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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일하고 만나는 방식은 변화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기업 환경에서 명확하고
효율적인 의사 소통은 필수적이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대다수의 의사 소통은 
다양한 회의실 환경에서 이루어집니다. 유동적인 회의 공간에서나 세계 곳곳의 사람들과
실시간으로 공동 작업을 하게 될지라도 공간 기술은 완벽한 회의와 교육 프로그램 또는 
화상 회의를 위한 적절한 공간을 만드는 데 있어 참가자들 간의 더 큰 커뮤니케이션을 
촉진하고 목표 달성에 도움을 줍니다.

ATEN 회의실 기술로 최대한의 잠재력을 발휘하십시오. ATEN 솔루션은 모든 
규모의 회의실 환경에 필요한 유연성, 사용 편의성 및 제어 기능을 제공하며 
오늘날의 정보 중심 글로벌 비즈니스 세계에서 성공하기 위해 중요한 활동을 
장려하고 증대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ATEN 공동 회의실 솔루션은 단순하고 지능적이며 확장이 가능합니다. 

기업 A/V 시스템 통합 업체 및 회의실 인프라 솔루션을 구현하는 업체의 경우 기업 회의 
공간을 어떻게 재현할 것인가에 대한 파악이 중요합니다. 비즈니스 문화의 최신 트렌드는 
세계화 경제에서 비즈니스를 수행하기 위한 차분하고 침착한 방식에 있습니다.  
반면 사무실과 회의실을 세련되고 현대적인 영감을 주는 공간으로 성공적으로 전환 시키는 
것은 작업공간 디자인의 주축을 구성하는 기술과 관련됨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 기술은 
실제 비즈니스 가치 측면에서 결과를 제공해야 합니다.

회의실 솔루션에 대한 요구는 유연성, 단순성 및 사용자 경험에 기반한 사용 편의성들이 주를 
이루지만 솔루션은 개인 근로자와 회사 전체에 대한 생산성 향상을 가져와야 합니다. 
사용자는 회의 시스템을 설정하거나 복잡한 기술을 배우는 데 낭비 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보다는 회의의 내용에 초점을 맞추고 목표를 달성해야 합니다.

회의의 흐름을 제어하는 최상의 Pro A/V 도구를 제공하는 것이 회의 효율성의 핵심입니다. 
ATEN은 37년 이상의 우수한 경험과 연결성 및 제어 기술 분야의 500개 이상의 특허를 
통해 오늘날 급변하는 세계적인 협업을 위한 작업 공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최상의 회의실 
솔루션으로 전환 할 수 있습니다. ATEN을 선택하는 것은 곧 생산성을 택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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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동적인 참여와 글로벌 협업의 진화
 

협업적이고 상호작용적인 기술의 계속적인 증가와 더불어 전 세계 사람들과 작업해야 하는 필요로 인해 회의 환경에 대한 
발전 요구가 있어 왔습니다. 이러한 공간에서 무엇을 달성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대치가 생산성과 목표 달성에 맞춤화된 
혁신적인 길을 열었습니다.

회의실 형태는 변화되었으며 솔루션은 실제로 해당 형태를 보강하고 특정 활동을 장려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전의 정적인 
회의실 공간이 보다 역동적이고 협업적인 형태로 바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공동의 멀티미디어 기술을 통해 잠재적인 시장 
동향 및 회사 목표와 같은 정보를 공유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관리자는 회의에서 가시적인 결과를 원하고 따라서 원격 
거리에 있는 동료도 의사 결정과 문제 해결을 하고 위험 사항을 제어 하기 위해 회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형태와 기대치는
바뀌었고 이제는 모든 참가자들이 합의에 도달하고 목표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토론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세계의 모든 사람이 서로 대면할 수 있는 카메라를 두고 디지털 데이터 스트리밍, 컨텐츠 공유 및 모바일 연결 솔루션을 통해 
회의실을 역동적인 장소로 전환합니다. 이는 곧 지역, 국가, 대륙을 초월하여 최적화된 커뮤니케이션 효율성 안에서 상호 이익의 
추구로 이어져 사람들이 합의에 도달 할 수 있게 합니다.

지구촌 전망과 미묘한 변화들로 인해 화상 회의 시스템을 기반으로 향상된 생산성 대한 기대치는 높아졌습니다. 성공적인 
협력적 화상 회의를 통해 방향성과 단일의 목표를 얻어낼 가능성이 더 커졌습니다. 합의된 공통의 목표를 향해 함께 일하는 
것만이 오직 유익한 길일 것입니다. 

