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듈형 매트릭스 솔루션 시리즈
단일 확장형 시스템에서 AV 신호 완벽 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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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ATEN 비디오 매트릭스 컨트롤 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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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형 매트릭스 솔루션
시리즈 알아보기



32 x 32 하드웨어 개요

ATEN 모듈형 매트릭스 솔루션은 광섬유, HDBaseT™, HDMI, SDI, DVI, VGA와 같은 디지털 및 
아날로그 비디오 형식의 비디오 인터페이스 및 전송 옵션을 제공하는 강력한 매트릭스 스위치로, 
16/32 비디오 소스 및 디스플레이 동시 관리를 위한 접속 및 실시간 제어 기능을 제공합니다.

모듈형 제품은 호환성뿐만 아니라 비디오 월 분배 및 매트릭스 스위칭 통합 기능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ATEN의 Seamless Switch™ 기능으로 신속한 비디오 전환 기능 및 비디오 월 시스템과 통합된 
스케일러를 내장하여, 어떤 상황에서도 완벽한 타이밍의 비디오 분배가 가능합니다.

RS-485 / RS-422 시리얼 포트
이더넷 포트

입력 보드 슬롯

팬 모듈

출력 보드 슬롯

RS-232 시리얼 포트

기본 전원 공급 장치

보드 전원 공급 장치
(선택 사항)

접지 터미널

간단한 스위칭을 위한
전면 패널 푸쉬 버튼

푸쉬-투 락 매입형 손잡이로
간편한 이동

시스템 관리용 푸쉬 버튼

LCD 디스플레이에
실시간 작동 상태 표시

VM1600A VM3200 VM3250
16x16 모듈형 매트릭스 스위치 32x32 모듈형 매트릭스 스위치 32x32 모듈형 매트릭스 스위치 Gen. 2

개요



전체 범위 IR 및 RS-232 신호 전송으로 디스플레이 또는 기타 장치를 제어합니다.

양방향 IR & RS-232 채널

 

• 탈부착 가능한 전면 패널, 모듈형 내부 PCB, 핫 스왑 가능한 I/O 보드, 전원 및 팬 모듈로 이전보다 훨씬 
수리 및 교체가 쉬워졌습니다.

• 이중 전원 설계되어 결함으로 인한 시스템 전체 종료를 예방하고 끊김 없는 작동을 보장합니다.

쉬운 관리 및 높은 신뢰도

ATEN 고유의 Seamless Switch™ 기술은 0초에 가까운 전환 
시간으로 소스 전환 시 화면 깜박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Seamless Switch™

최대 True 4K, HDR 비디오 신호 전달에 필요한 최대 대역폭  
처리를 위해 설계된 ATEN 모듈형 매트릭스 스위치는 최신 소스 
장치 및 디스플레이뿐만 아니라 출시 예정의 장비까지 지원합니다.

True 4K, HDR용 대역폭

프레임 싱크 기술이 스케일러 프레임 비율을 동기화하여 화면 
깨짐을 예방합니다. 이 기술로 자연스러운 비디오를 보장하며 
화면 찢어짐과 어긋남이 없는 훌륭한 비디오 월을 제공합니다.

화면 깨짐 없는 비디오 월

HDBaseT, 광섬유, HDMI, DVI, SG-SDI, VGA를 포함하는 
다양한 모듈형 입/출력 보드로 확장이 용이합니다.

다양한 확장성

내장된 달력 기반 스케줄링 기능으로 특정 시간 동안 달력 보기를 
통해 프로파일을 대기열에 놓고 재생할 수 있습니다.
스케줄링 기능은 정확히 월, 주, 시 또는 분 단위로 자동 재생을 
설정하여 인건비와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디자인 어워드 수상 내장 웹 GUI
• RS-232, RS-485, RS-422, 이더넷
• 전면 패널 푸쉬 버튼
• ATEN 비디오 매트릭스 컨트롤 앱
• ATEN 컨트롤 시스템을 통한 통합 제어 

다양한 제어 방법

스케일링은 ATEN FPGA 기술을 사용하여 다양한 입력 신호를 
통합하고 최적화된 출력 해상도를 디스플레이에 제공합니다.

