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igital Information Display Solution

DID 영상정보솔루션
디지털 정보 디스플레이, DID (Digital Information Display)를 관리하고 제어하는 솔루션입니다.

한정적인 기존의 컨텐츠 시장과 달리 다양한 컨텐츠와 고휘도의 영상을 통해 새로운 정보 전달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DID 영상정보솔루션

＋컨텐츠 구성

＋주요기능

동영상, 이미지, 문서, 플래시, 실시간 뉴스 등 다양한 컨텐츠를 제공함으로써 기업환경에 맞는 니즈를 충족하는 영상 사인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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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뉴스, 날씨,

교통정보, 주가정보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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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정보, 갤러리 사진,

식당메뉴 소개, 분실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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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소식, 레슨안내,

이용안내,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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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RSS, 이벤트 안내 등

다양한 편성 가능

DID란 Digital 영상기기를 이용한 모든 Media Display를 총칭하는 

단어로써 친환경 Green Convention 시스템입니다.

Digital Signage System은 설치된 Display 장치를 통해 고품질의 

다양한 Digital content (동영상, 그래픽, 텍스트)를 자유롭게 편성, 

배포하여 고객에게 Visual Message를 전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Display Panel의 발전으로 고휘도의 영상, 세로형식 Display 구현 등 

급성장하고 있는 DID시장은 공공장소, 쇼핑몰, 호텔, 웨딩홀, 

전시회장, 병원, 지하철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보급되며 점차 

옥외간판 및 게시판을 대체하면서 시장규모가 커지는 추세입니다.

기업 정보, 공지사항,
이용안내, 식당 메뉴 안내 등

쉽고 편리한 컨텐츠 관리, 배포

주요뉴스, 날씨, 교통정보, 주가정보 등

각종 광고, 이벤트 안내 등
영상, 이미지, 웹페이지,

문서 (PPT, PDF), 플래시 (SWF)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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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분야

＋적용사례

＋장점

＋특징

필요한 기능만 선택·조합이 가능한 DID 솔루션 시스템으로 기업에 필요한 컨텐츠로만 자유롭게 구성하여 효과적인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PAUL DID 솔루션은 뛰어난 확장성과 응용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산업군에서 유용하게 응용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사용자 위주의 컨텐츠 구성과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통해 최적의 사용자를 위한 솔루션이며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필요한 정보를 고품질로 전달함으로써 마케팅, 홍보에 효과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솔루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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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LCD패널을 활용한 선명한 고화질의 컨텐츠 제공

동영상 및 스틸컷을 활용한 다양한 컨텐츠 구현

기업 운영시간에 맞춘 자동 실행과 종료로 비용 절감

실시간 정보 변경에 따른 특정 캠페인 전개가 용이

01 IT 트렌드를 반영한 Signage 효과 극대화

기업 내 주기적인 변동을 요하는 오프라인형 홍보물 대체

뛰어난 편리성 및 확장성 보유

웹기반 관리로 탁월한 시스템 안정성 확보

● 영상, 이미지 슬라이드, SWF, PPT, 웹페이지 등

   다양한 컨텐츠 형태 제공

● 자유로운 배치가 가능한 컨텐츠 레이아웃

● 고화질, 대용량의 파일 송출이 가능

● 단독 PC 내장설치형, ASP 서비스형 중 선택 가능

● 타 DID 솔루션에 비하여 저렴한 가격과 운영 비용

● 광고 프로그램 활용 기능으로 수익창출

● 고품질의 정보 제공으로 다른 기업과 차별화 마케팅 전략

호텔 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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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레저
로비

02

대형마트
및 쇼핑몰

03

공공장소

04

모델하우스,
웨딩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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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06

전시회장

07

정류장 및
지하철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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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DID 솔루션

이미지, 주요뉴스, 현재날씨, 실시간 교통정보, 식당메뉴 컨텐츠 제공

기업센터 DID 솔루션

실시간 주요뉴스, 공지사항, 입주 기업정보 컨텐츠 제공

레스토랑 DID 솔루션

예약정보 (시간, 예약자명), 현재날씨, 이미지 컨텐츠 제공

기업센터 DID 솔루션

실시간 주요뉴스, 공지사항, 입주 기업정보 컨텐츠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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