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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EN VanCryst에 대하여
VanCrysts는 ATEN의 전문 오디오 비디오 솔루션 계열로, 업계에서 가장 까다롭다는 전문가용 AV 응용프로그램을 만족시키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스위치와 분배기에서 확장 및 컨버터에 이르기까지 ATEN VanCryst 제품은 모든 비디오 관련 응용프로그램을 위한 다양하고

유연한 통합 솔루션을 구축하기 위한 구성요소를 제공합니다. ATEN VanCryst는 최신 비디오 인터페이스와 광범위한 오디오

지원과 정교한 엔지니어링 노력을 활용하여 최고의 시각 및 청각적 경험을 제공하는 최고 품질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VanCryst의 최신기술:

• Seamless Switch™

• 비디오 월 프로세싱

• 4K

• HDBaseT / 광섬유

• EDID Expert™

• 컨트롤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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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 연장 기기 20

HDMI Over IP Extenders 24

비디오 컨버터 26

케이블 비교표 28

액세서리 29

성공 사례 모음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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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치 또는 라이브러리 선택

뷰어 프로필 구성 

ATEN 컨트롤 시스템 앱

Android iOS Windows

• 단일 모바일 장치를 통해 다양한 공간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

• 권한 관리 : 암호 인증을 통한 제한된 사용자 접속

• 다양한 모바일 장치 지원

• 사용자 정의 인터페이스의 해상도가 장치 화면 크기와 일치

ATEN 컨트롤 시스템
간단한 지능형

ATEN 컨트롤 시스템 - 작은 컨트롤 박스

VK1100

모든 하드웨어를 VK2100 
제어장치에 연결하십시오.

VK6000 구성 장치

ATEN 컨트롤 시스템 앱

연결

구성

제어

ATEN 컨트롤 시스템 - 컨트롤 박스

VK2100

VK2100/VK1100 ( 컨트롤 박스 ), VK6000 (ATEN Configurator) 과 

ATEN 컨트롤 시스템 앱을 통합한 표준 이더넷 기반의 관리 

시스템으로 실내 또는 대규모 시설에 있는 전체 하드웨어 장치를 

연결하여 모든 모바일 장치에서 중앙 집중식으로 장치를 직접 

제어하는 ATEN 제어 시스템입니다 .

• VK2100 과 VK1100 은 실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든 형태의 

하드웨어 장치에 연결을 제공하는 메인 제어 박스로 작동합니다 .

• VK6000 구성 소프트웨어는 하드웨어와 장치 제어를 구성하는 

빠른 설정을 특징으로 합니다 .

• ATEN 컨트롤 시스템 앱은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방식으로 

당신처럼 다른 공간의 다른 하드웨어 장치를 제어할 수 있는 

이동성과 권한을 제공합니다 .

더는 회의 전이나 회의 후에 설정 및 중단이나 중복되는 원격 

제어가 불필요하며 모든 것이 당신의 모바일 장치에서 간단히 

두드리고 이동하는 것처럼 접근하기 쉽습니다 . ATEN 컨트롤 

시스템은 전체 작업 환경과 교육 시설 , 회의장 또는 완벽한 

제어가 필요한 모든 공간에서 하드웨어 통합 계획에 완벽하게 

맞아떨어집니다 .

ATEN 컨트롤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법: 

ATEN 컨트롤 시스템은 사용자에 의한 정의가 가능한 인터페이스와 

제어를 사용하여 다른 하드웨어 장치를 통합해야 하는 모든 공간에서 

완벽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아무리 큰 공간이나 하드웨어가 많이 

복잡하더라도 ATEN 제어 시스템은 3 단계로 간단하게 구축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

VK6000  

구성 장치 소프트웨어
제어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가장 어려운 점은 구성 인터페이스를 통해 정확하고 

신속하게 구성하는 방법입니다. ATEN의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사용이 

쉬우며 장애를 극복하고 추가 비용 없이 모든 설치 관리자가 자신의 상황에 

알맞게 직접 작업할 수 있습니다.

VK6000 구성 장치 소프트웨어는 복잡한 하드웨어 설정 과정을 4가지 

쉬운 구성 장치 단계로 단순하고 간단하게 사용: 프로젝트 만들기 > 장치 

선택 > 뷰어 프로필 구성 > 프로필 업로드. 모든 공간의 작업은 개인적으로 

설계된 GUI가 포함된 뷰어 프로필에서 사용자 정의에 따라 작동하며 

GUI에 추가된 제어 단추와 아이콘에 해당하는 인터페이스, 동작 및 

명령은 당신이 설계한 것처럼 “당신이 보는 것은, 당신이 얻는 것이다.”를 

나타내는 모바일 장치의 화면에 완벽하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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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비전을 통합하십시오.

다기능 룸 제어 모바일 장치의 ATEN 제어 시스템 앱 안에서 서로 다른 프로필을 전환하면 

사용자는 몇 초 만에 다른 시나리오를 위한 공간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회의실의 AV 장비(예: 오디오, 비디오, 조명, 스크린, 기타)는 

희미한 조명과 큰 소리, 화면상의 비디오를 켜면 곧바로 교육 또는 세미나 

공간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응용프로그램을 전환하는 것은 모바일 장치를 

사용하여 간단하게 수행 할 수 있으므로 어떤 경우에나 적합한 하드웨어 

성능을 구현 할 수 있습니다.

RS-232, RS-485

릴레이

IR

네트워크

I/O

이더
넷

이더
넷

비디오 월

회의 시스템

iPad

 ATEN 컨트롤

 시스템 앱DVD 플레이어

메트릭스 스위치

오디오 시스템

PC

스크린 리프트

VK2100

프로젝터

스위치버튼

카메라

VK2100

ATEN 컨트롤 시스템

쉬운 펌웨어 업그레이드를 위한 USB 포트

하드웨어 상태를 위한 LED 표시와 활성 메시지

VK2100 컨트롤러 ID 스위치

VK224 확장 박스 ID 스위치

VK2100 컨트롤러 배전 장치 카메라비디오 매트릭스 프로젝터 컨퍼런스 시스템

VK224

4- 포트 시리얼 확장 박스

확장
VK224, VK236, VK248 확장 박스는 ATEN 제어 장치의 유연한 확장을 위해 시리얼, 적외선 리모트, 릴레이 포트를 추가로 제공합니다. 

이것을 통해 사용자에게 더 많은 장치를 요구하는 환경에서 추가된 장치들을 제어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 이더넷 기반 연결의 이점을 활

용하여 확장 박스를 VK2100 / VK1100 제어 박스에 쉽게 연결할 수 있고 네트워크상의 다양한 위치에서 LAN 연결을 통해 제어 시스템 

설치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

VK236
6- 포트 IR / 시리얼 확장 박스

VK248

8- 포트 릴레이 확장 박스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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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EN 의 Seamless Switch™ 엔진은 각각의 출력 포트를 통합하여 소스 또는 디스플레이 매개 변수에 상관없이 부드럽게 순식간에 

전환합니다. 타사는 포트를 즉시 전환하려면 모든 소스와 디스플레이가 같은 비디오 매개 변수로 설정할 것을 요구 합니다. ATEN의 

Seamless Switch는 이러한 요구 사항이 없고, 입력과 출력 해상도의 매개 변수와 상관없이 전환되며, 거의 0초에 가깝습니다.

