쉽게 지원해줄 수 있는 솔루션이 필요했다. 

유저풀 네트워크 비디오 월 솔루션은 서초 세바른 병원의 이런 니즈(Needs)에 100% 부합했다. 

20개 디스플레이의 운용 방법을 익히는데 20~30분이면 충분했다. 서초 세바른 병원은 유저풀 솔루션 도입이 아주 만족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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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저풀 비디오 월은 기가비트(Gigabit) 랜 케이블을 

이용해 설치도 쉽고, 드래그 앤 드롭 (Drag&Drop) 

방식으로 운영하기도 쉽습니다. 

무엇보다 하나의 PC로 수많은 디스플레이를 

통합 관리할 수 있어 좋습니다.” 

-유저풀 비디오 월 도입을 제안한 이경호 IT업체 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