최적화된 출력을 위한 스케일링

달력 기반 스케줄링

기능

SDIVGA

DisplayPortHDMI

HDBaseTDVI

Fiber

전 후

내부 PCBs 팬 모듈 I/O 보드 전원 모듈

연결된 케이블 신호 품질검사로 광범위한 검사 프로세스가 불필요하며 문제 해결을 용이하게 합니다.

케이블 품질 테스트

4K HDBaseT 신호 최대 100m까지 연장 가능한 번에 최대 32개 연결 가능

장거리 케이블 테스트 : VM8514 및
VE816R로 최대 100m 떨어진 장거리 
케이블 품질을 점검합니다.

벌크 케이블 테스트 : VM7814 및
VM8814로 최대 32개의 케이블 연결이 
가능합니다.

수신기
VE816R

up to 100m
출력

VM8514

HDMI Cablex32
출력

VM8814

입력
VM7814



디스플레이 존으로 비디오 출력 관리

모듈형 매트릭스 솔루션 시리즈는 표준 
TCP/IP 연결을 이용한 내장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GUI)를 통해 구성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나 인터넷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쉽게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비디오 소스를 개별 모니터에 독립적으로 표시하거나 비디오 월에 동시에 표시하려는 경우에도 모듈형 
매트릭스 솔루션 시리즈는 빠른 설정 및 프로파일을 제공합니다. 디지털 사이니지 및 비디오 월 
레이아웃 중 선택한 후 연결을 설정하면 비디오 월이나 디지털 사이니지 프로파일이 생성됩니다.

애플리케이션에서 하나의 모듈형 매트릭스로 하나 이상의 비디오 월이나 디스플레이 셋업이 관리되는 
경우 디스플레이 존을 사용하여 각각의 프로파일을 전환 및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으로 원활한 작동 및 각 설정 간 간섭을 없앨 수 있습니다.

쉽고 빠른 설치

방송 전 실시간으로 비디오 소스를 미리 볼 수 있습니다.
실시간 미리보기 (VM3250 / VM3200)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구역 탭

프로파일 목록

B 위치 내
비디오 월

A 위치 내
디지털 사이니지

C 위치 내
디스플레이



커스터마이징 가능한 해상도
모듈형 매트릭스 솔루션은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충족을 
위해 해상도를 커스터마이징할 수 있는 유연성과 호환성
을 제공합니다.

쉬운 비디오 월 관리
기본 설정에 따라 디스플레이 출력 레이아웃을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최대 64개 프로파일을 
제공합니다. 웹 GUI를 통해 하나의 대형 화면 또는 다양한 레이아웃으로 구성이 가능합니다.

VM3250 / VM3200
GUI 이미지 미리보기

애플리케이션: LED 비디오 월

VM1600A GUI

그리드 뷰

간단한 그리드 레이아웃을 사용하여 신속한 입-출력 및 오디오 연결을 지원합니다.

주의: :VM8814/VM8824/VM8514+VE816R 모델은 스케일러 출력에서
커스터마이징 가능한 해상도를 지원합니다.
기능 사용 가능 시기: 2021년 5월



ATEN 비디오 매트릭스 장치용 네트워크를 
자동으로 스캔하고 해당 IP 주소, 사용자 이름 
및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연결합니다.

ATEN 비디오 매트릭스 컨트롤 앱을 통해 모바일로 ATEN 비디오 
매트릭스 스위치를 전환할 수 있습니다.
사용이 쉽고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로 AV 매트릭스를 쉽게 제어할 수 
있어 언제 어디서나 ATEN 비디오 매트릭스 스위치의 직접적인 
관리가 가능합니다.

iOS 12.0 이상 Android 8.0 이상

간단한 설치 및 로그인 간단한 프로파일 관리
프로파일 간 스크롤로 애플리케이션 요구 
사항을 적용합니다. 인터페이스를 통해 입력 
소스를 변경하여 프로파일 레이아웃 콘텐츠를 
편집합니다.

즉각적인 비디오 전환
간단하게 입력 및 출력 포트를 선택하여 비디오 
소스를 전환할 수 있습니다.