수상 경력이 있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다양한 비디오 입출력 해상도 제공

ATEN은 레드닷 어워드에서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혁신적인 디자인으로 

선정되어 수상하였습니다. 이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를 통해 사용자는 

몇 초 만에 매트릭스와 비디오 월 사이에 콘텐츠 배포 관리를 허용합니다.

Seamless Switch™

비디오 월 비디오 매트릭스 스위치는 비디오 처리 기능을 통합하여 비디오 월을 만듭니다.

1080p 4K
Instant Switch

비디오 매트릭스 스위치
탁월한 멀티미디어 지원과 함께 효율적인 비용으로 확장

9 x 9 HDMI HDBaseT-라이트 매트릭스 스위치
VM3909H

32x32 모듈러 
매트릭스 스위치

VM3200

ATEN 매트릭스 - 단순한 매트릭스가 아닙니다.

ATEN의 비디오 매트릭스 스위치는 매트릭스, 비디오 월과 Seamless Switch™ 기능을 하나의 장치로 결합합니다. 이러한 하이브리드 

장치는 과거에 여러 개의 장치가 필요했던 다양한 Pro AV 응용프로그램을 위한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광범위한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 

ATEN은 HDMI, HDBaseT, DVI, VGA와 SDI와 같이 다양한 형태의 4x4에서 32x32의 모델을 제공합니다. 레드닷 어워드 수상에 빛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디자인과 함께 ATEN 의 비디오 매트릭스 스위치는 사용과 유지보수가 쉽고, 여러 소스 장치의 정보를 다양한 화면과  

프로젝터에 전달해야 하는 회의실과 정보 제어 센터 또는 고객 서비스 센터처럼 같은 장소에서 프레젠테이션과 응용프로그램을 이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비디오 월

•	 Seamless Switch™

•	레드닷 어워드 수상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주요 장점:

4x4 단일 소스 비디오 월독립적인 매트릭스

개별 / 월 또는 혼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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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r

Stage Area

최대 32개의 소스 장치

케이블 박스

블루레이 플레이어

컴퓨터

VM3200

컨트롤 박스

최대 32개의 디스플레이

INPUTOUTPUT

당신의 비전을 통합하십시오.

인기있는 나이트클럽에 뮤직비디오와 광고 방송을 위한 여러 개의 디스플레이가 

설치되었습니다 다양한 콘텐츠는 무대와 바 영역에 위치한 모니터에 유연하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목표: 

나이트클럽의 다양한 영역에 여러 모니터를 설치하여 고화질 비디오를 보여 

주십시오. 가장 중요한 요구 사항 중 하나는 다양한 입력 신호를 일부 또는 모든 

모니터에 빠르고 효율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솔루션: 

ATEN의 VM3200 비디오 매트릭스 스위치를 VE812T/R 장치와 함께 중앙 

스위치 포인트에 같이 설치하여, 거리 및 화질 요구 사항을 만족시켰습니다.

엔터테인먼트 디스플레이를 위하여

32x32 비디오 매트릭스

ATEN 모듈형 하이브리드 매트릭스 스위치 솔루션

ATEN 모듈러 하이브리드 매트릭스 스위치 솔루션 시리즈는 입력과 출력 보드를 통합하며 하나의 솔루션 안에서 HDBaseT, HDMI, SDI, 

DVI와 VGA와 같은 디지털과 아날로그 비디오 형식이 포함된 다양한 혼합 비디오 인터페이스 조합의 옵션을 제공합니다.

이 시리즈의 모델은 단일 고성능 차체에서 비디오 월 처리 및 매트릭스 전환을 통합하는 일체형 제어 메커니즘을 갖추고 있습니다. ATEN 의 

유일한 Seamless Switch™ 기술로, 매트릭스 스위치는 완벽하게 알맞은 시간에 라이브 비디오를 배포하므로 방송국, 교통 및 전송 관련 

제어실, 응급 서비스 센터 및 사용자가 지정 가능한 고속 A/V 신호 전달을 요구하는 모든 응용프로그램에 이상적입니다.

VM7514 / VM8514

4- 포트 HDBaseT
입력 / 출력 보드

VM7804 / VM8804

4- 포트 HDMI
입력 / 출력 보드

VM7604 / VM8604

4- 포트 DVI
입력 / 출력 보드

VM7404

4- 포트 3G-SDI 
입력 보드

VM7104

4- 포트 VGA 
입력 보드

2
LCD 디스플레이

9U 디자인

기능
푸시버튼

출력 푸시버튼 1-32

입력 푸시버튼 1-32 알람 LED

주요 전원 LED

여분의 전원 LED

RS-485 / RS422 시리얼 포트

이더넷 포트

입력 보드 슬롯출력 보드 슬롯

팬 모듈

이중 전원 공급 장치 ( 선택 )



*VM7514 / VM8514를 통하여

**VE805R 은 비디오 월과 Seamless Switch™가 필요합니다.

HDMI / DVI

매트릭스 스위치
VM3404H VM5404H VM0404HA VM0202H VM5808D VM5404D

인터페이스 HDMI / HDBaseT HDMI HDMI HDMI DVI DVI

입력/출력 4x4 4x4 4x4 2x2 8x8 4x4

최대 비디오 해상도 4K 1080p 4K 4K 1920x1200

비디오 월 프로세서 ●* ● ● ●

Seamless Switch™ ●* ● ● ●

Reddot Award Winner ● ● ● ●

브라우저 ● ● ● ● ●

IR ● ● ● ● ● ●

RS232 ● ● ● ● ● ●

VGA 매트릭스 스위치 VS0202 VM0404 VM0808 VM0808T VM1616T

인터페이스 VGA VGA VGA VGA VGA

입력/출력 2x2 4x4 8x8 8x8 16x16

오디오 지원 Stereo Stereo Stereo Stereo Balance Stereo Balance

RS232 ● ● ● ●

브라우저 ● ●

알림 입력: VE300T, VE500T

출력: VE300R/RQ, VE500R/RQ

입력: VE300T, VE500T

출력: VE300R/RQ, VE500R/RQ

비디오 매트릭스 스위치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VE805R 은 비디오 월과 Seamless Switch™가 필요합니다.

