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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YAMAHA 개요

YAMAHA는 YAMAHA GROUP이 전개하는 다양한 사업을 바탕으로 미디어 종합 전략을 추
진하는 것을 새로운 사업비전으로 삼았습니다 이를 통한 YAMAHA 브랜드에 대한 고객들의진하는 것을 새로운 사업비전으로 삼았습니다. 이를 통한 YAMAHA 브랜드에 대한 고객들의
신뢰를 한층 더 높여 가는 것이 야마하의 목표입니다.

 회사명: YAMAHA CORPORATION
 설립: 1887년 10월 12일

위치 일 하마마츠 시 카 나카 나카자와쵸 위치: 일본 하마마츠 시즈오카 430-8650, 나카구 나카자와쵸 10-1
 납입자본금: 28,533,000,000 엔(Yen)
 대표이사: 나카타 타쿠야(Nakata Takuya)



II. YAMAHA Design

YAMAHA 제품에는 공통의 Design 이념이 있습니다. 
YAMAHA가 추구하는 Design은 다음과 같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YAMAHA가 추구하는 Design은 다음과 같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상품의 본질

튀지 않는 Design 창조적 아이디어

조형적인 아름다움은
상품의 최대 매력

사회적 책임



III. YAMAHA Technology

고품질의 음향

① 적응형 에코캔슬러
② 잔향억제
③ 소음저감(HVAD)

i l④ Auto Gain Control(HVAD)
⑤ Auto Tracking(HVAD)
 HVAD（Human Voice Activity Detection）

고품질의 음량

① USB 버스 전원 제품 중 최고의 음질
② 저음량에서부터 고음량까지 편하게 청취



IV. YAMAHA UC Solution

 YAMAHA 그룹은 다양한 솔루션을 고객에게 공급 및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YAMAHA UC Solution은 YAMAHA Design과 YAMAHA Technology가 집약된
오디오 통신 시스템입니다.디 통신 시 템입니다.

 YAMAHA UC Solution은 Web Conference, E-Learning, Web-Broadcasting, 
Web Seminar, 원격 진료, 원격 재판 등의 다양한 고객 상황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있습니다.

 YAMAHA UC Solution은 YVC 시리즈와 PJP 시리즈 제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① YVC(Yamaha Voice Communication ): YVC-1000, YVC-300
② PJP(ProJect Phone) : PJP 20UR PJP 50USB PJP EC200② PJP(ProJect Phone) : PJP-20UR, PJP-50USB, PJP-EC200



V. 제품 별 소개_YVC-1000

YVC-1000은 마이크와 스피커를 독립시킨 분리형 마이크 & 스피커입니다.
저음부터 고음까지 뚜렷하게 재생하는 스피커를 디스플레이 앞에 배치하면 영상과 음성
이 일체화됩니다. 8~30명의 회의실 및 몇 백 명의 세미나까지 다양하게 지원합니다이 일체화됩니다. 8 30명의 회의실 및 몇 백 명의 세미나까지 다양하게 지원합니다



V. 제품 별 소개_YVC-300

Bluetooth 음성회의에 최적화 된 중소형 회의실에 적합한 마이크로폰 스피커입니다.
상위 등급 모델인 YVC-1000과 유사한 여러 가지 고유 오디오 프로세싱 기술을 갖추고
있어서 편리하게 원격 회의를 할 수 있습니다. 91dB의 고음량을 자랑합니다.있어서 편리하게 원격 회의를 할 수 있습니다. 91dB의 음량을 자랑합니다.

두 대 확장 가능합니다두 대 확장 가능합니다.



V. 제품 별 소개_PJP-20UR

PJP-20UR은 소형 회의실에 특화된 장비로, 탁월한 음질 이외에 견고성이 확보된 전세계
적으로 가장 많은 고객이 사용하고 있는 마이크로폰 스피커입니다. 



V. 제품 별 소개_PJP-50USB

PJP-50USB는 야하하 마이크로폰 스피커의 1세대 마이크로폰 스피커입니다.
중대형 회의실에 적합합니다.
YAMAHA의 철학이 담긴 디자인으로 아직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YAMAHA의 철학이 담긴 디자인 아직 많은 사랑을 받 있습니다.



V. 제품 별 소개_PJP-EC200

PJP-EC200은 소프트웨어 코덱과 하드웨어 코덱을 위한 에코캔슬러입니다.
EC00은 자체 할당된 IP 주소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마이크, 스피커 및 믹서의 설정
을 변경 할 수 있습니다.을 변경 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와 스피커를 EC200에 직접 연결하여 구성

 마이크와 스피커를 믹서에 연결하여 EC200을 구성



VI. 국내 사용고객

YAMAHA YVC 및 PJP 제품은 국내 대부분의 상장 회사와 관공서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Thanks for 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