유연한 오디오 제어
모든 오디오 입력을 쉽게 라우트, 임베드 / 
디임베드 하거나 또는 오디오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ATEN
비디오 매트릭스

컨트롤 앱

• 8 x 8 I/O 모듈형 매트릭스 보드 슬롯을 통해 32 x 32 I/O 연결
• 다양한 제어 방법 – 푸쉬 버튼, RS-232 / RS-422 / RS-485, 이더넷
• True 4K 해상도 – 비압축 비디오 최대 3840x 2160 / 4096 x 2160 @60Hz
  (4:4:4)* 해상도 지원
• 스케일러 – 비디오 스케일링 기능으로 다양한 비디오 월 출력 형식과 완벽 통합*
• Seamless Switch™ – 연속 비디오 스트리밍, 실시간 전환 및 안정적인 신호 
전송으로 0초에 가까운 전환 제공*
• 비디오 월 – 직관적인 웹 GUI를 통한 커스텀 레이아웃 생성 가능
• EDID Expert™ – 원활한 전원 공급, 고품질 디스플레이 및 여러 화면 간 최상의 
해상도를 위한 최적의 EDID 설정을 선택
• 디스플레이 존 – 하나 이상의 비디오 월 또는 디스플레이를 갖춘 설치 내에서 
각각의 구성 및 관리 가능
• 라이브 스트리밍 – 웹 GUI를 통한 단일 소스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편리한 
디스플레이 출력 
• 콘텐츠 레이아웃 미리보기 – 웹 GUI에서 소스 미디어 썸네일 표시로 프로파일 
구성 단순화
• 고급 스케줄링 – 시간 및 날짜 기준으로 미디어 재생을 설정하여 효율 향상 및 비용 
절감

모듈형 매트릭스 스위치 Gen. 2VM3250

기능 VM3250
입력 보드 8 x Slot

출력 보드 8 x Slot
비디오 최대 데이터 전송 속도 22.5 Gbps (3.8 Gbps per Lane)

제어
RS-232

Connector: 1 x DB-9 Female (Black)

Pin2 = 
Baud Rate and Protocol: 
Baud Rate: 19200, Data Bits: 8, Stop Bits: 1, 
Parity: No, Flow Control: No

RS-485 / RS-422 Connector: 1 x Captive Screw Connector, 5 Pole
이더넷 Connector: 1 x RJ-45 Female

EDID 설정 EDID Mode: Default / Port1 / Remix / Customized 

전원
커넥터 1 x 3-Prong AC Socket

최대 입력 전원 정격 100 - 240 VAC; 50 - 60 Hz; 1.0A

AC110V: 800W; AC220V: 800W전력 소비

환경
사용 온도 0–40˚C
보관 온도 -20–60̊ C
습도 0–80% RH, Non-Condensing

제품 외관
소재 Metal
무게 18.20 kg (40.09 lb)
크기 ( L x W x H ) 48.20 x 47.19 x 39.90 cm (18.98 x 18.58 x 15.71 in.) Rack Height: 9U

기능 VM3250
핫 플러그 가능 모듈 •

True 4K 지원 •

디자인 어워드 수상 웹 GUI •

비디오 월 프로세서 •

Seamless Switch™ •

실시간 미리보기 •

달력 기반 스케줄링 •

사양

제품 사양

주의: *설명된 기능 사용은 삽입된 
입/출력 보드에 따라 다릅니다.



• 8 x 8 I/O 모듈형 매트릭스 보드 슬롯을 통한 32 x 32 I/O 연결
• 다양한 제어 방법 – 푸쉬 버튼, RS-232 / RS-422 / RS-485, 이더넷
• 4K 해상도 – 최대 UHD(3840 x 2160) 및 DCI(4096 x 2160) (리프레시 비율 
30Hz(4:4:4)및 60Hz(4:2:0)*) 해상도 지원
• 스케일러 – 비디오 스케일링 기능으로 다양한 비디오 월 출력 형식과 완벽 통합
• Seamless Switch™ – 연속 비디오 스트리밍, 실시간 전환 및 안정적인 신호 
전송으로 0초에 가까운 전환 제공*
• 비디오 월 – 직관적인 웹 GUI를 통한 커스텀 레이아웃 생성 가능
• EDID Expert™ – 원활한 전원 공급, 고품질 디스플레이 및 여러 화면 간 최상의 
해상도를 위한 최적의 EDID 설정을 선택
• 디스플레이 존 – 하나 이상의 비디오 월 또는 디스플레이를 갖춘 설치 내에서 
각각의 구성 및 관리 가능
• 라이브 스트리밍 – 웹 GUI를 통한 단일 소스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편리한 
디스플레이 출력 
• 콘텐츠 및 레이아웃 미리보기  – 웹 GUI에 소스 미디어 썸네일 표시로 프로파일 
구성 단순화
• 고급 스케쥴링 – 시간 및 날짜 기준으로 미디어 재생을 설정하여 효율 향상 및 
비용 절감