HDMI / DVI

매트릭스 스위치
VM3200 VM1600 VM3909H VM5808H VM0808HA VM6404H

인터페이스 Multiple Multiple HDMI / HDBaseT HDMI HDMI HDMI

입력/출력 32x32 16x16 9x9 8x8 8x8 4x4

최대 비디오 해상도 4K* 4K* 4K 1080p 4K 4K

비디오 월 프로세서 ● ● ●** ● ●

Seamless Switch™ ● ● ●** ● ●

Reddot Award Winner ● ● ● ● ●

브라우저 ● ● ● ● ● ●

IR ● ● ● ●

RS232 ● ● ● ● ● ●

알림

입력 카드: VM7804 (HDMI), VM7604 (DVI), 

VM7514 (HDBaseT), VM7104 (VGA), VM7404 

(SDI) 출력 카드: VM8804 (HDMI), VM8604 

(DVI), VM8514 (HDBaseT)**

 호환 가능한

HDCP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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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대리점에서 다중 비디오 공급과 관리 및 디스플레이하기 위해 최소한의 

공학 기술적 노력으로 디지털 매트릭스 솔루션을 구성하기 원합니다.

솔루션:

VM3909H를 사용하면 자동차 대리점은 최대 9대의 장치에서 손님 접대 

영역과 전시실과 같은 다양한 위치에 최대 9대의 출력 공유를 허용합니다. 수상 

경력에 빛나는 웹 GUI를 사용하면 직원은 쉽게 비디오 소스를 선택할 수 있고,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비디오 월 구성을 관리 할 수 있습니다.

추천 응용프로그램

•  엔터테인먼트 장소 

•  쇼룸

•  스포츠 바

디지털 매트릭스 솔루션

소스 장치

VM3909H

(후면)

수신기

VE805R

수신기

VE805R

양방향 IR 채널HDMI Cat 5e RS232

미러링 된 HDMI 출력

(모니터링 용)

컨트롤 박스

또는

9x9 비디오 매트릭스

•  레스토랑

•  소매점

•  컨트롤 룸

당신의 비전을 통합하십시오.



HDMI / DVI 스위치 VS0801H VS481B VS481A VS482 VS461 / VS261

인터페이스 HDMI HDMI HDMI HDMI DVI

입력 8 4 4 4 4 / 2

최대 비디오 해상도 1080p 4K 1080p 1080p 1920x1200

오디오 지원
HDMI HDMI HDMI

선택 / Coaxial 디지털 오디오, 

Analog Stereo 오디오
RCA Stereo

RS232 ● ● ● ●

IR ● ● ● ● ●

VGA 스위치 VS0201 VS0401 VS0801A VS881

인터페이스 VGA VGA VGA VGA

입력 2 4 8 8

최대 비디오 해상도 1920x1440 1920x1440 1920x1440 2048x1536

오디오 지원 ● ● ●

RS232 ● ● ●

IR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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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 스위치
유연한 구축과 빠르고 쉬운 포트 선택

ATEN 비디오 스위치는 비디오 소스에서 선택된 모니터에 편리하게 

바로 비디오 출력을 보낼 수 있습니다. 모든 모델은 전면 버튼 및 RS-

232 (시리얼) 또는 IR 리모컨을 통해 소스 선택을 제공합니다.

ATEN 비디오 스위치는 단일 디스플레이에 다중 입력 전환이 요구되는 

상황에 알맞은 장치입니다. 회의실이 좋은 예제인데, 각 참가자는 

자신의 컴퓨터를 스위치에 연결하고 공통의 모니터 또는 프로젝터에서 

프레젠테이션을 공유합니다.

주요 혜택

•  편의를 위한 복합 포트 선택 옵션들

•  유연한 구축

8-포트 HDMI 비디오/오디오 스위치 

IR 리모트와  RS-232

VS0801H

당신의 비전을 통하십시오

더 많은 응용프로그램 호환성을 제공하기 위해 ATEN HDMI 스위치는 최상급 

시스템 제어를 위한 시리울 포트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 직렬 포트를 사용하면, 

자신이 직접 설계한 자동 소프트웨어로 시스템을 제어하거나 또는, 시스템을 

현재 맞춤형 설치에 통합할 수 있습니다. 최대 8개의 소스 장비와 함께 하나의 

디스플레이를 공유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ATEN HDMI 스위치는 세미나, 

프레젠테이션, 회의실, 심지어 가정용 영화관 설치에서도 이용될 수 있습니다. 

스위치를 ATEN HDMI 연장기에 연결하면 수백 미터 떨어진 곳에서 소스 

장치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HDMI 컨트롤을 통하여

HD 카메라

블루레이 플레이어

VS0801H

HDMI 케이블
Cat 5e 케이블

데스크탑

랩탑

최대 8개 미디어 소스

VE800R

VE800L 

VS0801H

8-포트 HDMI 비디오/오디오 스위치와 

IR 리모트와 RS-232

VE800

HDMI 비디오/오디오 연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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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 분배기
선명함과 깨끗한 출력과 함께 높은 대역폭 

4-포트 HDMI HDBaseT 분배기

S1814T

미디어 분배 솔루션

단일 Cat 5e 케이블을 통해 고품질 멀티미디어/HDMI콘텐츠를 

단일 입력 소스의 복합 디스플레이로 전송하는 비용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비디오 분배기는 단일 비디오 소스에서 여러 디스플레이에 

명확하고, 선명한 이미지를 제공하는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분배기는 여러 위치에 동일한 정보를 동시에 표시하는 모든 

응용프로그램을 위한 최상의 솔루션입니다:

• 매장 또는 전시실-디지털 간판

• 공공장소에서 정보 방송 (뉴스 및 도착 / 출발 일정)

• 스포츠 행사

• 영화관과 강의실

• 강의실과 사내 교육 시설 

비디오 분배기는 MDS (미디어 분배 솔루션 시리즈) 및 일반적인 

2가지의 기본 버전으로 제공됩니다.

MDS 분배기

• MDS는 분배기와 목적지의 수신기 사이에 Cat5e (또는 그 이상)

를 사용합니다. 

• 이를 통해 먼 거리와 수백 개의 디스플레이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 MDS 분배기는 호환 수신기를 통해 최대 450m거리까지 분배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분배기

• 표준 비디오 케이블 사용 (VGA, DVI, HDMI, 또는 DP)

• 최대 거리는 소스 해상도와 비디오 케이블의 품질에 의해 

결정됩니다.

당신의 비전을 통합하십시오.

예배실을 위해
교회는 정보를 전송하고, 품질 저하 없이 원거리에서 고품질의 오디오와 

비디오를 방송하는 고급 솔루션을 찾고 있었습니다. 정보는 실시간으로 

제어실의 컴퓨터에서 교회 주변에 배포 된 모니터로 전송됩니다.

VS1818T에서 VE812R(s)을 연결하여 사용하면, 선명한 이미지와 예배의 

깨끗한 소리, 노래와 기도 소리가 교회 내부의 4개의 분리된 공간에 

균일하게 방송됩니다.  

VE812R

블루레이 플레이어, 
컴퓨터,
셋탑 박스, 등등.

