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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toma는 홈시어터, 오피스, 개인용 오디오-

비주얼 제품의 프리미엄 설계, 제조 및 판매 업체
Optoma 본사는 사용자 경험과 최신 기술의

차이를 고려하여 고성능 프레젠테이션 및 회의

ATEN의 스위치 솔루션과 컨트롤

시스템으로 회의실을 개조하기로 결정했으며,

기술 파트너인 ATEN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소프트웨어는 간단하면서도 우아하고

복잡한 시스템으로 인해 Optoma의 가장 중요

효과적인 솔루션입니다!

ATEN을 파트너로 가지게 된 것을

행운이라고 생각하며 기술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Vincent Huang
Optoma Senior Manager

한 요구 사항은 사용자 편의를 최소화하면서

사용하기 쉽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요구

“

“

로써 전 세계적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사항의 핵심 포인트는 다양한 조명 환경, 컴퓨터
의 소스 자료, 시청각 출력의 다양한 조합 및

배치를 직관적이고 자동으로 제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고객의 주요 요구 사항
본사 회의실을 고선명 시청각 장비를 선보일 수 있는 최상의 연결
솔루션과 18명이 편안하게 앉을 수 있는 하나의 긴 회의 테이블을
갖추도록 업그레이드 요청했습니다.
Optoma는 본사 장비의 가장 진보된 기능을 강조하는 Seamless,
지연없는 A/V 전환을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요청했습니다.

Optoma는 일부 개인 시청각 제품 외에도
Optoma는 마침내 쉽게 사용자 정의가 가능한 ATEN 컨트롤 시스템을 사용하기
고품질의 고급 홈시어터 및 오디오 시스템을
로 결정하였습니다. ATEN 컨트롤 시스템은 스위치 네트워크상의 모든 하드웨어
주로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본사의 회의실을
노드를 빠르고 쉽게 자동화하고 구성을 설정할 수 있도록 간결한 일련의 직관적인
업그레이드하기로 결정했을 때 가장 적절한
조명에 고선명 시청각 장비를 선보이길
선택 세트를 고객에게 제공합니다.
원했습니다. 결과적으로, Optoma는 그들의
제품을 지원할 오디오 및 비디오 연결 솔루션
직사각형 공간의 두 면은 비디오 화면으로 채워집니다. 양방향 PCT 전자 보드가
을 제공하기 위해 기술 파트너인 ATEN에게 의지했습니다.
한 쪽 면을 채우고, 추가로 와이드 145인치(368cm) 개폐식 스크린이 뒤쪽 벽을
차지합니다. 이 두 스크린은 Optoma 고유의 고선명 비디오 프로젝터 프리미어
Optoma의 회의실에는 18명이 편안하게 앉을 수 있는 하나의 긴 회의 테이블이
라인에 의해 제공되며, 또한 양방향 전자 보드 프로젝터가 통합 PC 컨트롤러에
있습니다. 과거에 회의실은 복잡하고 불필요하며 사용하기 힘들게 잘못 설계된 A/V
의해 지원됩니다. 마지막으로 회의실에서 Optoma의 모든 기능을 갖춘 고화질
시스템 덕분에 직원들이 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Optoma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서라운드 사운드 시스템 중 하나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Avaya 화상 회의 시스템
로 결심했으며, 이 회의실을 직원들이 공식적인 회사 일 외에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을 포함한 모든 시청각 시스템은 HDMI를 통해 연결되며 무선 태블릿 컴퓨터를
위해서도 쉽게 찾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통해 제어할 수 있습니다.

Optoma가 ATEN에 연락할 당시, 장비의 가장 진보된 기능을 강조할 수 있고

지연 없이 원활한 A/V 전환을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찾고 있었습니다. 특히

Optoma 프로젝터, 오디오 시스템, 무선 프레젠테이션 시스템, 로컬 HDMI 및

VGA 입력을 사용하여 회의실 내의 각 참석자가 필요에 따라 회의실을 신속하고
완벽하게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어를 통해 회의실의 조명 및 오디오

출력을 화상 회의 또는 프리젠테이션 모드로 즉석에서 전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여러 화면의 정보를 어떤 화면이든 나란히 표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직원이 회의실에 프레젠테이션 하는 슬라이드나 차트를 공유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원격 화상 회의 화면, 로컬 컴퓨터 혹은 어떤 인터넷 소스든지 다른
사용자가 동일한 화면에서 제공하려는 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우려는 그러한 고성능 프리젠테이션 시스템에 대한 요구가
지나치게 복잡한 제어 네트워크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양방향 화이트 보드, 수동 화면 또는 화상 회의 시스템에 대한 소스
자료의 모든 조합으로 즉시 전환 할 수 있는 동시에 참석자에게 쉽고
간편한 제어 선택 세트를 제공하는 기능이 필요합니다.

