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DBaseT 솔루션

더 멀리, 더 쉽게



차세대 통신 연결 방식에 대한 기여

HDBaseT ™ 얼라이언스의 오랜 회원인 ATEN은 비디오 매트릭스 스

위치 및 고화질 비디오 / KVM 연장기 및 분배기를 포함한 HDBaseT 

™에서 인증한 30여명의 인증된 HDBaseT 트레이너와 20개 이상의 

Pro A/V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ATEN은 HDBaseT 얼라이언스의 설치 업체 전용 회사 페이지와 같은 

새로운 특전 외에도 약 40여년간의 IT 관리 및 KVM 제어 경험을 공유

하여 AV 및 IT 기술의 통합을 더욱 가속화 하는 제품 사양을 정의함으

로써 고객과 솔루션 파트너 양쪽 모두가 시대를 선도하는데 이바지 하

고 있습니다.

▪ Since 2013

▪ Contributor member

▪ +30 ATEN-HDBaseT trainers

▪ +20 ATEN-HDBaseT products 

모듈형 매트릭스 스위치   

비디오 매트릭스 스위치 

비디오 분배기 

비디오 연장기 

KVM 연장기

ATEN HDBaseT 프로필 



더 적은것으로 더 많은 효과를 내는 HDBaseT

HDBaseT 기술은 Pro A/V 설비에 이상적이며 단순함을 제공하고 최대 100m까지4K Ultra HD 신호를 전하는 비용 효율

적인 솔루션입니다.

단순한 케이블 배선
HDBaseT™ 연장 기술을 적용하여 송신기 및 
수신기 장치를 단일 Cat 6/6a 케이블로 연결합
니다.

Anti-jamming 디자인
HDBaseT Anti-jamming 기술은 고품질 비디
오 전송 중에 신호 간섭을 줄입니다.

장거리 전송
단일 Cat 6/6a 케이블을 사용하여 최대 
100~150m까지 비압축 비디오 및 오디오 신호
를 전송합니다.

POH (Power over HDBaseT)
Cat 6/6a 케이블을 통해 전원 소스 장비 (PSE)
로부터 장거리의 전원 장치 (PD)에 전력을 전달
합니다.

Ultra HD 및 고품질 오디오
Full HD, 3D 및 4K x 2K, Dolby TrueHD, DTS 
HD 마스터 오디오 지원 

유연한 제어
다양한 제어 신호를 제공 - CEC, RS-232, 이더
넷, IR, USB 2.0

HDBaseT
이더넷전원제어

(RS232/IR/CEC)
USB 오디오HDMI



비디오 월을 포함한 HDBaseT 매트릭스 솔루션
ATEN HDBaseT 매트릭스 스위치 및 스케일러 기능이 있는 HDBaseT 수신기는 장거리 비디오 전송을 보장하고 Seamless 

스위칭 및 스케일링 기능을 통해 선명한 비디오 월 경험을 제공합니다.

VM3200 / VM1600

VE805R VE816R

VM3909H / VM3404H
32x32 / 16x16 모듈형 매트릭스 스위치

HDMI HDBaseT-Lite 스케일러 수신기 4K HDMI HDBaseT 스케일러 수신기

9x9 / 4x4 HDMI HDBaseT-Lite 매트릭스 스위치

호환 가능한 HDBaseT 입력/출력 보드
VM7514 / VM8514

HDCP 1.4





Cat 5/6 케이블을 통해 장거리로 단일 입력 소스로부터 장거리에 있는 다수의 디스플레이에 고품질 HDMI 컨텐츠를 전송하

는 경제적인 방식

VS1814T / VS1818T

VE801R VE812R VE811R

4-포트 / 8-포트 HDMI HDBaseT 분배기

HDMI HDBaseT-Lite 수신기

(4K@40m)

HDMI HDBaseT 수신기

(4K@100m)

HDMI HDBaseT 수신기

(롱 리치 모드 지원 – 최대 150m)

HDBaseT 미디어 분배 솔루션

Long Reach 
Mode





HDBaseT 비디오 연장기 시리즈
HDBaseT 2.0 (최대 100M) 

VE1832

디스플레이 스트림 압축 (DSC)

True 4K HDMI/USB HDBaseT 2.0 연장기

Long Reach 
Mode

디스플레이 스트림 압축(DSC) 기술을 통해 단일cat 
6 케이블로 최대 100m까지 True 4K 비디오를 연장

독립적인 스테레오 & SPDIF 토스링크 및 동축 오
디오 입력/출력 지원

• 시각적인 손실 없는 압축을 위한 VESA 표준

• 비디오는 라인 별로 압축되어 매우 낮은 대기 시간을 제공

• 2:1 또는 3:1의 매우 가벼운 압축률

Coming Soon



HDBaseT Class A (최대 100M)