VS1818T

컨트롤 시스템

최대 330피트

REMOTE I/O

VE812R

VE812R

VE812R

HDMI

Cat 5 케이블

RS-232

REMOTE I/O

REMOTE I/O

REMOTE I/O

강의실강의실

기도실기도실

관리 사무실관리 사무실

미디어 룸미디어 룸

VE812R

HDMI HDBaseT 연장기

VS1818T

8-포트 HDMI HDBaseT 분배기
alliance member



CAT5 분배기 VS1814T / VS1818T  
HDBaseT

VS1804T / VS1808T VS1504T / VS1508T VS1204T / VS1208T

인터페이스 HDMI HDMI VGA VGA

출력  4 / 8  4 / 8  4 / 8  4 / 8

HDBaseT ●

최대 거리 100m 60m 450m* 300m

최대 비디오 해상도 4K 1080p 1920x1200 1920x1200

오디오 지원 HDMI HDMI Stereo Mono

RS232 ● ● ●

 
 

분배기 VS182B / 
VS184B

VS0108HA
VS182A / 
VS184A

VS192 / 
VS194

VS172 / VS174
VS162 / 
VS164

VS146

인터페이스 HDMI HDMI HDMI DP DVI Dual Link DVI SDI

출력  2 / 4 8  2 / 4  2 / 4  2 / 4  2 / 4 6

최대 비디오 해상도 True 4K @60Hz 

(4:4:4)
4K 4K 4K 2560x1600 1920x1200 1080p

오디오 지원 HDMI HDMI HDMI DP Stereo Stereo SDI

RS232 ● ●

VGA 분배기 VS0102 
VS0104
VS0108

VS0116 VS132A 
VS134A 
VS138A

VS92A 
VS94A 
VS98A

인터페이스 VGA VGA VGA VGA

출력  2 / 4 / 8 16  2 / 4 / 8  2 / 4 / 8

최대 비디오 해상도 1920x1440 1920x1440 2048x1536 1920x1440

오디오 지원 Stereo Stereo

RS2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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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와 위젯 도구를 사용하여 

콘텐츠를 손쉽게 개발

눈길을 사로 잡는 비디오 월을 

유연하게 구축

주간 재생 일정을 사전에 

미리 설정

여러 기기에서 프로파일 설정 

빠르게 가져오기

3-in-1 비디오 월 미디어 플레이어
비디오 월 미디어 플레이어

VS1912

12-포트 DP 비디오 월 

미디어 플레이어

VS1912 12-포트 DP 비디오 월 미디어 플레이어는 디지털 신호, 

비디오 월, 영사막 및 디지털 간판 설치와 같은 다중 디스플레이 

응용프로그램을 위한 이상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PC 기반의 

미디어 플레이어입니다. 

VS1912는 최대 12개의 디스플레이로 비디오 월 구성과 다양한 

비대칭 배치들로 디자인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사용자 정의에 

따른 위젯을 사용하면 화면에 배너, 비디오 재생, 플래시 미디어, 

이미지와 실시간 시계가 표시됩니다. 

디스플레이 장치

디스플레이 포트 HDMI USB 오디오 이더넷 * 시스템 운영과 멀티미디어 파일 업로드      ** 프로파일 설정과 스케쥴 가져오기

정면 후면

소스 장치
오디오 장치

USB 드라이브**

컴퓨터

(웹 GUI)*

고급 비디오 월 기능은 크기를 조정하고, 계층화(PIP) 및 다중 

화면으로 키우고, 심지어 이미지와 비디오를 90° 간격으로 회전시킬 

수 있습니다.

멀티미디어 파일을 올리고, 시스템은 네트워크에 연결된 컴퓨터에 

설정됩니다. 웹 인터페이스와 직관적인 GUI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내장되어 있어 접속 및 구성이 간단하고 별도의 

소프트웨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VS1912는 스케쥴 기능이 

탑재되어 일간, 주간, 또는 수개월 전의 상세한 재생목록을 만들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장치

디스플레이 포트 HDMI USB 오디오 이더넷 * 시스템 운영과 멀티미디어 파일 업로드      ** 프로파일 설정과 스케쥴 가져오기

정면 후면

소스 장치
오디오 장치

USB 드라이브**

컴퓨터

(웹 GUI)*

• 디지털 사이니지 및 비디오 월 응용프로그램을 위한 PC 

기반 플레이어

• 최대 12대의 디스플레이의 비디오 월 허용

• 창의적인 비대칭 배치 지원 *

• 고급 비디오 월- 그림과 비디오의 크기 조정과 계층화 

(화면 속 화면 포함), 여러 개의 화면을 펼쳐 놓으며, 90º 
간격으로 회전을 할 수 있습니다.

• 위젯은 비디오, 이미지, 플래시 미디어와 웹 페이지, 텍

스트, 배너, 시계 RSS 또는 RTSP를 화면에 나타냅니다.

• 간편한 연결 관리를 위한 유연한 스케쥴링 및 프로파일

*비대칭 계층은 우측 각도에서만 디스플레이를 사용하여 형성할 수 있습

니다. (예: 세로 방향과 가로 방향).   

**RS-232 기능은 보류 중이며, 향후 펌웨어 업그레이드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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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비전을 통합하십시오.

디지털 사이니지 잘 알려진 영화관 체인의 스낵 코너에서 하나의 비디오 소스를 여러화면으로 

분배 할 수 있는 AV 솔루션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은 가격이 알맞고 설치가 간편한 시스템을 찾았고, ATEN 기술은 그들의 

요구 사항을 만족하게 하는 솔루션으로 VS1814T와 VE812 HDBaseT 

분배기와 연장 시스템을 제공했습니다.

시범 설치가 매우 완벽하게 진행되었고, 영화관은 모든 체인 스낵코너에 이 

설치를 표준으로 삼았습니다.

Cat5e

HDMI

VE8
12R

VE8
12R

VE8
12R

VE8
12R

VS1
814

T

소스

주요 장점

•	 간편한 설치

•	 신뢰성

•	 3년 보증

HDBaseT 연장기

VE812R

비디오 분배기

VS1814T

비디오 연장기
최적의 비디오 화질로 10m에서 20km까지 연장 가능

alliance member

HDBaseT 솔루션
ATEN의 HDBaseT 솔루션은 가정과 상업용 비압축 HD 

멀티미디어 콘텐츠의 연결 표준을 준수합니다. 또한, 

전문적인 A/V 설치에 최적화 되어 최대 100m의 Full HD 

신호를 전송하기 위한 간단하고 비용 효율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HDMI HDBaseT 연장기 

VE812

HDMI HDBaseT 연장기 w/ USB 

VE813

HDMI HDBaseT-Lite 

연장기 w/ POH 

VE802

HDMI HDBaseT-Lite 연장기

VE801

HDMI HDBaseT 연장기

w/ 듀얼 디스플레이

VE814

디스플레이포트

HDBaseT-Lite 

연장기

VE901



HDMI / DVI 연장기 VB800 VE800A VE803 VE810 VE066 VE600A

인터페이스 HDMI HDMI HDMI HDMI DVI DVI

최대 거리 10m 60m 60m 60m 20m 60m

최대 비디오 해상도
True 4K 

@60Hz (4:4:4)
1080p 1080p 1080p 1920x1200 1080p

IR 채널 ●

USB 2.0 ●

 