사물인터넷(IoT)과 회의실 환경 관리 
최근 회의 공간들은 진행을 용이하게 하도록 특별히 설계되어 회의 참석자들의 행동을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점점 더 우리는 회의실 자체 환경을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은  사물인터넷(IoT)이 시작되는 장소입니다. 회의실 공간의 많은 부분은 (조명, 커튼, 카메라, 스크린) 센서 기술과 
통합 제어 시스템에 의해 네트워크화 하고 제어 될 수 있습니다. 사전 프로그래밍 된 작업은 완전한 자동화 작동을 제공하고 
지능적으로 장치 간의 대화를 용이하게 합니다. 회의 참가자가 도착하면 조명이 켜지도록 프로그래밍하거나 오디오를 감지하는 
카메라에 말하면 누구나 비디오 디스플레이를 구동시킬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가능성은 끝이 없습니다. 각 회의실에서 사용 
장치를 제어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관리자가 언제든지 여러 회의실의 작동 상태를 신속하게 확인하고 유지 관리 및 기술 지원을 
위해 특정 하드웨어의 상태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통합 제어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이처럼 효율적이고 직관적인 접근 방식은 회의 공간의 범위나 기능에 관계없이 공간 관리를 단순화하고 회의 흐름을 제어
하며 협업에 매우 효과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BYOD 및 회의 공간 기술의 발전
최신 기술이 우리 삶의 모든 면을 바꿔 놓은 것처럼 회의실 환경에서 사용하는 도구는 단조롭고 우중충한 방에서 직원들이 
지루해 할 법한 칠판식 프레젠테이션으로부터 벗어나 변화하고 있습니다. IT가 소비자 중심으로 변해가면서 개인 디바이스의  
활용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BYOD (Bring Your Own Device) 는 구현자가 현 시점에서 고려해야 할 회의실 기술의 발전을 상징하는 하나의 개념입니다. 
BYOD는 사용자 경험과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밝혀졌지만 태블릿, 휴대폰, 랩톱과 같은 컴퓨터 장치를 직장에서 사용하는 
직원들에게 극복해야 할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 장치를 기업 네트워크에 연결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전에는 네트워크 
관리자가 관리하지 않았던 추가 보안 기능을 필요로 하지만 회의실 시나리오에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회의 참가자는 자신의 기기에서 컨텐츠를 공유하고 동기화해야 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솔루션은 모든 장치가 서로 연결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 상호 운용성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이러한 상호작용적인 기술은 참가자들이 대형 스크린 4K 디스플레이와 
프로젝터에 자신의 기기를 원활하게 연결할 수 있으며 카메라를 따라 초점을 한 발표자에서 다른 발표자로 손쉽게 전환 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발표자는 프레젠테이션을 참가자의 모바일 장치와 동기화하여 근거리 및 원격으로 자신의 아이디어를 
제공 할 수 있습니다.



ATEN 회의실 솔루션을 사용하면 전 세계 사람들과 실시간으로 공동 작업을 하고 다양한 인터페이스를 통해 여러 장치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유선 및 무선 장치 모두를 손쉽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프레젠테이션 중 컨텐츠를 공유하고, 모든 

장치가서로 협업하여 비디오 회의 설정을 단순화 할 수 있으며, 모바일 장치의 한번의 클릭으로 회의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호환성으로 회의실 환경을 강화 할 수 있고 장치 간의 통신을 지능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모바일 장치에서 대규모 

회의실을 중앙제어를 할 수 있고  강의 또는 교육과 같은 다양한 회의 프로파일 간에 즉시 전환 가능하며 회의 환경이 

무엇이든 ATEN은 맞춤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다중 입력/출력 
핫 플러그형 팬과 전원 모듈을 갖춘 모듈식 스위치 설계 및 다양한 입력/출력 보드를 통해 편리함과 다양한 기능 제공합니다.
디스플레이 포트, HDMI, SDI, DVI 및 VGA 형식 모두 지원됩니다.

간단한 환경 설정
모든 모바일 장치에서 보여지는 직관적인 UI를 통해 원격 통합 환경 제어로 환경 설정을 쉽고 빠르게 합니다. 
간단하게 연결하시고 모든 ATEN 장치를 제어하십시오.

