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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nce 2013

ATEN HDBaseT Profile

▪ 제휴 멤버

▪ 30+ ATEN-HDBaseT 트레이너 

▪ 20+ ATEN-HDBaseT 제품  

모듈형 매트릭스 스위치   

비디오 매트릭스 스위치  

비디오 분배기  

비디오 연장기  

 KVM 연장기

차세대 연결 연합 제휴 멤버

차세대 연결 연합 (Next Generation of Connectivity Alliance)의 

제휴 멤버로써 ATEN은 30명 이상의 자격을 갖춘 HDBaseT ™ 

트레이너와 비디오 매트릭스 스위치, 고밀도 비디오/KVM 연장기 및 

분배기를 포함한 HDBaseT ™에 의해 인증된 20개 이상의 Pro A/V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HDBaseT 연합의 인스톨러 부분의 전용 회사 페이지와 같은 새로운 

제휴 멤버 특권뿐만 아니라 ATEN은 40년의 IT 매니지먼트와 KVM 

컨트롤 경험의 특징을 공유하기 위해 연합에 초대되어 차후 AV와 IT 

기술 통합을 촉진할 제품의 특징을 정의했으며, 이로 인해 고객과 

솔루션 파트너 모두를 도와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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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B

ATEN HDBaseT KVM 연장기 특징
ATEN은 ATEN의 역량을 HDBaseT 5Play 기술과 합쳐 동시비 압축 UHD 비디오와 오디오, 이더넷, USB, 제어신호 그리고 

전원을 최대 150m까지 하나의 케이블로 전력을 전송합니다.

최대 4K 비압축 비디오 품질 전송 및 픽셀 대 픽셀 

정확도를 제공합니다.

수많은 USB 주변기기장치 호환성 테스트를 

거쳤습니다.

HDBaseT 간섭방지 기술은 고품질 비디오 전송 시 

신호 간섭에 저항합니다.

사용자는 간편히 버튼을 눌러 원격의 PC를 

대기모드에서 동작 모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KVM 신호 연장 시 인터페이스를 전환하기

위해 어떠한 송신기와 수신기도 믹스 매치

할 수 있습니다.

고품질 오디오 사용을 위한 개별 2채널 스테레오 

오디오 / PCM 디지털 오디오를 지원합니다.

50,000시간 이상의 고온 고전압 테스트 및 

1,000번의 전원 On/Off 테스트의 엄격한 

테스트 프로세스를 거칩니다.

8KV / 15KV ESD 프로텍션 내장으로 전원 서지 

발생 시 장비의 고장을 방지합니다.

복잡한 IT 설정 없이 하나의 Cat6 / 6a 케이블로 

송신기 및 수신기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RS-232, 이더넷 및 USB를 포함한 다양한 

제어가 가능합니다.

비압축 비디오 전송

뛰어난 USB 호환성

간섭 방지 기술

원격 Wake-up PC 기능

Flexible Mix and Match

오디오 지원

뛰어난 신뢰성 및 안정성

서지 프로텍션

간단한 설치

유연한 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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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624
USB DVI 듀얼 뷰 HDBaseT 2.0 
KVM 연장기

Long Reach 
Mode

CE610A
DVI HDBaseT KVM Extender 
연장기 익스트림 USB  지원® 

CE620
USB DVI HDBaseT 2.0
KVM 연장기

Long Reach 
Mode

CE920
USB DisplayPort HDBaseT 2.0 
KVM 연장기

Long Reach 
Mode

CE611
Mini USB DVI HDBaseT
KVM 연장기

콤팩트 사이즈

CE820

USB HDMI HDBaseT 2.0 
KVM 연장기

Long Reach 
Mode

HDBaseT KVM 연장기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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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B DVI 듀얼 뷰 HDBaseT 2.0 
KVM 연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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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610A
DVI HDBaseT KVM Extender 
연장기 익스트림 USB  지원® 

CE620
USB DVI HDBaseT 2.0
KVM 연장기

Long Reach 
Mode

CE920
USB DisplayPort HDBaseT 2.0 
KVM 연장기

Long Reach 
Mode

CE611
Mini USB DVI HDBaseT
KVM 연장기

콤팩트 사이즈

CE820

USB HDMI HDBaseT 2.0 
KVM 연장기

Long Reach 
Mode

HDBaseT KVM 연장기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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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명 CE920 CE820 CE624 CE620 CE611 CE610A

인터페이스 DisplayPort / HDBaseT HDMI / HDBaseT DVI / HDBaseT

장치 간 연결 Cat 5e / 6 / 6a x 1

입력 to 출력 1 to 1

최대 해상도/ 거리
4K@100m

1080p@150m(롱 리치 모드 지원)

1920 x 1200@100m

1080p@150m(롱 리치 모드 지원)

1920 x 1200@100m

1080p@1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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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롱 리치 모드 
(1080p@150m)

액티브 지원 액티브 지원 액티브 지원 액티브 지원 N/A 패시브 지원

듀얼 뷰 N/A N/A • N/A N/A N/A

오디오
• (DP) • (HDMI)

• Mic in / Speaker out • Mic in / Speaker out • Mic in / Speaker out N/A
• Mic in / Speaker out • Mic in / Speaker out

RS-232 채널 • • • • • N/A

이더넷 • • N/A N/A N/A N/A

USB 채널 • • • • • • (40 Mb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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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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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스 스터디

 

6

병원은 암과 뇌기능장애를 위한 새로운 치료의 개발을 지속하기 위한 일환으로 새로운 최신 MRI 유도 방사선 치료를 

실행했습니다. 주요 의학 및 건강관리 서비스의 높은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고정밀 비디오 품질과 정확도를 가진 신뢰성 있는 

연장 솔루션을 필요로 하였습니다.