VGA 연장기 VE022 VE150A VE170 VE170Q VE200

인터페이스 VGA VGA VGA VGA VGA

최대 거리 150m 150m 300m 300m 200m

최대 비디오 해상도 1920x1200 1920x1200 1920x1200 1920x1200 1920x1200

오디오 지원 Stereo Stereo Stereo Stereo

RS232 채널 ●

 

VGA 연장기 VE500 VE500Q

인터페이스 VGA VGA

최대 거리 200m 300m

최대 비디오 해상도 1920x1200 1920x1200

오디오 지원 Stereo / Balance Stereo / Balance

RS232 채널 ● ●

 

월 플레이트 연장기 VE156 VE606 VE806

인터페이스 VGA DVI HDMI

최대 거리 150m 60m 60m

최대 비디오 해상도 1920x1200 1920x1200 1080p

오디오 지원 Stereo Stereo HDMI / Stereo

Cat5e 원격 전원 ● ● ●

22 23

광섬유 연장기
VE882 
광섬유

VE892 
광섬유

인터페이스 HDMI HDMI

최대 거리 60m 20km

최대 비디오 해상도 1080p 1080p

RS232 채널 ● ●

IR 채널 ● ●

USB 원격 전원 공급

ATEN 연장기 비교ATEN 비디오 연장기는 Cat 5e, 6, 7 또는 광케이블을 사용하여 당신의 비디오 

설치에서 소스 장치들과 디스플레이 출력들 사이의 거리를 최대화합니다. 

비디오 연장 기기를 사용하면 비디오 소스 장치를 열악한 환경과 조작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원거리 위치에 배치할 수 있습니다.

 

주요 혜택

• 업무 환경 보안 증가

• 관리 효율 최대화

• 비디오 화질 최적화

• 탁월한 멀티미디어 지원

VE882

HDMI 광 연장기
VS1814T / VS1818T

4/8-포트 HDMI HDBaseT 분배기
CE624

DVI 듀얼 뷰 HDBaseT 
연장기 w/ USB  

HDBaseT 연장기 VE801 VE802 VE805R VE812 VE1812 VE813 VE814

인터페이스 HDMI HDMI HDMI HDMI HDMI HDMI HDMI

최대 거리 70m 70m 70m 100m 100m 100m 100m

최대 비디오 해상도 4K 4K 1080p 4K 4K 4K 4K

듀얼 뷰 ●

IR 채널 ● ● ● ●

RS232 채널 ● ● ● ●

USB ● ExtremeUSB 2.0

POH ● ●

스케일러 ●

추가적인 오디오 지원

HDBaseT 연장기 VE901 VE601 CE620 CE624

인터페이스 DP DVI DVI DVI

최대 거리 70m 70m 100m 100m

최대 비디오 해상도 4K 1920x1200 1920x1200 1920x1200

듀얼 뷰 ●

IR 채널

RS232 채널 ● ●

USB ● ●

POH

스케일러

추가적인 오디오 지원 ● ●

ATEN 연장기 비교

비디오 연장기 사용을 위한 응용 

프로그램으로는 보안, 감시, 소개 

및 엔터테인먼트를 포함합니다.



셋탑 박스  VE8950T 거리
330ft 660ft 1000ft 1330ft 1660ft 2000ft

1

2

3
미디어 플레이어

블루레이 플레이어

VE8950R VE8950R VE8950R VE8950R VE8950R VE8950R

VE8950R VE8950R VE8950R VE8950R VE8950R VE8950R

VE8950R VE8950R VE8950R VE8950R VE8950R VE8950R

VE8950T

VE8950T

네트워크

스위치

네트워크
HDMI

VE8950R

VE8950R

VE8950R

추가적인 
확장을 위한
데이지 체인

네트워크 스위치

셋탑 박스VE8950T블루레이 플레이어 미디오 플레이어 VE8950T VE8950T

VE8950R VE8950R VE8950R VE8950R x4

비디오 월 

Cat 5e
HDMI

웹 GUI

랩탑

확장성 및 유연성이 뛰어난 디지털 간판 및 비디오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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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장 응용프로그램:

VE8900/VE8950은 공항, 대학 캠퍼스, 역, 쇼핑몰과 전시장과 같은 수백 미터의 규모가 큰 구축 

작업에 적합합니다.

단순한 지점 간 설정부터 수천 개의 종점까지 연장 기기, 

분배기, 매트릭스, 스위치와 Video wall 응용프로그램의 

다양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ATEN VE8900/VE8950 HDMI Over IP Extenders는 표준 기가비트 네트워크를 통해 장거리에서 낮은 지연 시간으로 시각적으로 

손실이 없는 1080P 4K AV 신호를 전달합니다. VE8900/VE8950은 시스템 통합 업체가 IP 시스템을 통해 AV를 구현할 때 직면하는 

문제를 직접 해결하는 다음과 같은 기능과 장점을 갖춘 효과적이고 사용하기 쉬운 비용 효율적인 디지털 사이니지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HDMI Over IP 연장기
네트워크로 연결된 AV 쉽게 만들기

4K HDMI Over IP 연장기

VE8950

제한된 유연성과 복잡한 IP 

설정 없는 확장성 복잡하지 않은 IP 설정

데이지 체이닝과 함께 더 적은 비용

으로 나아가세요.

추가 서버 PC 또는 소프트웨어 

불필요

상단의 패널 버튼 누름 / ID 표시를 통해 입력 소스를 

손쉽게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간단한 구성은 

광범위한 IT 경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케이블 혼잡 없이 AV 네트워크 범위를 쉽게 확장할 수 

있는 동시에 포트별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IP 시스템을 통한 AV 관리를 웹 GUI에서 어떠한 

수신기나 송신기에서든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컨버터 VC880 VC840 VC812 VC810 VC480 VC182 VC180 VC160A

입력 HDMI HDMI HDMI HDMI SDI VGA VGA VGA

출력 HDMI SDI VGA VGA HDMI HDMI HDMI DVI

최대 비디오

해상도
1080p 1080p 1920 x 1200 1920 x 1200 1080p 1080p 1080p 1920 x 1200 

오디오 ● ● ● (HDMI) ● ● (HDMI) ●

스케일러 ● ●

컨버터 VC920 VC960 VC980 VC981

입력 미니 디스플레이 포트 미니 디스플레이 포트 미니 디스플레이 포트 미니 디스플레이 포트

출력 VGA DVI HDMI HDMI

최대 비디오 해상도 1920 x 1200 1920 x 1200 1920 x 1200 3840 x 2160

오디오 ● (HDMI) ● (HDMI)

컨버터 VC925 VC965 VC985 VC986

입력 디스플레이 포트 디스플레이 포트 디스플레이 포트 디스플레이 포트

출력 VGA DVI HDMI HDMI

최대 비디오 해상도 1920 x 1200 1920 x 1200 1920 x 1200 3840 x 2160

오디오 ● (HDMI) ● (HDMI)

EDID 에뮬레이터 VC010 VC060 VC080

인터페이스 VGA DVI HDMI

최대 비디오 해상도 1080p;

1920 x 1200

1080p;

1920 x 1200

1080p;

1920 x 1200

오디오 ● (HD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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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nCryst 비디오 컨버터 비교

비디오 컨버터
당신의 소스 비디오 인터페이스를 디지털 출력으로 변환.