원활한 상호 작용을 하는 지능적인 제어 
사전 프로그래밍 된 작업은 자동화 된 고급 작업을 제공하고 지능적으로 장치 간 통신을 용이하게 합니다. 장치와 
사용자 간의 상호 작용을 부드럽게 호환성 문제없이 보장합니다. 사용자 정의된 GUI에서 간단한 선택과 터치로 
하드웨어 장치를 제어합니다.

사용하기 쉬운 제어 인터페이스

 
직관적이고 사용하기 쉬운 제어 인터페이스는 기술 경험이 적은 사용자가 시스템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작동 
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사용자를 위한 쉬운 학습을 보장하고 회의 안건에 보다 빨리 집중할 수 있습니다.

호환성과 확장성  
회의실 환경이 발전함에 따라 유연하고 미래지향적인 솔루션을 담은 확장 툴을 활용하면 확장이 손쉬워 집니다. 

복합적 컨텐츠 소스의 완벽한 실시간 공유
스케일러 기능이 탑재된 ATEN의 Seamless SwitchTM 기술은 화면전환 시 0초에 가까운 전환 속도를 제공하고 
HDBaseT 기술은 대기 시간을 최소화하여 최대 100미터 거리 확장을 제공하므로 회의 흐름이 중단되지 않습니다.

안정적인 A/V 변환
EDID Expert™ 은 잠재적인 호환성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최고의 기능을 제공하며 IT 관리자가 추가적으로 
미팅에 참석할 필요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레드닷 어워드 디자인상 수상, 웹 GUI를 통해 직관적으로 비디오월 제어
화상 회의, 프레젠테이션, 교육 환경을 위해 다양한 비디오월 레이아웃으로 사용자 정의된 프로파일을 생성하는 
비디오 월 기능을 사용하기 쉬운 웹 GUI로 이용합니다.

ATEN 회의실 솔루션  ATEN 회의실 솔루션  
주요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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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레젠테이션 3 다기능 회의 

모듈형
매트릭스 /
매트릭스
스위치

연장기

KVM / PDU컨버터

제어
시스템

2 화상 회의 

매트릭스 
스위치

연장기

컨버터

제어
시스템

3가지 회의실 환경

GUI

EDID

매트릭스 
스위치

컨버터
스위치 /
연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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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EN 제안 솔루션 :

•  여러 개의 화면 또는 비디오 월을 실시간으로 원활하게 전환
•  기존 설치 환경에 손쉽게 구축할 수 있는 태블릿 및 모바일을 통해 중앙 집중식 제어
•  원격 토론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카메라 추적 기능
•  오디오 추출 - HDMI 입력에서 오디오 신호를 추출하고 변환

회의실 시나리오

 기업의 프레젠테이션 환경에서는 가능한 한 효율적이고 흥미로운 방식으로 참가자에게 정보를 전달
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목적이 있습니다. 컨텐츠는 새로운 시장 동향과 잠재적인 비즈니스 기회에 대한 
프레젠테이션부터 교육 목적으로 사용되는 프레젠테이션이나 모든 종류의 전문 지식 전달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이 환경에서 성공의 핵심 요소는 유용하거나 독창적인 자료를 명확하게 전달하여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는 것입니다. 
따라서 프레젠테이션 솔루션은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촉진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중앙 집중식 비주얼을 중심으로 
집중화된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프레젠테이션에는 멀티미디어 컨텐츠가 증가 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그래픽 및 비디오 기반 프레젠테이션은 디스플레이 기술과 최고의 해상도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참가자들은 
태블릿, 노트북 또는 휴대폰의 컨텐츠 공유를 필요로 합니다. 

과제: 
•  프로젝션 스크린, 블루레이 플레이어와 같은 멀티미디어를 지원하는 TV와 참가자를 집중하고 단결시키는 중앙 디스플레이
•  고화질 이미지 필요
•  다양한 입력 소스 지원 필요

ATEN 제안 솔루션:

•  소스 장치가 연결될 때 자동으로 감지하고 전환 
•  EDID Expert™  - 매끄러운 전원 구동 및 최고 품질 디스플레이를 위한 최적의 EDID 설정을 선택
•  푸시 버튼으로 손쉬운 소스 선택
•  다중 제어 방법: IR, RS232, 이더넷