의료 서비스 – MRI 진단

ATEN HDBaseT KVM 연장기를 사용함으로 인해 

실시간 진단을 위한 픽셀 대 픽셀 품질을 유지한 무 

압축 영상이 운영자의 방으로 전달되어 MRI 장비가 

지연 없이 접속 및 동작 됩니다.

USB DisplayPort HDBaseT 2.0 KVM 연장기

(4K@100m)

ATEN 솔루션

CE920 –



케이스 스터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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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스 스터디

다국적 레스토랑 체인은 운영 효율성, 고객 대기 시간 감소 및 레스토랑 내의 전체적인 경험을 향상 시킴으로써 전체적인 

서비스와 고객 만족도 강화를 원했습니다. 이것은 주문과 지불 과정을 자동으로 처리할 수 있는 셀프서비스 키오스크 설치 

및 양방향 광고 및 주문 알림을 제공할 수 있는 통합 디지털 사이니지 솔루션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리테일– 셀프 서비스 키오스크 및 디지털 사이니지

터치 및 지불 인터페이스를 지원하는 ATEN HDBaseT 

KVM 연장기를 통해 매장 내에 안전한 공간의 컴퓨터로 

연장되는 셀프서비스 키오스크의 유연한 배치가 가능합니다. 

디지털 사이니지 시스템 통합은 양방향 콘텐츠 가레스 

토랑을 통해 여러 지역에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ATEN 솔루션

USB HDMI HDBaseT 2.0 KVM 연장기 (4K@100m)
CE820 –

4-Port HDMI HDBaseT 분배기 (HDBaseT Class A)
VS1814T –

VE811R –
HDMI HDBaseT 수신기 (4K@100m) (HDBaseT Class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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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스 스터디

교도소는 능률적인 운영과 주요 정보의 전체 시설 접속을 강화하기 위해 시설을 업그레이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수한 

화질의 비디오 장거리 전송과 관제실처럼 서버룸의 모니터링 스테이션에서 컴퓨터를 이용한 제어가 가능하길 원했습니다.

정부 – 보안 관제실

ATEN CE624 HDBaseT 2.0 KVM 연장기는 시중에 

나와있는 비디오, 오디오, USB 및 RS-232 신호의 

가장 신뢰성 있는 장거리 전송을 제공합니다. 교통 및 

보안 관제실, 의료시설 및 대규모 워크스테이션과 

같은 최대 100m까지의 편리한 원격접속이 필요한 

곳에 이상적입니다.

USB DVI 듀얼 뷰 HDBaseT 2.0 KVM 연장기

ATEN 솔루션

CE624 –

17” 16-포트 PS/2-USB VGA LCD KVM 스위치
CL5716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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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
KVM 연장기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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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0
X

1200

20KM

EMI

최대 1920x1200 비압축 비디오 전송

비압축 비디오 전송

최대 20km의 매우 뛰어난 장거리 신호전송

매우 뛰어난 장거리 연장

전자파 간섭에 저항해 높은 보안 신호전송 

지원

비압축 비디오 전송

로컬 및 원격 USB 키보드, 모니터 및 마우스 

콘솔에서 사용자 시스템 제어

듀얼 콘솔 제어

50,000시간 이상의 고온 고전압 테스트 및 1,000

번의 전원 On/Off 테스트의 엄격한 테스트 

프로세스

신뢰성 및 안정성

간편히 버튼을 눌러 원격의 PC를 대기모드에서 

동작 모드로 전환

원격 Wake-up PC 기능

ATEN 광 KVM 연장기 특징
ATEN 광 KVM 연장기는 환경적 간섭에 저항할 뿐 아니라 대기시간 없이 최대 20km의 대단히 먼 거리의 AV, RS-232 

또는 USB 신호를 연장하기 위해 싱글모드 또는 멀티 모드 광케이블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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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높은 대역폭, 매우 뛰어난 장거리 전송, 그리고 전자파 간섭에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광섬유 KVM 연장기는 운영에 필수적인 애플리케이션에 유용합니다.

군사 & 항공 의료 서비스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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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B DVI 광 KVM 연장기
(1920 x 1200@600m)

USB DVI 광 KVM 연장기
(1920 x 1200@20km)

광섬유 KVM 연장기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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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680 CE690

Touch 
Panel

Touch 
Panel



제품명 CE690 CE680

인터페이스 DVI-D (싱글 링크) DVI-D (싱글 링크)

장치간 연결 광섬유 케이블

입력 to 출력 1 to 1

1920 x 1200@20km 1920 x 1200@600m

USB 터치 패널 •

•

•

•

•

•

RS-232 채널

최대 해상도/ 거리

듀얼 뷰

오디오 • Mic in / Speaker out• Mic in / Speaker out

로컬 콘솔

N/A N/A

비교표

ATEN은 또한 KVM over IP와 일반 Cat5 / Cat6 KVM 연장기를 제공합니

다. ATEN KVM 연장기에 대한 상세 내용은 

https://www.aten.com/products/kvm/kvm-exten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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