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르비아

기업

ATEN 비디오 매트릭스 및 
컨트롤 시스템을 적용한회의실 솔루션 

성공 사례
New Startegy

비즈니스 디자인 컨설팅



New Startegy에 대하여

첫째, 아이패드를 사용할 때 비디오 소스를 비디오 월로 전환하는 속도에 정말로 만족합니다. 
둘째, 저희 회사의 경우 GUI 컨트롤 시스템이 본사의 구체적인 요구에 맞게 조정될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비디오 컨텐츠는 프레임 동기화 문제없이 균등하게 배포되며 4K 해상도의 
컨텐츠조차도 끊김 없이 전송되어매우 감명받았습니다.

“ “

Sonja Dragojević,

New Startegy사업개발 담당자

New Startegy는 세르비아 베오그라드에 

위치한 컨설팅 기업입니다.

비즈니스 솔루션 제안서를 고객에게 제공하는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영상 프레젠테이션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고객에게 멋진 4K 비주얼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3x3 비디오 월 설치가 필요했습니다.



완벽하고 끊김 없는 비디오월
장거리에서 부드럽고 동기화된 비디오 전송 및 다양한 소스 간 지연 
없는스위칭 지원

높은 호환성
중앙집중식제어 및 쉬운 장치 관리를위해 다양한 하드웨어 인터페이스 통합

사용자 정의 제어 인터페이스
직관적인월 마운트 및 모바일앱 인터페이스는 저장해둔시나리오 사이의 
전환에 대한 최상의유연성을 제공

효율적인 오디오 추출
오디오 디임베더가 내장된 HDMI 리피터는 비디오 신호를 연장하면서 
HDMI 신호에서 오디오 추출 가능

3x3 비디오 월을 위한 고품질 4K 비디오 처리

다양한 비디오 소스의 중앙 집중식제어 및 쉬운 관리

이동성과 편의성을 위한 유연한 제어 방식

별도의 음향제어를 위한 HDMI 오디오 추출

이점

주요 고객 요구 사양



솔루션 구성 다이어그램 



상세 다이어그램



Product제품

RS-232

IR

릴레이

이더넷 프로토콜

x1x1
125개의버튼 레이아웃

(버튼 각인 서비스 제공)

보조 전원 (PoE, DC)

최대 4096 x 2160해상도 지원

HDCP 2.2

Seamless Switch™

프레임 싱크 지원

VM6809H

8 x 9 4K HDMI
매트릭스 스위치 (스케일러 내장)

VK2100 

ATEN 컨트롤 시스템 컨트롤 박스

VE811

HDMI HDBaseT연장기(4K@100m)
 

VK112EU

ATEN 컨트롤 시스템–
12버튼 키패드(EU, 2 Gang)

최대 4096 x 2160해상도 지원

HDBaseT연결

HDCP 2.2

x2
setsx1

VC880

HDMI 리피터 (오디오 디임베더 내장)

 
옵티컬/ 동축디지털 오디오

HDMI 신호 최대 15m까지 중계

x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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