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바이오 의약품 회사

한국

Medytox, 임상 관찰실과 다목적 모임 / 회의실

Medytox에 대하여
2000년에 설립된 Meditox는 일본, 태국, 이란, 브라질을 포함하여
전 세계 60여 개 국가에 걸쳐 Botulinum toxin(botox) 제품을
개발, 제조, 판매하는 완전히 통합된 바이오 의약품 회사입니다.
120명이 넘는 직원이 Medytox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한국에서
가장 큰 보톡스 제조업체입니다. 회사는 새로운 바이오 의약품
개발하기 위해 연구/개발 역량을 지속해서 늘리고 있습니다. 한국

이러한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 회사는 내부 기반시설을 크게 강화하였습니다.

제약 업계의 선두 주자로서 국내 시장의 경쟁 심화와 빈번한 정책

회사의 회의실 환경, 전시실 그리고 교육 시설의 품질과 효과성은 지속적인

변경, 더 빠른 임상 시험에 대한 요구 증가와 함께 규제강화 등

개발과 확장의 성공적인 큰 부분입니다.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더 큰 노력의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하나로, Medytox는 각양각색의 회의 공간에서 AV 관리와 IT 제어를 위한
솔루션을 제공 했으며 최근에 새로운 사무실 건물을 구입했습니다. 이 회의
공간이 중요한 제품을 출시하거나 기업 세미나 / 교육 및 중요한 임상 시험을
위해 필수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그 솔루션은 Medytox의
특수한 요구에 맞게 안정적이고 사용하기 쉽게 맞춰져야 했습니다.

주력하는 회사로서,

JC Communication에 대하여

우리는 AV와 IT를 완벽하게
결합할 수 있는 종합적인 ATEN 솔루션을
제공할 수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종률
JC Communication

“

“

대화를 통한 고객 만족을

JC Communication는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세상을 위해 S/W 개발, CCTV 보안과 A/V 시스템
설계를 전문으로 하는 한국의 선도적 시스템 통합
업체입니다.

주요 고객 요구 사항
복합적인 회의실 공간을 위한 다양한 A/V 관리와
IT 제어 솔루션 필요

작고, 개별적인 회의와 대규모 세미나/교육을 위한
다목적 회의 공간
중앙 집중적으로 유연하거나 각각의 디스플레이와
비디오 소스의 개별적인 제어 / 전환
안정적으로 고품질 비디오 및 USB 신호의 장거리 전송
HDMI 신호로부터 분리되어 다른 목적지로 전송되는 오디오

디지털 강단이 있는 강의실
2 x 2 비디오 월에서 콘텐츠를 균일하게 전환

Medytox는 장거리에서 비디오 및 USB 신호를 확장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강의실에서
비디오 월을 지원할 수 있는 솔루션을 요구했습니다. 더 나아가 임상 관찰실에서 진행되는

간단한 회의실과 대표 사무실

라이브 데모를 필요할 때마다 경로를 따라 동영상 및 오디오가 회의실로 유연하게
공급되어야 했습니다.

사용자 친화적 전환 방법으로 다양한 인터페이스로부터 비디오 소스 통합
건물 전체에 걸친 3곳에 회의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 서버 실부터 요청된 장소로 고품질의
A/V 콘텐츠를 쉽게 경로에 따라 보낼 수 있는 다양한 솔루션이 필요했습니다. 9층에 있는
Medytox의 새로운 건물에 대한 최우선 순위는 서로 다른 층에 위치한 다양한 회의 공간에 대해

6인용 회의실에는 세 개의 VGA 소스를 한 대의 디스플레이에 연결이 필요했고, 10층의

간단한 A/V 관리 및 사용자 친화적인 IT 제어를 제공할 수 있는 단일 브랜드 솔루션이었습니다.

12인용 회의실에는 3개의 HDMI 소스를 한 대의 디스플레이에 연결이 필요했으며,

그들은 참가자 사이에 더 많은 의사소통을 촉진하고, 그들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마지막으로 10층의 6인용 회의실은 3개의 HDMI 소스를 한 대의 디스플레이에 연결이

회의 공간 기술이 필요했습니다.

필요했습니다. 이 모든 회의실은 IR를 통한 소스 전환이 필요했습니다. 마지막 규모가
작지는 않지만 10층 대표 사무실에는 사용자 친화적인 최고급 솔루션을 요구에 맞추어

가장 크고 복잡한 층은 지하 1층으로, 8개의 교실로 이루어져 있으며, 임상 관찰실과 디지털

HD 소스 3개와 디스플레이 2대를 통합하여 회사 대표를 위해 부드러운 시청 경험을

강단이 있는 작은 강당으로 총 14개의 소스 장치와 10개의 디스플레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공했습니다.