ATEN 비디오 컨버터를 사용하면 비디오 소스 장치를 다양한 

비디오 인터페이스가 장착된 디스플레이 장치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VGA 기반 장치를 DVI/HDMI 디지털 

디스플레이에 연결할 수 있는 간단한 포트에서 포트로 변환하는 

컨버터와 다양한 아날로그와 디지털 오디오/비디오 신호를 

손쉽게 변환하기 위해 여러 장치의 입력을 단일 박스로 통합하는 

범용 인터페이스 제품을 제공합니다. 내장된 사용하기 쉬운 

기능으로, 이 시리즈는 변환 연결을 간편하게 합니다.

3G/HD/SD-SDI to HDMI 컨버터
VC480

HDMI to 3G/HD/SD-SDI 컨버터
VC840

• HDMI 입력 신호를 3G/HD/SD-SDI 출력으로 변환

• 입력 비디오 신호의 자동 탐지

• 이중 디스플레이를 위한 2개의 Low-Jitter SDI 출력 제공

• 8개의 오디오 채널을 48KHz로 지원

• 케스케이드와 장거리 전송을 위한 Re-clocking SDI

• 보안을 위한 전원 커넥터 잠금 기능

• EDID Expert™ - 매끄러운 전원 켜기, 고품질 디스풀레

이 및 다양한 화면에서 최상의 해상도 사용을 위한 최적의 

EDID 설정 선택

• 3G/HD/SD-SDI 입력 신호들을 HDMI 출력으로 변환

• 비디오 입력 신호 자동 감지

• 완화된 반복 실행 출력으로 확장 모니터링 제공

• 케스케이드와 장거리 전송을 위한 Re-clocking SDI

• 보안을 위한 전원 커넥터 잠금 기능

• 8개의 오디오 채널을48KHz로 지원 



사진 제품명 길이 (m) 인터페이스
PC /

소스 인터페이스
스위치 인터페이스 호환 제품

2L-7D02H
2L-7D02H-1
2L-7D03H
2L-7D05H
2L-7D10H
2L-7D15H
2L-7D20H

1.8
2 
3 
5 
10 
15 
20

HDMI HDMI Male HDMI Male
모든 ATEN의 HDMI 장치

2L-7D03DD
2L-7D05DD
2L-7D10DD

3
5
10

DVI-D

            

 DVI-D Male
(Dual Link)

DVI-D Male
(Dual Link)

모든 ATEN의 HDMI 장치

2L-7D02V 2 DVI-D
DVI-D Male          
(Single Link)

오디오 플러그

DVI-D Male
(Single Link)

오디오 플러그

VS172, VS174, 
VS162, VS164, 

VE600A, VE602,
VE606

2L-2402A 2 VGA
HDB-15 Male   

오디오 플러그

HDB-15 Female 

 
오디오 플러그

VS1204T, VS1208T, 
VS1504, VS1508, 

VB552, VM0404, VM0808, 
VS0202, VS0201, VS0401, 

VS0102, VS0104, 
VS0108, VS0116,

VE170, VE170Q, VE200, VC180, 
VE156

2L-7D02U 
 

2L-7D03U 
 

2L-7D05U

2

3

5

DVI-D USB CM1164

2L-7D02DP
2L-7D03DP
2L-7D05DP

2
3
5

디스플레이 
포트

디스플레이 포트 디스플레이 포트
모든 ATEN의 디스플레이 포트 장치

2L-2801
2L-2901 
(Shielded)

305 RJ-45
RJ-45 RJ-45

모든 ATEN의 Cat 5 / 5e / 
6 / 6a 장치 

비디오 & 오디오 통신용

2L-4101-GR
2L-4102-GR
2L-4103-GR
2L-4105-GR
2L-4110-GR
2L-4115-GR
2L-4120-GR

1
2
3
5
10
15
20

RJ-45
RJ-45 RJ-45

모든 ATEN의 Cat 5 / 5e / 
6 / 6a 장치

데이터 통신용

2L-2910 305 RJ45
RJ-45 RJ-45

모든 ATEN HDBT 제품

USB Type A Male USB Type B Male

DVI-D Male 
(Single Link)

DVI-D Male 
(Single Link)

2  오디오 플러그2 오디오 플러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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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세서리

전세계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범용 HDMI 케이블 잠금 장치, ATEN LockPro™

LockPro™는 ATEN 독점 기술로 만들어진 HDMI 케이블 잠금 장치로써, 간편하고 심플한 디자인으로 HDMI 케이블과 장치 간

의 신호 유실을 방지하도록 견고하게 디자인 되어 케이블을 고정시킵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 HDMI 커넥터에는 별도의 고정시키

는 기능이 없기때문에 케이블이 분리 또는 느슨해져 신호 유실이 종종 발생, HDMI 케이블 잠금 장치는 중요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ATEN에서는 이러한 문제점 해결 방법으로 안전하게 고정할 수 있도록 LockPro™ 솔루션을 개발하였습니다.

ATEN LockPro™ - HDMI 케이블 잠금 장치

• 유연성을 강화한 안정적인 All-in-one 디자인

• 한 개의 부품으로 쉬운 설치/제거와  재사용이 가능한 설계

• HDMI 케이블을 강력하게 고정하여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제품

• 모든 HDMI 케이블에 호환 가능

• RoHS 준수 및 재활용 가능

• 10개 / 1팩 (팩 단위 판매)

간단한 설치를 위한 부품 설계

포트 위의 나사를 풉니다. 느슨해 진 나사 위로 

LockPro를 밀어 넣습니다.

나사를 단단히 조입니다.

특징

2X-EA12 사양 기능 2X-EA12

보관 온도 -20 - 60°C

습도 비응축 상태에서 0-95% R.H

무게 1.4 g

크기 (LxWxH) 8.61 x 6.47 x 0.66 cm

LockPro를 케이블 주변에 

감싸십시오.