모듈형 하이브리드 매트릭스 스위치 - 월 컨트롤러VM3200

기능 VM3200
입력 보드 8 x Slot

출력 보드 8 x Slot
비디오 최대 데이터 전송 속도 15.2 Gbps (3.8 Gbps per Lane)

제어
RS-232

Connector: 1 x DB-9 Female (Black)

Pin2 = Tx, Pin3 = Rx, Pin5 = Gnd
Baud Rate: 19200, Data Bits: 8, Stop Bits: 1, 
Parity: No, Flow Control: No

RS-485 / RS-422 Connector: 1 x Captive Screw Connector, 5 Pole
이더넷 Connector: 1 x RJ-45 Female

EDID 설정 EDID Mode: Default / Port1 / Remix / Customized 

전원

커넥터 1 x 3-Prong AC Socket

최대 입력 전원 정격 100 - 240 VAC; 50 - 60 Hz; 1.0 A

전력 소비 AC110V: 800W; AC220V: 800W

환경
사용 온도 0–40˚C
보관 온도 -20–60̊ C
습도 0–80% RH, Non-Condensing

제품 외관
재질 Metal
무게 18.20 kg (40.09 lb)
크기 ( L x W x H ) 48.20 x 47.19 x 26.59 cm (18.98 x 18.58 x 15.71 in.) Rack Height: 9U

기능 VM3200
핫 플러그 가능 모듈 •

4K 지원 •

디자인 어워드 수상 웹 GUI •

비디오 월 프로세서 •

Seamless Switch™ •

실시간 미리보기 •

달력 기반 스케줄링 •

사양

• 4 x 4 I/O 모듈형 매트릭스 보드 슬롯을 통한 16 x 16 I/O 연결
• 다양한 제어 방법 – 푸쉬 버튼, RS-232 / RS-422 / RS-485, 이더넷
• 4K 해상도 – 최대  UHD(3840 x 2160) 및 DCI(4096 x 2160) (리프레시 
비율 30Hz(4:4:4) 및 60Hz(4:2:0)*)해상도 지원
• 스케일러 – 비디오 스케일링 기능으로 다양한 비디오 월 출력 형식과 완벽 
통합*
• Seamless Switch™ – 연속 비디오 스트리밍, 실시간 전환 및 안정적인 
신호 전송으로 0초에 가까운 전환 제공*
• 비디오 월 – 직관적인 웹 GUI를 통한 커스텀 레이아웃 생성 가능
• EDID Expert™ – 원활한 전원 공급, 고품질 디스플레이 및 여러 화면 간 
최상의 해상도 사용을 위한 최적의 EDID 설정을 선택
• 디스플레이 존 – 하나 이상의 비디오 월 또는 디스플레이를 갖춘 설치 
내에서 각각의 구성 및 관리 가능

주의: *설명된 기능 사용은 삽입된 
입/출력 보드에 따라 다릅니다.

