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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목적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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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에 있는 5성 호텔은 최근 다목적 회의실을 만들어 국제 손님 유치에 힘쓰고 있습니다. 회의실에는 호텔의 품질과 세련된 디자인에 걸맞는 아주 
정교한 A/V 설치가 필요합니다. 다목적 회의실(22m X 21m)에는 PC, 노트북, 안드로이드 태블릿과 iPad 등 4K 화질의 홍보 매체를 출력할 5개의 
HDMI 디스플레이를 구성 계획입니다. 추가적으로 출력을 확인하기 위한 4개의 HDMI 디스플레이가 회의실 뒤의 통제실에 별도로 구비되어 있습니다.



5대의 HDMI 디스플레이에 최상의 UHD 4K 전송

IR 패스 쓰루 및 소음 없는 성능

장거리 연결로 매끄러운 인프라 구조

 

ATEN 솔루션 장점

VM3404H의 HDMI mirror 출력 기능은 디스플레이 또는 출력을 확인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ATEN의 2포트 HDMI VS182A와 연결로 
멀티룸에서 5개의 HDMI 모니터를 호스팅 할 수 있었습니다.

ATEN의 최신 FPGA 그래픽 프로세서 및 EDID 모드™, 4X4 HDMI HDBaseT-
Lite 매트릭스 스위치 VM3404H와 HDMI HDBaseT-Lite 수신기 VE802R로
Superb UHD 4K 해상도 이미지를 전송합니다.

게다가 Power over HDBaseT(POH) 기능으로 이더넷 케이블을 통해 
VE802R에 전력을 공급함으로써, 깔끔한 마무리를 제공합니다.

VM3404H와 VE802R 모두 HDBaseT를 인증 받은 제품으로 추가 전원 
아울렛의 불필요함을 제거했습니다. HDBaseT 구조를 이용하여 4K 컨텐츠
는 하나의 Cat 6a 케이블을 이용하여 간섭 없이 VM3404H에서 최대 40m 
떨어진 곳까지 확장 디스플레이 가능합니다.

VM3404H IR 패스 쓰루 기능으로 시야에서 깔끔하게 감추어진 스위치를 
어디에서든 제어할 수 있습니다. 회의실 주변 장비로부터 단정하게 하고 
간단하게 콘텐츠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또한 VM3404H의 주요 장점은 냉각 팬의 소음 없이 최적의 작동 온도를 유지 
하기 떄문에, VM3404H는 컨퍼런스, 트레이닝룸과 같은 조용한 환경이 
필요한 하드웨어 설비에 매우 적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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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x4 HDMI HDBaseT-Lite 매트릭스 스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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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802R

2포트 4K HDMI 분배기
VS182A 

• 하나의 HDMI 소스를 2대의 HDMI 디스플레이  
  에 동시 연결 가능

• 최대 Ultra HD 4K x 2K와 1080p Full HD 지원

• 플러그 앤 플레이 - 소프트웨어 설치 불필요

• POH (Power over HDBaseT) - 하나의
  Cat 5e/6/6a 케이블로 송신기에서 수신기
  까지 장거리에서도 전원 공급 가능

• HDBaseT 연결 - 하나의 Cat 5e/6a 케이블
  로 HDMI 연결을 장거리까지 연장 가능

• HDBaseT 안티재밍 - HDBaseT 기술을 
  통해 고품질 비디오를 전송하는 동안 신호 
  방해 극복

• 4개의 HDMI 입력과 4개의 미러링된 HDMI
  및 HDBaseT 출력 지원
 
• POH (Power over HDBaseT) - 하나의 
  Cat 5e/6/6a 케이블로 스위치에서 수신기
  까지 장거리에서도 전원 공급 가능 

• 다양한 제어 방법 - 전면 패널 푸시버튼, IR,
  RS-232 및 이더넷(Telnet / 웹 GUI) 연결을
  통한 시스템 관리

제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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