ATEN 솔루션
단일 브랜드로 호환성, 신뢰성과 원 스톱
기술지원을 보장하며 A/V와 IT를 완벽하게 통합
각 회의실에서 서버실에 위치한 PC를 손쉽게 제어
수상 경력이 있는 웹 GUI를 통해 모든 소스에서
원활한 전환과 중앙 집중식 제어
HDBaseT 수신기로 장거리에서 안정적인
A/V 신호 연장
독립적인 오디오 제어를 위해 HDMI 신호로부터
오디오 분리 허용
강당에는 디지털 매트릭스의 디스플레이 요구 사항과 세 가지 소스를 지원하기 위해
스케일러가 장착된 HDMI 매트릭스 스위치가 포함되어 있어 프레젠테이션을 위한 2x2
비디오 월을 한번에 쉽게 제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0층 대표 사무실은 대표가 회의
ATEN 은 16개의 HDMI HDBaseT-Lite 연장 기기와 오디오 디-엠베드가 탑재된 12

시스템의 콘텐츠를 보며 다른 세 개의 분리된 소스를 대표의 이중 HDMI 디스플레이에

개의 HDMI 리피터를 쌍으로 연결된 모듈 방식 매트릭스 스위치를 지하 1층에 설치하여

설정하고 iPad를 사용하여 콘텐츠를 제어하도록 스케일러가 장착된 두 번째 HDMI 매트릭스

완벽한 솔루션을 제공하였습니다. 이 설정은 iPad에서 수상 경력에 빛나는 하나의 GUI를

스위치를 사용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10층에 각각 3개의 디스플레이가 있는 2개의 추가된

통해 각 회의실의 비디오 소스를 손쉽게 제어할 수 있었으며, 마찬가지로 독립적인 오디오

2개의 회의실에는 HDMI 매트릭스 스위치와 3 포트 매트릭스로 구현됩니다. 두 솔루션 모두

제어를 위해 오디오 신호를 분리를 제공하였습니다.

IR 전환 기능을 제공합니다.

단일 브랜드로 호환성, 신뢰성과 원 스톱 기술지원을 보장하며
A/V와 IT를 완벽하게 통합.

HDBaseT 수신기로 장거리에서 안정적인 A/V 신호 연장

ATEN은 여러 회의실 시나리오에 대해 단일 브랜드 솔루션을 제공했으며 이는 모든

비디오 월 기능을 보장하면서 건물의 물리적 계층에 쉽게 적응할 수 있습니다. HDBa-

고객에게 명백한 이점이 있습니다. 모든 구성 요소는 서로 원활하게 작동합니다. ATEN

seT 간섭 장비 기술은 신호 간섭을 방지하고 임상 관찰 환경에서 고품질 비디오 전송을

제품의 신뢰성이 보장됩니다. 모든 회의실 설치에 대해 전담 기술 지원을 한 곳에서 찾을

보장합니다.

단일 케이블을 통한 확장된 HDBaseT 전송 지원으로 이 솔루션은 원활한 전환 및

수 있습니다.

각 회의실에서 서버 실에 위치한 PC를 여유롭게 제어
ATEN 은 다목적 협업 회의실 솔루션으로 간단하게 A/V 관리를 가능하게 하고, 모든
참가자가 서로를 연결하고, 관여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회의 공간을 위한
사용자 친화적인 IT 제어와 동업자로써 협업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원활한 전환 제공 / 수상 경력에 빛나는 웹 GUI를 통한 모든
소스의 중앙 집중식 제어
ATEN’s Seamless Switch 기술은 지연없이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연속 비디오
스트림을 제공하고 유지하며 즉각적인 실시간 소스의 전환을 지원하는 동시에 레드닷
어워드 수상 경력에 빛나는 인터페이스는 모든 휴대용 장치에서 직관적인 중앙 집중식
제어 기능을 제공합니다.

독립적인 오디오 제어를 위해 HDMI 신호로부터 오디오 분리 허용
ATEN의 원활한 전환 기술은 지연 없이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연속 비디오
스트림을 제공하고 유지하며 즉시 실시간 소스의 전환을 지원하는
동시에 레드닷 어워드
VK2100
수상 경력에 빛나는 인터페이스로 모든 휴대용 장치에서 직관적인 중앙 집중식 제어
기능을 제공합니다.