VE811 VE812 VE813A
HDMI HDBaseT 연장기 HDMI HDBaseT 연장기 HDMI / USB HDBaseT 연장기

Compact size

VE814A VE1812VE816R
HDMI HDBaseT

듀얼 출력 연장기
HDMI HDBaseT POH 연장기4K HDMI HDBaseT

스케일러 수신기

POH

Long Reach 
Mode

Long Reach 
Mode

Long Reach 
Mode



VE2812T
HDMI & VGA HDBaseT 송신기

Long Reach 
Mode



VE801 VE802 VE805R
HDMI HDBaseT-Lite 연장기 HDMI HDBaseT-Lite

POH 연장기

HDMI HDBaseT-Lite

스케일러 수신기

VE901 VE601
DisplayPort HDBaseT-Lite 연장기 DVI HDBaseT-Lite 연장기

HDCP 1.4

HDBaseT Class B (최대 70M)

POH



비교

기능 VE601 VE801 VE802 VE901 VE805R VE811 VE812 VE813A VE814A VE816R VE1812 VE2812T 

비디오
인터페이스

DVI HDMI HDMI DP HDMI HDMI HDMI HDMI HDMI x2 HDMI HDMI
HDMI 

+
VGA

HDBaseT 
Class

HDBaseT 1.0 Class B HDBaseT 1.0 Class A

거리
1080P@ 70m (max.)

1920 x1200@ 40m (max.)
1080P@ 70m (max.)

4K@ 40m (max.)
1080P@

70m (max.)
1080P@ 100m (max.)

4K@ 100m (max.)

HDCP HDCP 1.4 HDCP 2.2 HDCP 1.4 HDCP 2.2

롱 리치 지원하지 않음
Active 

사용 가능
Passive 
사용 가능

Passive 
사용 가능

Active
사용 가능

Passive 
사용 가능

Active
사용 가능

Active
사용 가능

로컬 출력 N/A N/A N/A N/A N/A N/A N/A N/A • N/A N/A N/A

오디오 N/A • (HDMI) •  (HDMI) •  (DP) •  (HDMI) •  (HDMI) •  (HDMI) •  (HDMI) •  (HDMI) •  (HDMI) •  (HDMI)
•  (HDMI) 

(Stereo)

Full range IR/
RS232

N/A N/A •  N/A •  N/A N/A N/A •  •  •  •  

이더넷 N/A N/A N/A N/A N/A N/A N/A N/A •  N/A N/A N/A

USB 2.0 N/A N/A N/A N/A N/A N/A N/A •  N/A N/A N/A N/A

POH N/A N/A •  N/A N/A N/A N/A N/A N/A N/A •  N/A

스케일러 N/A N/A N/A N/A •  N/A N/A N/A N/A •  N/A N/A



HDBaseT KVM 연장기 시리즈

CE920 CE820 CE624
USB DisplayPort HDBaseT 2.0 

KVM 연장기

USB HDMI HDBaseT 2.0 

KVM 연장기

USB DVI 듀얼 뷰 HDBaseT 2.0

KVM 연장기

Coming Soon Coming Soon

Long Reach 
Mode

Long Reach 
Mode

Long Reach 
Mode

CE620 CE610A
USB DVI HDBaseT 2.0 KVM 연장기 DVI HDBaseT 

KVM ExtremeUSB® 연장기Long Reach 
Mode



비교

모델명 CE820 CE920 CE624 CE620 CE610A

인터페이스 HDMI / HDBaseT DisplayPort / HDBaseT DVI / HDBaseT

장치간 연결 Cat 5e / 6 / 6a x 1

입력 to 출력 1 to 1

해상도 / 거리 @Cat 6a 4K@ 100m / 1080p@ 100m 1920 x 1200@ 100m / 1080p@ 100m

HDCP HDCP 2.2 HDCP 1.4 HDCP 1.4 N/A HDCP 1.4

롱 리치 모드
(1080p@ 150m)

Active 사용 가능 Active 사용 가능 Active 사용 가능 Active 사용 가능 Passive 사용 가능

듀얼 뷰 N/A N/A • N/A N/A

오디오
• (HDMI) • (DP)

• Mic in / 스피커 출력 • Mic in / 스피커 출력 N/A
• Mic in / 스피커 출력 • Mic in / 스피커 출력

RS-232 채널 • • • • N/A

이더넷 • • N/A N/A N/A

USB 채널 • • • • • (40 Mbps)