 사진 모델 제품명 호환 제품

VE-RMK1U           연장기 랙 마운트 키트

CE100, CE250A, CE350, CE370, CE600, CE602, CE604, CE610, CE700A, CE750, 
CE750A, CE770, CE790, CE800B, CN8000, CS72D, CS72E, CS74D, CS74E, 
KE6900ST, VB802, VC880, VE150A, VE170, VE172R, VE300, VE500, VE560, 
VE600A, VE601, VE602A, VE800A, VE801, VE802, VE803, VE810, VE812, VE813, 
VE814, VE882, VE892, VS182A, VS481A, VS481B, UC2322, UC2324, UC4852, 
UC4854

VE-RMK2U            연장기 랙 마운트 키트 CE100, VE560, VE600A, VE602A, VE800A, VE803, VE810

VE-RMK3U 연장기 랙 마운트 키트 CE100, VE560, VE600A, VE601, VE602A, VE800A, VE801, VE803, VE810

케이블 비교 

랙 마운트 키트



성공 사례

ATEN 컨트롤 시스템

VK2100, VK6000, ATEN 컨트롤 시스템 앱
VE802

HDMI HDBaseT Lite 

연장기 + POH

VM1600

모듈러

매트릭스 스위치

VE814

HDMI HDBaseT 

연장기 + 듀얼 출력

무선 라우터

카메라

미디어 플레이어

비디오

컨트롤

네트워크

ATEN 장치

그 외 장치

무선 라우터

카메라

미디어 플레이어

비디오

컨트롤

네트워크

ATEN 장치

그 외 장치

분배 솔루션

30 31

도전:

이 주점은 각각의 주점 위치의 멀티미디어 장치를 중앙에서 제어할 

수 있어야 하고, 직원이 세 군데 위치한 콘텐츠를 즉시 전환할 

수 있도록 쉽게 만들어져야 했습니다. 또한, 직원이 콘텐츠를 

완전하게 통제하는 동안 모든 디스플레이의 전원을 쉽고 원격으로 

켜고 끌 수 있는 능력이 필요했습니다. 게다가 주점은 그들의 IT 

기반 시설을 변경하지 않고도 확장성을 갖춘 연장 가능한 솔루션이 

미래를 보증하기 위해 요구되었습니다.

The Bierkeller, UK 
다중매체 다중미디어 컨트롤

복잡한 유흥단지에 위치한 3개의 공동 소유 주점은 세 곳에서 60

개의 TV를 제어할 방법을 찾고 있었다.

ATEN 솔루션:

간편하고, 중앙 집중적인 멀티미디어 제어.

세 개의 주점은 ATEN 제어 시스템과 ATEN 의 전문 A/V 솔루션을 통합하여 이더넷 네트워크를 통해 멀티미디어 장치를 중앙 집중식으로 

제어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직원이 누릴 수 있는 이점:

• 세 위치 중 어느 곳이든 즉시 전환할 수 있는 프로파일

• VM1600의 방송 기능을 iPad에서 사용하여 한 번의 탭으로 모든 디스플레이를 원격으로 전원 시동 및 종료 

• 추가로, 이 솔루션을 통해 텔레비전은 더는 IR 신호로 제어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주점이 전화기 앱을 이용하여 텔레비전을 제어하는 

손님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성공 사례

ATEN 장치

그 외 장치

비디오

컨트롤

네트워크

무선 라우터

소스 x 16

컨트롤 시스템 앱

32 33

VK2100

ATEN 컨트롤 시스템 

VM1600

16x16 모듈러 매트릭스 스위치

VS146

6-포트 3G-SDI 분배기

VE805R

HDMI HDBaseT-Lite 

수신기 + 스케일러

도전:

Artear는 제어가 간단하면서 광범위한 디스플레이 구성을 제공하는 동시에 실시간으로 비디오 소스를 신속하게 전환할 수 있는 

비디오 월 솔루션과 신뢰할 수 있는 전력 이중화를 염두에 두고 특별히 설계된 솔루션을 요구했습니다. 정신없이 바쁜 24-7 보도국 

환경에서 수백만 명의 시청자가 Artear를 정보 포털로 사용하며 의존할 경우, 이러한 종류의 신뢰도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방송국의 

끊임없이 증가하는 비디오 콘텐츠 관리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Artear의 최첨단 보도국은 두 개의 비디오 월을 설계했습니다. 

- 한 개는 대형 10 x 6 벽과 두번째는 5 x 5 벽 - 최신 뉴스와 정보를 감시하기 위해 다양한 채널의 콘텐츠를 표시해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16개의 서로 다른 SDI 입력을 디스플레이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있도록 벽에 걸려 

있어야 하며, 크기를 조정해야 했습니다.

Artear, 아르헨티나
다중 플랫폼 콘텐츠 제작 센터 

라틴 아메리카 방송 산업의 혁신가로서, Artear는 최첨단 보도국의 

급변하는 비디오 디스플레이 요구를 지원하기 위해 쉽고 빠르게 

주문 제작할 수 있는 유연한 솔루션을 찾고 있었습니다.

ATEN 솔루션:

ATEN은 모듈 방식 매트릭스 스위치로 완벽한 솔루션을 제공했습니다. 스위치는 하드웨어 장치를 

연결하고 모든 장치의 제어를 중앙 집중화하는 제어 박스와 구성자 소프트웨어로 이뤄진 이더넷 

기반 관리 시스템인 ATEN 제어 시스템과 짝을 이룹니다. 6개의 VM1600 유닛(3G-SDI입력 보드 

및 HDMI/HDBaseT 출력 보드)과16개의 VS146 분배기와 함께 2개의 VK2100 제어 박스를 

통합하여, ATEN 솔루션이 60개의 화면과 25개의 화면 모두를 쉽게 관리하고 제어할 수 있도록 

인도했습니다. 4개의 VM1600은 10 x 6 비디오 월에 사용되고, 2개는 5 x 5 비디오 월 용으로, 

각각 하나의 VK2100으로 제어되며, 25개의 VE805R 장치는 HDBaseT를 통해 5 x 5 설치 거리를 

연장되도록 고용되었고, 원활한 전환 및 확장 기능을 제공합니다.

• 사용자 맞춤형 유연성 및 비디오 월 구성 옵션

• 원활한 전환과 믿을 수 있는 연속 비디오 스트림

• 다목적 장치에서 중앙 집중식 비디오 월 제어

• 장거리 비디오 전송 

• 신뢰할 수 있는 전원 이중화 설계

최종적으로, 뉴스 편집자와 콘텐츠 제작자는 그들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기 위해, 그들의 5 x 5 

비디오 월은 신호 품질과 강도의 지연이나 손실 없이 최대 70미터(230피트)의 거리만큼 확장이 

필요했습니다.



성공 사례

카메라

충전 및 장바구니

80”e보드

2x4 e보드

프로젝터

비디오

컨트롤

전원

ATEN 장치

그 외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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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1164

4-Port USB DVI 멀티-뷰/

오디오 KVMP™ 스위치

VM5808H

8 x 8 HDMI 매트릭스 스위치 

+스케일러

PE6208B

20A/16A 8-아웃풋 1U 

계측 & 스위치

에코 PDU

도전:

학교는 여러 기기를 제어하는 과정을 단순화하고자 했습니다. 

이전에는 조명, 에어컨, TV 프로젝터, 프로젝션 화면 및 터치를 할 

수 있는 비디오 월을 포함한 여러 장치가 개별로 제어되었습니다.