16 x 16 모듈형 매트릭스 스위치 - 월 컨트롤러VM1600A

기능 VM1600A
입력 보드 4 x Slot

출력 보드 4 x Slot
비디오 최대 데이터 전송 속도 15.2 Gbps (3.8 Gbps per Lane)

제어
RS-232

Connector: 1 x DB-9 Female (Black)

Pin2 = Tx, Pin3 = Rx, Pin5 = Gnd
Baud Rate: 19200, Data Bits: 8, Stop Bits: 1, 
Parity: No, Flow Control: No

RS-485 / RS-422 Connector: 1 x Captive Screw Connector, 5 Pole
이더넷 Connector: 1 x RJ-45 Female

EDID 설정 EDID Mode: Default / Port1 / Remix / Customized 

전원

커넥터 1 x 3-Prong AC Socket

최대 입력 전원 정격 100-240 VAC; 50-60Hz; 3/6A

전력 소비 AC110V: 460W; AC220V: 460W

환경
사용 온도 0–40˚C
보관 온도 -20–60̊ C
습도 0–80% RH, Non-Condensing

제품 외관
재질 Metal
무게 15.11 kg (33.28 lb)
크기 ( L x W x H ) 48.20 x 46.66 x 26.59 cm (18.98 x 18.37 x 10.47 in.) Rack Height: 6U

N/A

기능 VM1600A
핫 플러그 가능 모듈 •
4K 지원 •
디자인 어워드 수상 웹 GUI •
비디오 월 프로세서 •
Seamless Switch™ •

•
실시간 미리보기
달력 기반 스케줄링

사양

제품 사양

주의: *설명된 기능 사용은 삽입된 
입/출력 보드에 따라 다릅니다.



호환되는 입력 보드

호환되는 출력 보드

주의:
a. True 4K 해상도는 VM7824 및 VM8824가 VM3250과 같이 사용되는 경우에만 지원됩니다.
b. 4K 해상도는 스케일러가 비활성화 되었을 때에만 사용 가능합니다. 스케일러 기능 사용 시, 최대 1080p 해상도를 지원합니다.
    기본값은 스케일러 기능 활성화입니다.
c. HDMI 오디오 신호는 스테레오 오디오 출력으로 추출될 수 있습니다. 스테레오 오디오는 HDMI 오디오 출력에 내장 가능합니다.
d. 일부 기능은 사용된 비디오 연장기 모델에 따라 다릅니다.

모델  인터페이스 입력 RS-232 최대 거리 오디오 RS-232 / IR 채널

VM7584
4-포트 10G 광 입력 보드 광 섬유 4 4K@60Hz (4:2:0) VM7584K1: 300m

VM7584K2: 10m N/A •

VM7514
4-포트 HDBaseT 입력 보드 HDBaseT (RJ-45) 4 4K@60Hz (4:2:0) 100m N/A •

VM7904
4-포트 4K DisplayPort
입력 보드

DisplayPort 4 4K@60Hz (4:2:0) 3m • N/A

VM7824
4-포트 True 4K HDMI
입력 보드

HDMI 4 4K@60Hz (4:4:4) 5m • N/A

VM7814
4-포트 4K HDMI 입력 보드 HDMI 4 4K@60Hz (4:2:0) 5m • N/A

VM7804
4-포트 HDMI 입력 보드 HDMI 4 1920 x 1080 5m • N/A

VM7604
4-포트 DVI 입력 보드 DVI 4 1920 x 1080 5m • N/A

VM7104
4-포트 VGA 입력 보드 VGA 4 1920 x 1080 1.8m • N/A

VM7404
4-포트 3G-SDI 입력 보드 3G-SDI (BNC) 4 1920 x 1080

SD: 300m
HD: 150m
3G: 100m

• N/A

모델 인터페이스 입력 최대
비디오 해상도 최대 거리 오디오 스케일러 비디오 월 Seamless

Switch™
RS-232
/ IR 채널

케이블 품질
테스트프레임 싱크

VM8584
4-포트 10G 광 출력 보드 광 섬유 4 4K@60Hz 

(4:2:0)