그림 1
ATEN Seamless Switch™ technology

서라운드 사운드 (그림 2 참조) 오디오 시스템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Optoma는 제어판이 복잡하고 혼란스럽기 때문에 회의의 흐름을 방해하거나
심지어 회의실을 계속 피하게 될 수 있습니다.

Optoma의 가장 큰 고려사항은 이러한 고성능 프리젠테이션 시스템에 대한 요구

로 인해 지나치게 복잡한 제어 네트워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고객은 같은 화면
에서 여러 디스플레이 중 하나에 로컬 HDMI / VGA 자료를 간단하고 직관적이며

즉각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어 패널을 생각했습니다. 또한 네트워크 지연에 대한
우려도 있었습니다. ATEN Seamless Switch™ 기술은 이더넷 기반 또는 저가형

스위치 네트워크에 대한 매력적인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분명히 성능이 중요했지
만, 예산 제한으로 인해 향후 업그레이드를 위한 충분한 용량이 있더라도 향후
확장 가능성을 위한 ‘적절한’ 솔루션을 요구했습니다.

Optoma는 마침내 쉽게 사용자 정의가 가능한 ATEN 컨트롤 시스템을 사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ATEN 컨트롤 시스템은 고객에게 스위치 네트워크상의 모든 하드
웨어 노드를 빠르고 쉽게 자동화하고 구성할 수 있는 간결한 일련의 선택 세트를

제공합니다. Optoma의 경우 이러한 사전 환경 구성에는 A/V 설정, 비디오 소스 간
전환, 조명 및 볼륨 레벨과 같은 지역 환경 요인 조정을 포함하고 있어 회의실에서

회의 중 잠재적인 간섭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참석자에게 쉽고 간편한 프레젠테이션
및 회의 관리를 위한 제어 선택 세트를 제공합니다.

양방향 화이트 보드, 수동 화면 또는 화상 회의 시스템(그림 1 참조)으로 소스 제공
의 모든 조합을 즉시 전환할 수 있는 기능은 우려할 만한 사항이 있습니다. 특히
화상 회의에 참석했을 때, 오디오 볼륨 및 조명 밝기가 쉽게 A/V 소스들을 왜곡

하고 토론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A/V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오디오 및 조명 제어
의 통합이 필수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많은 소스, 혹은 HDMI /

VGA 소스, 2개의 비디오 화면, 화상 회의 시스템, 5개의 다른 조명 루프 및 6채널

그림 2

ATEN 솔루션
ATEN은 VM5404H 비디오 매트릭스와 VK2100 컨트롤 시스템
을 기반으로 하는 솔루션을 제공하였습니다.
Full HD VM5404H 비디오 매트릭스는 2대의 프로젝터의 입력
을 관리합니다.

Optoma의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VM5404H 비디오 매트릭스와 VK2100
컨트롤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는 솔루션을 제공했습니다. VK2100 컨트롤러는
시리얼 포트를 4개의 릴레이 및 4개의 프로그래밍 가능한 디지털 I/O 채널과

통합하는 이더넷 기반 중앙 제어 시스템입니다. 즉, VK2100은 조명, 오디오 및

비디오 자료(수신 및 송신 모두), 점멸 스위치, HVAC 시스템, 알람, 동작 센서 등을

쉽게 통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VK2100은 원격 또는 로컬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디지털 또는 실제 환경을 중앙에서 모니터링하고 조정할 수 있는 무선 제어 시스템
을 구축하는 이상적인 방법을 제공합니다. 동시에 Full HD VM5404H 비디오

매트릭스는 2대의 프로젝터 입력을 관리합니다. 통합된 VanCryst 솔루션 라인의
두 부분으로써, 이 두 장치는 5개의 조명 루프, 2개의 Optoma 프로젝터 (양방향
및 수동), 서라운드 사운드 오디오 시스템, Avaya 화상 회의 시스템, Optoma

무선 프레젠테이션 시스템 및 나머지 네트워크의 주변 장치는 모두 중앙 집중식
무선 제어를 받습니다.

직관적인 조작

자동화된 회의
즉각적인 제어

VK6000 소프트웨어 구성. ATEN 컨트롤 시스템은 Apple
iPad, iPhone, Android 및 Windows에 신속하게 구성할 수
있는 간단한 4단계 제어 설정을 제공하여 사용하기 쉬운
무선 컨트롤 시스템을 만듭니다.
ATEN의 주변 신호 컨버터 및 연장기는 강력한 지원 역할을 통해
시스템을 향상시킵니다.