VM1600

다이어그램 - B1

카메라

다목적 회의 공간:
대규모 세미나 / 교육을 위한 4개의 개별

2x2 비디오 월

회의실을 유연하게 통합할 수 있습니다.

HDMI 출력

프로젝터
무선 라우터
HDMI 입력

디지털 포디움

USB 입력

모니터
USB 입력

원활한 전환 제공 / 레드닷 어워드 수상을
받은 웹 GUI를 통한 모든 소스의 중앙

오디오 믹서

집중식 제어

독립적인 제어를 위해 VC880을 사용하여
비디오에서 오디오 신호를 분리합니다

비디오
컨트롤
오디오
네트워크

ATEN 장치
그 외 장치

다이어그램

모니터
프로젝터

VGA 입력 x2

HDMI 입력
모니터 1
모니터 2

HDMI 입력 x2

HDMI 입력

무선 라우터
회의 시스템

비디오
오디오
네트워크

ATEN 장치
그 외 장치

솔루션 구성 다이어그램 - B1

프로젝터 x5

연장기 VE801R

연장기 VE801T

HDMI 입력 x4

연장기 VE801T

방

USB 입력 x8

연장기 VE801R

모니터 x4

연장기 VE801R

방

USB 입력 x8

연장기 VE801T

카메라 x2

진료실

연장기 VE801T

연장기 VE801R

오디오
디임베디더 VC880

모듈러 매트릭스 스위치
네트워크

연장기 VE801T

연장기 CE260

비디오
오디오
컨트롤
무선

강당

HDMI 오디오
디임베디더 x8
VC880

무선 라우터

연장기 VE801R
HDMI 매트릭스 스위치
+ 스케일러

ATEN 장치

HDMI 입력

그 외 장치

디지털 포디움

포트
VGA/오디오 KVM 스위치

2 x 2 비디오 월

오디오
믹서

솔루션 구성 다이어그램 - 9F & 10F

회의실 A

회사 사무실

프로젝터
HDMI 입력

무선 라우터

HDMI 매트릭스 스위치

모니터
HDMI 입력
HDMI 매트릭스 스위치
+ 스케일러

HDMI 입력

회의실 B

회의

HDMI 스위치

시스템

HDMI 입력

모니터

HDMI 입력
모니터 1

모니터 2

회의실 C
비디오
무선

VGA 입력

ATEN 장치
그 외 장치

VGA 입력

VGA/오디오 스위치

모니터

제품

VM1600

16 x 16 모듈러 매트릭스 스위치
16개의 비디오 소스를 16대의
디스플레이에 연결 가능한 솔루션
비디오 월 – 직관적인 웹 GUI를 통해
커스텀 비디오 월 레이아웃 생성

VM7804

4-포트 HDMI 입력 보드

Seamless Switch™
- 지속적인 비디오 스트림,
실시간 전환 및 안정적인 신호
전송 제공

VM8804

4-포트 HDMI 출력 보드 + 스케일러

제품
VM0404H

4 x 4 HDMI 매트릭스 스위치

VM5404H

4 x 4 HDMI 매트릭스 스위치 + 스케일러
4개의 HDMI 소스를 4대의 HDMI
디스플레이에 연결 가능한 솔루션
Seamless Switch™ 를 통해 실시간
전환 및 안정적인 신호 제공

EDID Expert™- 부드러운
전원 켜짐 및 고품질 디스플레이를
위한 최적의 EDID 설정 선택

VS381

3-포트 HDMI 스위치

다양한 프로필을 설정하고 여러 비디오
소스를 신속하게 관리할 수 있는
사용하기 쉬운 웹 GUI

VS0401

4-포트 VGA/오디오 스위치

제품
VE801

HDMI HDBaseT-Lite 연장기 (4K@40m)
(HDBaseT Class B)

VC880

HDMI 리피터 + 오디오 디임베디더
HDMI 입력 신호를 최대 15m까지
재전송
HDMI 오디오 신호를 추출하고
추가 오디오 소스로 출력.

옵티컬/코엑시얼 디지털 오디오
및 아날로그 스테레오 오디오* 지원.
빠르고 다양한 프로파일 설정을
지원해주는 사용하기 쉬운 웹 GUI

CS1758

8-포트 PS/2-USB VGA/오디오 KVM 스위치

우수한 비디오 품질
- 최대 1920x1080 (1080p) 지원

UCE260

USB 2.0 Cat 5 연장기 (최대 6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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