VM8584K1: 
300m

VM8584K1: 
10m

N/A VM8584 
+ VE883R

VM8584 
+ VE883R

VM8584 + 
VE883R • • N/A  

VM8514
4-포트 HDBaseT 출력 보드 

HDBaseT 
(RJ-45) 4 4K@60Hz 

(4:2:0) 100m N/A
VM8514 
+ VE805R 
/ VE816R

VM8514 
+ VE805R 

VM8514 + 
VE805R / VE816R N/A • N/A  

VM8824
4-포트 True 4K HDMI
출력 보드 with 스케일러

HDMI 4 4K@60Hz 
(4:4:4) 5m • • • • • N/A •

VM8814
4-포트 4K HDMI
출력 보드 with 스케일러

HDMI 4 4K@60Hz 
(4:2:0) 15m • • • • • N/A •

VM8804
4-포트 HDMI 출력 보드
with 스케일러

HDMI 4 1920 x 1080 15m • • • • N/A N/A N/A  

VM8604
4-포트 DVI 출력 보드
with 스케일러

DVI 4 1920 x 1080 5m • • • • N/A N/A N/A  



대형 10 x 6 비디오 월과 소형 5 x 5 비디오 월을 제어하고 원거리로 콘텐츠 연장
최소한의 지연으로 다양한 비디오 월 레이아웃과 콘텐츠 소스 간 쉽게 전환할 수 있는 솔루션
24시간 작동할 수 있는 높은 전력 안정성

요구 사항

ATEN 솔루션

사용 제품

다양한 비디오 입력 및 출력 인터페이스로 유연한 비디오 월 구성이 가능하며
여러 장치에서 중앙 집중식 제어 제공
신뢰할 수 있는 비디오 스트리밍, 높은 비디오 품질, 즉각적인 실시간 소스 전환 보장
HDBaseT로 장거리 비디오 전송 지원
안정적인 전원 이중화 설계 

VM1600A – 16x16 모듈형 매트릭스 스위치 - 월 컨트롤러
VM7404 – 4-포트 3G-SDI 입력 보드
VM8804 – 4-포트 HDMI 출력 보드 With 스케일러
VK2100 – ATEN 컨트롤 시스템 – 컨트롤 박스
VS146 – 6-포트 3G-SDI분배기
VE805R – HDMI HDBaseT-Lite 수신기 With 스케일러(1080@70m)(HDBaseT Class B)

방송 & 미디어

아르헨티나에서 가장 오래된 방송사 중 하나인 Artear는 최첨단 뉴스룸을 구축하여
뉴스 방송 및 창의적인 고품질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로 하였습니다.

성공 사례

다이어그램



다수의 회의 공간에 있는 다수의 비디오 소스 및 디스플레이를 중앙 집중식 제어 및 전환으로 관리
HDMI 신호에서 오디오를 분리하고 다른 대상으로 이동
사용자에게 친숙한 스위칭 방법으로 다양한 인터페이스의 비디오 소스를 통합하고 여러 
디스플레이로 출력

요구 사항

ATEN 솔루션

사용 제품

A/V 및 IT를 완벽하게 통합, 단일 브랜드로 호환성, 안정성 보장, 원스톱 기술 지원 제공
각 회의실에서 서버룸에 있는 PC를 손쉽게 제어할 수 있으며 모든 소스의 중앙 집중식 제어와 
원활한 전환 가능
HDBaseT로 장거리에서도 안정적인 A/V 신호 연장 가능
독립적인 오디오 신호 제어를 위해 HDMI 신호에서 오디오 추출

VM1600A – 16x16 모듈형 매트릭스 스위치 - 월 컨트롤러
VM7804 – 4-포트 HDMI 입력 보드
VM8804 – 4-포트 HDMI 출력 보드 with 스케일러 내장
VM5404H – 4x4 HDMI 매트릭스 스위치 - 월 컨트롤러
VE801 – HDMI HDBaseT-Lite 연장기(4K@40m) (HDBaseT Class B)
CS1758 – 8-포트 PS/2 USB VGA/오디오 KVM 스위치
UCE260 – USB 2.0 Cat 5 연장기(최대 60m)

기업

메디톡스(Medytox)는 한국에 위치한 글로벌 바이오 제약 회사로 다양한 A/V 관리 및 IT 제어 솔루션이 
필요한 회의실, 교육 시설, 사무실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했습니다.