화상 회의 환경에서는 한 건물의 여러 회의실 또는 전 세계의 여러 지역에 있는 사무실에 연결하든 
상관없이 모든 참가자가 파트너, 동료와 단결하고 공동 작업 할 수 있는 관계를 맺고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통합된 A/V 기술은 정보 교환, 문제 해결 및 위험 제어를 위해 활용되므로 솔루션은 지연, 지체나 장애물 없이 효과적인 
통신을 지향해야 합니다. 이러한 종류의 그룹 대면식(Group face-to-face) 비즈니스 리뷰를 통해 여러 참가자가 공동 
작업을 하고 영감을 공유합니다. 그 과정은 오늘날 기업 비즈니스 모델의 중요한 핵심이므로 화상 회의 솔루션에 대한 기대치가 
높습니다. 유동성 및 통신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화상 회의로 설정을 지원하고 디지털 오디오와 함께 여러 개의 고해상도 
비디오 디스플레이를 동시에 유지 관리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상호 운용성 과 여러 입력 간의 원활한 전환도 중요합니다.

과제: 
•  사용이 쉬운 화상 회의 설정
•  회의 내내 여러 개의 동시 비디오 피드 유지 관리
•  상호 운용성 및 여러 입력 간의 원활한 전환
•  안정적이고 깨끗한 오디오 / 비디오 신호
•  고품질 이미지 요구 사항 

HDMI 스위치 + VGA/DVI/디스플레이 포트 to HDMI 컨버터 

HDMI 매트릭스 스위치 + 컨트롤 시스템

1 프레젠테이션 환경

2 화상 회의 환경  

3 다기능 회의 환경 

다기능 회의 환경은 일반적으로 프레젠테이션, 화상 회의 및 회사 교육 환경의 조합이므로 여러 컨텐츠 
간에 편리하고 즉각적인 유연한 공유를 위해 최적화 된 공동 작업 멀티미디어 기술이 필요합니다. 프레젠
테이션과 토론을 위해 참가자들을 연결하고 디지털 데이터 스트림을 공유하며 멀티미디어를 나타내기 위한 고해상도 
비디오와 그래픽을 포함한 다중 디스플레이 스크린 및 비디오월을 아울러 A/V 회의 시스템을 통합합니다. 이러한 대규모 
회의 환경을 고려해볼 때 고급 설정에는 원거리 지원이 필요하고 A/V 솔루션의 모든 측면을 관리하는 직관적인 제어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BYOD 트렌드 추세의 일부로써 장치간 협력 방법을 사용자에게 제공하여 상호 호환성을 촉진하게 합니다. 
이러한 종류의 다기능 회의 환경은 가장 역동적인 작업 공간 중 하나이며 따라서 솔루션은 유연하고 확장이 가능해야 합니다. 

과제: 
•  협업 기술을 통해 여러 컨텐츠 소스간에 즉각적이고 유연한 공유가 필요
•  다양한 사용 시나리오간에 신속한 전환이 필요
•  대형 스크린, 비디오 월 배치로 인해 간편한 설치
•  중앙 환경 통제 필요 
•  다양한 인터페이스 입력과 장거리 전송 필요

ATEN 제안 솔루션:

•  태블릿 및 모바일 컴퓨터를 통한 중앙 집중식 제어, 이더넷 기반 제어가 기존 설치에 쉽게 구현
•  다양한 확장 툴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필요 시 유연성과 확장성을 제공 
•  HDBaseT기술은 최대 100미터까지 4K 해상도로 장거리 신호 전송을 위해 간단하고 비용 효율적인 솔루션을 제공 
•  간편한 비디오 월 설정 및 스케일러와의 통합
•  핫 플러그 모듈을 갖춘 모듈 스위치 설계로 안정성이 향상되고 유지 보수 비용은 최소화

 

모듈형 매트릭스 스위치 + 제어 시스템



ATEN 회의실 
솔루션 적용 사례 

화상 회의 
솔루션

프레젠테이션   
솔루션

화상 회의 솔루션 - A/V 시스템 통합 업체, 일본

화상 회의 분야에 있어 탁월한 일본의 고급 비디오 회의 시스템 공급 업체 중 하나입니다. 
해당 업체는 최신 회의 솔루션의 혁신을 보여주기 위해 도쿄 본사 기업 회의실에 최상의 
솔루션을 공급하길 원했습니다. 기존의 화상 회의 하드웨어와 원활하게 통합되며 듀얼 
디스플레이 HDMI 기능을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추적 카메라 및 다양한 비디오 
입력 소스와 상호 운용되고 태블릿 및 iPad의 입력을 받아 들일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ATEN 솔루션

기존 화상 회의 시스템과 완벽하게 통합된 스케일러를 갖춘 ATEN 매트릭스 스위치는 
여러 소스의 비디오를 중앙 집중식으로 관리하고 HDMI를 위한 EDID Expert 및 ESD 보호
기능을 제공합니다.

