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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essional A/V Solutions

8x8 비디오 매트릭스 스위치 + 오디오

제품 사양

제품 특징

ATEN의 VanCryst VM0808 8x8 비디오 매트릭스 스위치는 8대의 VGA 

모니터, 디스플레이, 프로젝터에 8개의 VGA 소스 장치를 동시에 연결 할 

수 있습니다. VM0808은 최고의 대역폭, 높은 호환성을 위한 EDID 모드 

선택, 장거리 신호 전송, 손쉬운 소스/디스플레이 전환, 매트릭스 연결, 소

스/디스플레이 손실 방지를 위한 전원 감지와 같은 혁신적인 고유기능을 

제공합니다.

VM0808은 매트릭스 스위치로서, 각각의 입력을 일부 또는 전체 출력에 

독립적으로 연결하고, 각각의 소스 장치에서 오디오/비디오 입력을 또한 

독립적으로 전환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모든 멀티 디스플레이 오디오/비디

오 설비 내에 최상의 유연성과 제어 기능을 제공합니다.

• 8개의 VGA 비디오/오디오 입력 중 하나를 8대의 VGA 비디오/오디오 
출력 중 하나에 연결

• 장거리 신호 전송 - 최대 30 m

• 다수의 소스와 다수의 디스플레이 사이를 손쉽게 전환

• 쉬운 동작:

   • 전면 패널 LCD 디스플레이, 튜너 다이얼, 선택버튼

   • 빠른 전환을 위한 프로필 선택버튼

   • RS-232 시리얼 컨트롤러*

   • IR 리모컨

• 우수한 비디오 품질 – 최대 1920 x 1440; VGA, SVGA, SXGA, 
UXGA, WUXGA (1920 x 1200)

• EDID 전문 기술 - 다양한 EDID 모드를 통한 다양한 비디오 구성 설정

• 최대 500 MHz 대역폭 지원

• 스테레오 오디오 지원

• 오디오와 비디오 소스의 독립적인 스위칭 – 각각의 입력 소스를 유
연하게 일부 또는 전체 출력에 독립적으로 연결

• 전원 감지 - 비디오 소스의 전원이 꺼진 경우, VM0808은 자동으로 
전원이 켜진 다음 스위치로 전환

• VM0808T 장치를 3단계까지 캐스케이드 방식으로 추가 연결

• 랙(Rack) 마운트 가능

• 금속 케이스

기능 VM0808 

커넥터 

비디오 입력 8 x HDB-15 Male (Blue) 

비디오 출력 8 x HDB-15 Female (Blue) 

오디오 입력 8 x Mini Stereo Jack Female (Green) 

오디오 출력 8 x Mini Stereo Jack Female (Green) 

RS-232 1 x DB9 Female (Black) 

IR 리시버 1 x Mini Stereo Jack Female (Black) 

전원 1 x 3-prong AC Socket 

스위치 

입력 / 출력 2 x 듀얼 다이얼 

Esc 1 x 선택버튼 

Menu 1 x 선택버튼 

Profile 1 x 선택버튼 

Enter 1 x 선택버튼 

전원 1 x Rocker 

LED 
Menu 1 (Green) 

Profile 1 (Green) 

비디오
대역폭 500 MHz 

해상도 1920 x 1440 @ 60Hz 

소비 전력 120V/8W; 230V/8W

사용 환경

동작 온도 0-50ºC 

보관 온도 -20-60ºC 

습도 비 응축 상태에서 0-80% RH

외관

재질 금속 

무게 2.48 kg 

크기
(L x W x H) 

43.72 x 16.85 x 4.40 cm

RS-232

Display Devices

Hardware/Software
Controller

Source Devices

* NOTE: VM0808 AP와 GUI 작동 설명은 ATEN 웹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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