다이어그램



VM3200 – 32x32 모듈형 매트릭스 스위치 - 월 컨트롤러
VM7514 – 4-포트 HDBaseT 입력 보드
VM7804 – 4-포트 HDMI 입력 보드
VM8514 – 4-포트 HDBaseT 출력 보드
VK2100 – ATEN 컨트롤 시스템 – 컨트롤 박스
VE801T – HDMI HDBaseT-Lite 전송기 (4K@40m) (HDBaseT Class B)
VE812R – HDMI HDBaseT 수신기 (4K@100m) (HDBaseT Class A)

최대 20개 화면에서 끊김 없이 재생되는 스포츠 채널의 4K 해상도 지원
직원이 조작하기에 쉽고 간단하며, 제한된 시간 내 소스의 효과적인 전환 
추후 필요한 경우 비디오 소스 또는 디스플레이의 확장이 가능하여야 함

요구 사항

ATEN 솔루션

사용 제품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연속 비디오 스트림 및 신속한 채널 전환 제공
채널간 신속한 전환 기능을 제공하는 iPad를 통해 고급 접속 및 중앙 집중식 제어 기능 제공
HDBaseT, HDMI, DVI, 3G-SDI, VGA 보드를 포함한 모듈형 입력 / 출력 보드 선택으로 
최소한의 비용과 번거로움 없는 확장성 지원

접객

영국 웨일즈 출신으로 레알 마드리드와 토트넘 홋스퍼에서 활약하고 있는 축구 선수 Gareth Bale이 
소유한 스포츠 바 Elevens Bar & Grill은 고객에게 최고의 4K 라이브 스포츠 이벤트 방송을 제공하기 
위해 고급 디지털 사이니지 엔터테인먼트 솔루션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다이어그램



VM3200 – 32x32 모듈형 매트릭스 스위치 - 월 컨트롤러
VM7604 – 4-포트 DVI 입력 보드
VM8514 – 4-포트 HDBaseT 출력 보드
VK2100 – ATEN 컨트롤 시스템 – 컨트롤 박스
VE805R – HDMI HDBaseT-Lite 수신기 with 스케일러(1080p@70m) (HDBaseT Class B)
KE6900/KE6940 – USB DVI-I 싱글/듀얼 디스플레이 KVM over IP 연장기

3개의 제어실에 설치된 다수의 비디오 월에 대중 매체 배포를 지원할 수 있는 솔루션
운영자가 별도의 서버 영역에 저장된 여러 컴퓨터에 원격으로 접속
관련 지식이 없는 운영자도 쉽게 관리하고 제어 가능한 편의성

요구 사항

ATEN 솔루션

사용 제품 

하드웨어 장치와의 쉬운 통합 및 전용 맞춤형 웹 인터페이스를 통한 중앙 집중식 제어
대중적인 인터페이스와의 호환성을 제공 및 많은 양의 소스와 디스플레이를 완벽하게 연결
사용자 권한 관리를 지원하고 사용자 정보 분류 요구에 적합한 여러 권한 수준 허용

정부

이탈리아 토리노 주 경찰은 군중 행동을 감시하고 도시 전역에서 진행되는 공공 행사에서의 사건 
감지를 위해 감시 통제 센터를 설립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카메라 비디오 스트림의 통합, 접속, 
표시와 로컬 및 원격 모두에 대한 유연한 접속이 포함됩니다.

다이어그램



주의:
a 작동 거리는 광섬유 종류, 네트워크 대역폭, 커넥터 접속, 신호 손실, 모델 또는 색 분산, 환경 요인 및 뒤틀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b. ATEN은 IEC60793-2-50B1.1 또는  ITU-TG.652.B사양을 준수하는 싱글 모드 광섬유 및 IEC11801 (OM3)사양 준수 멀티모드 광섬유 
    사용을 권장합니다.
c. VM7584는 1등급 레이저 제품이며 IEC-60825,FDA21CFR1040.10,FDA 21 CFR1040.11 안전 규정을 준수합니다

주의:
a. 최대 4K@70m (Cat 5e/6) / 100m (Cat 6a/ATEN 2L-2910 Cat6); 1080p@100m (Cat 5e/6/6a)
b. 최대 4K@35m (Cat 5e/6) / 40m (Cat 6a/ATEN 2L-2910 Cat6); 1080p@60m (Cat 5e/6) / 70m (Cat 6a/ATEN 2L-2910 Cat6)
c. 최대 1920x1200@35m (Cat 5e/6) / 40m (Cat 6a/ATEN 2L-2910 Cat6); 1080p@60m (Cat 5e/6) / 70m (Cat 6a/ATEN 
2L-2910 Cat6)

d. 최대 1080p@60m (Cat 5e/6) / 70m (Cat 6a/ATEN 2L-2910 Cat6)  