                 

VM5808H - 8 x 8 HDMI 매트릭스 스위치 + 스케일러
VC182 - VGA/오디오 to HDMI 컨버터 + 스케일러
VC180 - VGA/오디오 to HDMI 컨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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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 유럽 기술 아카데미 및 혁신 평가 협회, 독일
(EA European Academy of Technology and Innovation Assessment)
 
EA는 1996년에 설립된 비영리 학제 간 연구 기관으로서 사회와 기술 발전의 관계를 
연구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아카데미는 미래 시나리오를 정책 입안자 및 비즈니스 
리더와 잠재적인 영향을 공유합니다. EA는 종종 관계자들을 모아 연구 성과를 제시하고 
평가합니다. 이때 유연하고 사용이 쉬운 프레젠테이션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방문자와 
연구원은 랩톱, 태블릿, 스마트 폰을 사용하여 대형 비디오 월에 결과를 보여줍니다.

ATEN 솔루션

ATEN 솔루션은 레드닷 어워드 디자인상을 수상한 웹 사용자 인터페이스로 신속하게 
프로파일을 제어하고 스케줄링과 설정을 제공합니다. DCI 4K @60Hz 지원은 최대 
40미터 및 1080p에서최대 70 미터의 깨끗한 4k 비디오를 제공합니다. HDMI 입력은 
회의에서 참석자들의 자체 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관계자들의 
통합을 지원했습니다.

 

VM3909H - HDMI HDBaseT-Lite 매트릭스 스위치

Wireless Router

VK2100

VM5808H

Conferencing System 1
Polycom HDX8000

Conferencing System 2
Polycom RPG 500

PC

VC182

VC180

Video
Control
Network

ATEN Device

Other Device

ATEN Control 
System App

VGA Input

HDMI Input

무선 라우터

랩톱, 스마트폰, 태블릿과
같은 개인 장치를 연결하는 

6개의 추가 HDMI 입력 단자 사용자

그 외 장치

비디오

네트워크

비디오
컨트롤
네트워크

ATEN 장치

그 외 장치

VGA 입력

무선 라우터

회의 시스템1
Polycom HDx8000

Polycom RPG500
회의 시스템2

HDMI 입력

ATEN 장치

ATEN 컨트롤
 시스템 앱

수상 경력
웹 GUI



ATEN International, 대만
ATEN International은 통합 KVM, 전문 A/V, 지능형 전력 솔루션을 비롯한 
IT 연결 및 관리 솔루션의 선두 업체입니다. 회사의 주요 회의실에 있는 A/V 
장비를 개선해야 했고 회사는 회의실을 최첨단 공간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공간은 최신 ATEN 솔루션을 위한 회의실, 교육 공간 및 ATEN 제품을 직접 
체험하고 사용할 수 있는 데모 영역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ATEN 솔루션

ATEN 솔루션은 사용하기 쉽게 모든 것을 제어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하고, 
사전 구성된 회의 시나리오로 전환 할 수 있도록 한 번의 터치 기능이 특징입니다. 
또한 고해상도 비디오 화질과 편리한 중앙 집중식 대화형의 회의 경험을 더 많이 
제공하는 한편 ATEN 컨트롤 시스템 앱으로 휴대용 장치의 무선 제어가 표준화 
되었습니다.

VK2100 – 컨트롤 박스
VK224 - 4포트 시리얼 확장 박스 
VM1600 - 16x16 모듈형 매트릭스 스위치
VE805R - HDMI HDBaseT-Lite 수신기 (+스케일러)
VE801T - HDMI HDBaseT-Lite 연장기
VS162 - 2포트 DVI/오디오 분배기
VS0801H - 8포트 HDMI 스위치
KE6900 - USB DVI-I 싱글 디스플레이 KVM Over IP 연장기
CL6708MW - 싱글 레일 8포트 DVI FHD LCD KVM 스위치
PE6208A - 8 아울렛 에코 PDU

Optoma, 대만
Optoma는 비즈니스, 교육, 전문 오디오/비디오, 홈 엔터테인먼트를 위한 프로젝션과 
오디오 제품에 있어 선두적인 설계 및 제조 업체입니다. Optoma 본사는 고성능 
프레젠테이션과 회의 시스템으로 회의실을 개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존 복잡한 
시스템을 개선하고자 사용 편의성은 높이고 사용자의 혼란은 최소로 줄이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핵심 사항은 다양한 조명 환경, 컴퓨터의 소스 피드, 믹스 앤 매치 A/V 출력 간에 
신속하게 전환 할 수 있는 직관적이고 자동화된 제어를 요구했습니다.