기존 장비와의 호환성 지원을 위해 컨버터와 통합된 비디오 매트릭스 VM5404H는
VGA 인터페이스를 제공하여 회의 참석자가 VGA, 무선 또는 HDMI 입력을 원하는

디스플레이로 간단하고 확실하게 전환하고, 원본 소스에 관계없이 모든 소스 입력에
대해 완전 자동 스케일 변환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쉽게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ATEN 제어 강도를 통해, 조명 레벨 또는 A/V 자료를 호환되지 않는 해상도 조정을
위해 일시 중지할 필요 없이 원하는 디스플레이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미 핵심 시스템이 놀라운 기능을 제공하지만 ATEN의 주변 신호

컨버터 및 연장기는 강력한 지원 역할로 시스템을 가동시켜 보다 완벽한 신뢰성과
VK2100 컨트롤러는 컨트롤 시스템의 구성을 돕기 위하여 완전히 통합된 VK6000
소프트웨어 환경 구성기와 함께 번들로 제공됩니다. ATEN 컨트롤 시스템은

Apple iPad, iPhone, Android 및 Windows에 신속하게 구성할 수 있는 간단한
4단계 설정을 제공하여 사용하기 쉬운 무선 컨트롤 시스템을 만듭니다.

응답성을 보장합니다. 오디오 추출기가 포함된 HDMI 리피터 VC880는 비디오에서
오디오 신호를 분리하는 데 사용되므로 원본 소스에 관계없이 오디오 또는 비디오
신호를 독립적으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한편, USB 신호 연장기 UEH4002를
사용하여 컴퓨터와 제어를 뒤로 감추어 시스템 장비를 보다 신중하게 숨길 수
있었습니다.

ATEN 컨트롤 시스템 App UI

ATEN의 가치

Optoma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ATEN의 기술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A/V 솔루션 회사의 요구에 완벽하게 적합하였습니다. ATEN의 경제적인
솔루션은 이러한 고급 기업 회의 시스템의 모든 요구 사항을 손쉽게 충족

시킬 수 있는 간편함을 제공하여 소프트웨어 또는 하드웨어 업그레이드를

위한 충분한 공간을 제공하면서 완전하고 견고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자동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ATEN의 솔루션은 유선 또는 무선 연결(아날로그 또는 디지털 인터페이스
선택 가능)을 통해 여러 소스의 정보를 편리하게 나란히 공유할 수 있으며,
A/V 자료를 화상 회의 시스템, 수동 프로젝터, 양방향 프로젝터, 혹은 이 세
가지 조합 모두에 즉각적으로 원활하게 전환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방식을 사용하는 것은 결코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며 회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ATEN의 기술을
사용하여 장치 또는 다른 사람의 적절한 정보를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디스플레이에 연결하는 것은 단지 태블릿에 엄지 손가락을 문지르는 정도의
쉬운 일입니다.

원근도

HDMI, 무선 또는 VGA

입력을 모든 프로젝터에
원활하고 안전하게 전환

독립적인 제어를 위해

ATEN 컨트롤 시스템 앱

비디오에서 오디오

전체 시스템에 쉬운

VC880을 사용하여
신호를 분리

으로 iPad을 통해

중앙 집중식 무선 제어

솔루션 구성 다이어그램 (비디오 & 오디오 연결)

솔루션 구성 다이어그램 (컨트롤 연결)

제품 소개

VC880

VM5404H

비디오 매트릭스 스위치
Seamless Switch™
비디오 월

HDMI 리피터 + 오디오 디임베디더

EDID Expert ™
HDMI를 위한 ESD 보호

UEH4002

4포트 USB 2.0 Cat 5 연장기

제품 소개

VK6000

ATEN 컨트롤 시스템 ATEN 프로그래밍 소프트웨어

직관적인 GUI를 통해 손쉬운 4단계 설정으로
손쉽게 프로파일 구성
개발 도구

VK2100

ATEN 컨트롤 시스템 - 컨트롤 박스
시리얼 232
IR

디지털 I/O
인터넷 프로토콜

서드파티와 파트너의 제품
OPTOMA WPS Pro

무선 프리젠팅 시스템
OPTOMA

DAC+AMP NuForce AVP18+MVp20

OPTOMA

WV515 / 2H300UW

서라운드 사운드 오디오 시스템 x2

프로젝터 (Interactive & passive) x2
Avaya video

컨퍼런스 시스템

WORLDWIDE SALES OFFICES
Taiwan China Japan Korea Belgium UK Russia
Turkey US (California) US (New Jersey) A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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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aten.com/kr/ko/market-and-solutions/

sales@at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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