HDBaseT™ 솔루션

HDMI HDBase-T-Lite수신기 with 스케일러
(1080p@70m) (HDBaseT Class B)

VE805R

32x32 / 16x16 모듈형 매트릭스 스위치
VM3250 / VM3200 / VM1600A

4-포트 HDBaseT I/O 보드
VM7514 / VM8514

호환 가능한 HDBaseT™ 송신기

호환 가능한 HDBaseT™ 수신기

Seamless 
Switch

HDCP 1.4

VE816R
4K HDMI HDBaseT 수신기 with 스케일러

Seamless 
Switch

HDCP 2.2

입력 보드 송신기 비디오 인터페이스 최대 거리4K RS-232 IR

VM7514

VE2812AT HDMI & VGA • 100m • •

VE1812T HDMI • 100m • •

VE901T DisplayPort • 70m N/A N/A

VE814AT HDMI x 2 • 100m • •

VE812T HDMI • 100m N/A N/A

VE811T HDMI • 100m N/A N/A

VE802T HDMI • 70m • •

VE801T HDMI • 70m N/A N/A

VE601T DVI N/A 70m N/A N/A

입력 보드 송신기 비디오
인터페이스 4K 최대 거리 RS-232 IR Seamless

Switch™
비디오
월 프레임 싱크

VM8514

VE2812R HDMI & 
VGA • 100m • • N/A N/A N/A

VE901R DisplayPort • 70m N/A N/A N/A N/A N/A

VE816R HDMI • 100m • • • • •

VE814AR HDMI x 2 • 100m • • N/A N/A N/A

VE812R HDMI • 100m N/A N/A N/A N/A N/A

VE811R HDMI • 100m N/A N/A N/A N/A N/A

VE805R HDMI N/A 70m • • • • N/A

VE802R HDMI • 70m • • N/A N/A N/A

VE801R HDMI • 70m N/A N/A N/A N/A N/A

VE601R DVI N/A 70m N/A N/A N/A N/A N/A

 
 

광 솔루션 VE883K1
4K HDMI 광 연장기
(멀티 모드, 4K@300m)

32x32 / 16x16 모듈형 매트릭스 스위치
VM3250 / VM3200 / VM1600A

4-포트 10G 광 I/O 보드
VM7584 / VM8584

호환 가능한 광섬유 송신기 / 수신기

VE883K2
4K HDMI 광 연장기
(싱글 모드,4K@10km)

HDCP 2.2

HDCP 2.2

장거리 전송
연장기 최소 사용 또는 사용 없이 비디오, 오디오, 데이터를 장거리로 전송

신호 간섭 최소화
고품질 AV 전송 중 전자기 및 무선 주파수 간섭 저항

낮은 손실
손실률이 매우 낮은 고 대역폭 전송 제공

모델 번호 송신기 및 수신기 비디오
인터페이스 4K 최대 거리 RS-232 IR

VM7584
VE883K1T HDMI • 300m • •

VE883K2T HDMI • 10km • •

VM8584
VE883K1R HDMI • 300m • •

VE883K2R HDMI • 10km • •

장거리 확장을
위한 솔루션



입력 전압

소비 전력

사용 온도

100 - 240VAC

Max. Load 800W

0–40 °C

랙 깊이 41-72 cm

VM3250 / VM3200

VM-PWR800전원 모듈

풍량

사용 전압

사용 온도

55.2 cfm

10.2 - 12VDC

-10–60 °C

VM-FAN556팬 모듈

랙 마운트 키트 (Short) 2X-034G

랙 깊이 68-108 cm

랙 마운트 키트 (Long) 2X-035G

랙 깊이 41-70cm

랙 마운트 키트 (Short) 2X-026G

랙 깊이 68-105cm

랙 마운트 키트 (Long) 2X-027G

입력 전압

소비 전력

사용 온도

100 - 240VAC

Max. Load 550W

0–40 °C

VM1600A

VM-PWR550전원 모듈

풍량

사용 전압

사용 온도

55.2 cfm

10.2 - 12VDC

-10–60 °C

VM-FAN554팬 모듈

액세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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