원격제어는 너무 복잡한 과정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비디오 화질을 고해상도 1080p로 업그레이드하는 동안 기존 

VGA 장치들을 포함한 다른 오디오와 비디오 인터페이스를 

가능한 통합 하길 원했습니다. 기존 VGA 장치를 비롯한 다양한 

오디오 및 비디오 인터페이스를 통합하고, 비디오 품질을 고화질 

1080p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기를 원했습니다. 추가로 다양한 

유형의 수업이나 화상회의 및 원거리 학습을 위한 즉석 사용자 

시나리오 전환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Nan-Hu 초등학교, 대만
e-Future 교실 

대만의 Nan-Hu 초등학교는 회의와 장거리 학습을 위한 다중 

보기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 양방향 학습 경험을 향상시키고  

노후화된 e-Future 교실의 주요 업그레이드를 모색하던 

중이었습니다.

ATEN 솔루션:

e-Future 교실의 단순화된 제어 -

ATEN 제어 시스템은 iPad에서 e-Future 교실의 모든 제어를 제공합니다. 조명과 에어컨 그리고 

학생들이 스스로 그들의 답변을 2 x 4 비디오 월에 표시할 수 있도록 미리 결정된 사용자의 

시나리오를 전환하는 모든 것이 포함되었습니다.

• 직관적인 웹 GUI를 통한 맞춤형 비디오 월 배치

• 1080p의 뛰어난 비디오 화질

• ATEN Seamless Switch™ 기술로 즉시 비디오 전환

VK2100

ATEN 컨트롤 시스템



성공 사례

비디오 분배

광섬유 케이블

Cat 5 케이블

( 대기실

( 대기실

( 대기실

셋탑 박스

셋탑 박스

셋탑 박스

플레이어

플레이어

대기실

대기실

대기실

중앙 통
제실

산부인과산부인과

2층2층

가정의학과가정의학과

1층1층

소아과소아과

3층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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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M1600

모듈러 매트릭스 스위치

VM5808H

HDMI 매트릭스 스위치 + 스케일러 

VE882

HDMI 광 연장기

브리즈번의 개인 병원 3개 병동은 각 고객 대기실에 위치한 텔레비전에 

표시된 콘텐츠를 제어하는 간단한 방법을 찾고자 했습니다. 병원은 병원 

직원이 매일 업무를 시작하고 끝낼 때 대기실의 텔레비전과 조명을 켜고, 

끄는데 낭비 데는 시간을 최소화하는 솔루션을 찾고 있었습니다.

Hospital, 오스트레일리아
원거리에서도 간편한 제어

ATEN 솔루션:

중앙 집중, 유연한 제어 - 개인 병원의 대기실에 ATEN의 전문 

A/V 와 PDU 솔루션과 함께 ATEN 컨트롤 시스템으로 통합하고 

이더넷 네트워크를 통해 멀티미디어 장치를 중앙에서 집중적으로 

제어합니다. 이 유연한 전문가 A/V 솔루션은 병원의 필요에 

따라 쉽게 확장하며 변할 수 있습니다. ATEN의 VM1600 모듈 

방식 매트릭스 스위치는 병원이 VGA, DVI 또는 HDMI 입력과 

DVI 또는 HDMI 출력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현재 

A/V 조합으로 1대의 VM1600 모듈 방식 매트릭스 스위치와 2

대의 VM5808H HDMI 매트릭스 스위치로 최대 32개의 비디오 

입력과 32개의 비디오 출력을 수용합니다. 

장거리 구축 - ATEN의 VE882는 최대 1,969피트까지 고화질의 

오디오 및 비디오 신호를 광섬유로 전송하여 표준 HDMI 케이블의 

길이 제한을 극복한 광 HDMI 연장 기기입니다. 이 제품을 통해 

사립 병원은 9개의 고객 대기실에 콘텐츠를 쉽게 배포할 수 

있었습니다. 고객 대기실은 중앙 제어실에서 최소 328피트 

정도에 있었고, ATEN 의 단일 Cat 5기반 연장 HDMI (VE812)를 

사용하였고, DVI 포트가 탑재된 텔레비전에는 DVI HDBaseT-

Lite 연장 기기(VE601)을 사용했습니다.

도전

이 개인 병원은 중앙 통제실에 위치한 컴퓨터에 저장된 9개의 고객 대기실의 케이블 TV 프로그램, DVD와 병원 정보를 쉽게 방송할 

수 있는 솔루션이 필요했습니다. 더군다나 병원 컴퓨터는 VGA 출력을 가지고 있었고, 텔레비전 프로그램과 DVD는 HDMI 출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기실에 있는 대부분 텔레비전에는 HDMI와 호환을 할 수 있지만 DVI 신호를 수신하는 구형 텔레비전이 일부 

존재했습니다. 3개의 병동에는 3층에 걸쳐 총 9개의 고객 대기실이 있습니다. 이 거리를 연결하려면 솔루션을 최대 984피트까지 

확장해야 했습니다. 또한, 병원은 조명과 TV를 제어할 방법을 찾고 있었기 때문에 병원 직원이 매일 업무를 시작하고 끝낼 때 쉽게 켜고, 

끌 수 있어야 했습니다.

사용자-친화적 - ATEN의 강력한 컨트롤 시스템과 비디오 

매트릭스의 결합은 병원을 위한 사용자 친화적인 종합 해결책을 

만들 수 있습니다. VM5808H와 VM1600 두 제품은 Red 

Dot 수상 경력이 있는 ATEN의 GUI를 사용합니다. (Red 

Dot Interface Design Award 2015).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를 통해 관리팀은 VM1600으로 최대 32개의 

디스플레이 프로파일과 VM5808H로는 최대 16개의 디스플레이 

프로파일을 손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비디오 매트릭스 제품들과 

ATEN PDUs는 ATEN 컨트롤 시스템을 사용하여 중앙에서 

제어할 수 있습니다. 제어 시스템의 구성 기기인 VK6000은 

시스템 통합 업체가 하드웨어를 쉽게 추가하고 각각의 장치에 

대한 인터페이스 옵션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ATEN 컨트롤 

시스템은 간단한 point-n-tap iPad GUI를 통해 기술적 지식이 

없는 개인도 쉽게 숙달할 수 있으며 직관적입니다. 이 앱을 

사용하면 병원 직원은 프로파일을 즉각적으로 전환하고 고객 

대기실 중 어느 곳에서든 적용됩니다. 또한, 언제 어디서나 

버튼을 눌러 조명과 텔레비전을 켜고, 끌 수 있습니다.



MEMO

컨트롤 확장

이더넷

시리얼

전원

소아과소아과

3층3층

산부인과산부인과

2층2층

가정의학과가정의학과

1층1층

( 대기실

( 대기실

( 대기실

조명
컨트롤시스템

조명
컨트롤시스템

조명
컨트롤시스템

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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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EN 컨트롤 시스템

VK2100, VK6000과 ATEN ATEN 컨트롤 시스템 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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