ATEN 솔루션

ATEN의 경제적인 솔루션은 해당 기업 회의 시스템의 모든 요구 사항을 쉽게 충족시킬
수 있는 단순함을 제공하여 완전하고 견고하며 신뢰할 수 있는 자동화 솔루션을 제공
하였습니다. 편리한 조작으로 장치를 켜고 끄고 조명을 제어하여 VC880을 사용하여 
비디오에서 오디오 신호를 쉽게 분리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정의된 UI는 모든 모바일 
장치에서 간편한 중앙 집중식 무선 제어를 제공합니다.

VK2100 – 컨트롤 박스
VM5404H - 4 x 4 HDMI 매트릭스 스위치 (+스케일러)
VE801 - HDMI HDBaseT-Lite 연장기
VC880 - HDMI 리피터 (+오디오 디임베디더)
VC182 - VGA/오디오 to HDMI 컨버터 (+스케일러)
UEH4002 - 4포트 USB 2.0 Cat 5 연장기

다기능 회의실
솔루션

다기능 회의실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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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장치

ATEN 장치

파트너 장치

프로젝터

무선 프레젠테이션 시스템

프로젝터

비디오

컨트롤

오디오

네트워크

그 외 장치

ATEN 장치

비디오

컨트롤

오디오

전원

네트워크

VGA 입력

e보드

스크린

비디오 회의 시스템

HDMI 입력

ATEN 컨트롤
 시스템 앱



ATEN 주요 제품 

•  매트릭스 스위치 + 스케일러
  VM6404H (HDMI, 4K)
  VM3404H / VM3909H (HDBaseT-Lite, 4K)
  VM5404H / VM5808H (HDMI, 1080p)
  VM5404D / VM5808D (DVI, 1920 x 1200)

컨버터
VC182 / VC981 / VC880

ATEN Pro A/V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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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M Seamless 스위치 시리즈 웹 GUI

2017, 4분기

•  6 x 8 4K HDMI 매트릭스 스위치
VM6809H

•  16 x 16 HDMI 매트릭스 스위치 - 스케일러
VM51616H

•  4-포트 True 4K HDMI 스위치
VS481C

•  8-포트 True 4K HDMI 스위치
VS0801HA

•  4 x 4 / 8 x 8 True 4K HDMI 매트릭스 스위치
VM0404HB / VM0808HB

2018, 1분기

출시 예정 제품 스위치
VS481A / VS481B / VS482 / VS0801H

연장기
•  HDBaseT-Lite, Class B (4K@40m)
    VE801 / VE802, VE601, VE901

•  월 플레이트
VE806 / VE807

•  무선 연장기
VE819 / VE829

•  4K HDMI 매트릭스 스위치
  VM0404HA / VM0808HA
  VM0202H
 

•  HDBaseT Class A (4K@100m)
VE812 / VE813 / VE814

•  이퀄라이저
VE800A / VE803 / VE810

모듈형 & 비디오 매트릭스 스위치

•  모듈형 매트릭스 스위치
  VM1600 / VM3200



ATEN 컨트롤 솔루션

•  구성 소프트웨어
VK6000

Aten Control System
ATEN

3+

安裝

AndroidiOS Windows

•  ATEN 컨트롤 시스템 모바일 앱

자세한 내용 알아보기

컨트롤 시스템

•  컨트롤 박스
VK1100 / VK2100

•  확장 박스
VK224 4-포트 시리얼
VK236 6-포트 IR
VK248 8-포트 릴레이

•  컨트롤 인터페이스 
VK108US 8-버튼 키패드 (US, 1 Gang)
VK112EU 12-버튼 키패드  (EU, 2 Gang)

COMING 
SOON

(Q4,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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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EN International Co., Ltd.는 1979년에 설립되었으며 IT 연결 및 관리 솔루션을 제공하는 선두 업체입니다. 통합된 KVM, 전문 A/V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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