POH N/A N/A N/A N/A N/A



액세서리

2L-2910 2L-7D05H / 2L-7D03H

2L-7D02H

305M HDBaseT SF/UTP Cat 6 케이블 5m / 3m High Speed HDMI 이더넷 케이블

1.8M High Speed HDMI 이더넷 케이블

• 크로스톡을 줄이기 위한 설계

• 다수의 디지털 신호를 배포하기 위한 최적화 
HD 비디오, 오디오, 이더넷, 전원, 제어

• HDBaseT 얼라이언스에 의해 설정된 성능 요구 
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한 검증

• 최대 400 MHz까지 스위프 주파수 지원

• 최대 4K 데이터 전송 지원

Jacket
Jacket

Filler

Braid

Braid

Conductor

Insulation

Al-Mylar

Al-Mylar

HDBaseT 설치 가이드

오류없는 HDBaseT 설치를 위해 

설치 가이드를 참조하십시오.



ATEN HDBaseT 솔루션 적용 사례

교통 - 일본 기차역
일본에서 가장 큰 교통 중심지 중 하나인 오사카는 눈길을 끄는 광고와 중요한 일정 정보를 가능한한 많은 승객에게 배포하려

고 했습니다.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려면 역 전체의 기둥에 수직으로 장착된 다수의 디스플레이에 4K 컨텐츠를 표시해야 했

으며, 100m 떨어진 최대 30개의 화면에 동시에 같은 내용을 전송해야 했습니다. 또한 이 솔루션은 중앙관리가 필요했습니다.

ATEN 솔루션

소스

ATEN 장치

그 외 장치
비디오

ATEN 솔루션은 장거리 전송을 보장하기 위한 HDBaseT 기술을 활

용하여, 무거운 케이블 배선을 줄이는 동시에 하나의 입력 소스를 여

러 대상에 동시에 전송함으로써 설비에 필요한 전광판 플레이어의 개

수를 줄였습니다.

 
VS1818T – 

4K 8-포트 HDMI HDBaseT 분배기

VE812R – 

4K HDMI HDBaseT 수신기



소매점 - 인도 3C 체인점

인도의 주요 가전 소매 체인점 중 하나는 매장 내 4K 및 Full HD TV 디스플레이 설치로 프로모션 정보와 공지 사항을 전달하

여 고객에게 매력적인 쇼핑 분위기를 조성하길 원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4K 및 1080p 해상도, 다양한 크기, 브랜드, 사양을 

가진 가진 다양한 디스플레이와 호환되어야 했으며, 재생을 위한 다양한 소스 장치를 지원하고 특정 소프트웨어 및 앱을 통해 

비디오를 재생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디스플레이와 소스 간의 거리는 평균 약 50m 였습니다.

ATEN 솔루션 

ATEN은 Pro AV 장비의 완벽한 통합을 가능하게 하는 HDBaseT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4K 및 1080p 컨텐츠를 쉽게 업/

다운 스케일링 할 수 있는 HDCP 호환 솔루션을 제공하였으며, 단일 케이블을 사용하여 최대 100m까지 수신기에 4K 비디오 

출력을 제공하였습니다.

VM6404H – 

4K 4x4 HDMI 매트릭스 스위치

VE814A – 

HDMI HDBaseT 듀얼 디스플레이 연장기

VS0108HA – 

8-포트 4K HDMI 분배기



서비스 - 영국 Elevens Bar & Grill

웨일즈와 레알 마드리드 축구 선수인 가레스 베일 (Gareth Bale)이 새롭게 출시한 스포츠 바인 Elevens Bar & Grill은 손님들

에게 세련되고 현대적인 환경에서 2개 층에 걸쳐 20대의 평면 스크린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스포츠 이벤트를 멋진 4K로 방송

할 수 있는 탁월한 스포츠 경기 시청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최첨단 솔루션을 원했습니다. 

이 솔루션은 직원이 사용하기에 문제가 없어야하고, 나중에 비디오 소스 또는 디스플레이의 수를 확장할 수 있는 옵션을 유지

해야 했습니다.

ATEN 솔루션

모듈형 매트릭스 스위치의 HDBaseT 기술과의 완전한 상호 운용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ATEN은 4K 컨텐츠의 원활한 배포를 

보장하는 완벽한 솔루션을 제공함과 동시에 직원이 아이패드를 통해 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사용자를 위한 간단한 컨텐츠 제어 

기능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합니다.

VM3200 – 32 x 32 모듈형 매트릭스 스위치

VK2100 – ATEN 컨트롤 시스템 - 컨트롤 박스

VE801T – HDMI HDBaseT-Lite 송신기

VE812R – HDMI HDBaseT 수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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