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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에 있는 군사 학교는 중앙 교육 

기관입니다. 이 학교는 학술 교류와 화상 회의 

또는 화상 세미나를 위한 첨단 다기능 회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군사 학교



다양한 인터페이스와 포맷의 통합 관리 및 다중 

비디오 신호 간의 매끄러운 전환

화상 회의 시스템, LED 디스플레이, TV, 모니터, 

비디오 레코더 및 시퀀스 전원 공급 장치를 포함한 

높은 호환성을 갖춘 다중 장치 통합

사용이 간편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여 신속하게 

수정하고 사람의 실수로 인한 업무 중단의 위험 감소

주요 고객 요구사항



VK2100 (ATEN 컨트롤 박스), VK6000 (ATEN 구성) 및 ATEN 컨트롤 

시스템 앱을 통합한 ATEN 컨트롤 시스템은 군사 학교에 필요한 중앙 집중식 

제어와 사용 편의성을 제공했습니다. VK2100 컨트롤 박스는 실내에서 

발견되는 모든 하드웨어 장치에 연결성을 제공하는 메인 컨트롤러로 

작동합니다. 하드웨어 연결 후, VK6000 구성 소프트웨어는 간편한 4단계 

구성으로 장치를 간단하게 설정합니다. VK2100이 이더넷 네트워크에 

연결되면 ATEN 컨트롤 시스템 앱을 통해 모바일 장치를 사용하여 사용자의 

선호도에 따라 여러 개의 방의 모든 하드웨어 장치를 제어 할 수 있습니다.

VM3200 모듈식 매트릭스 스위치는 다양한 인터페이스와 포맷을 관리하거나 

학교의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는 단일 섀시로부터 여러 로컬 및 원격 A/V 입력 

장치와 디스플레이에 대한 고급 액세스 및 실시간 제어를 제공합니다. 

VM3200을 사용하면 전면 패널 푸시 버튼을 눌러 비디오 및  오디오 

컨텐츠를 다양한 모니터, 디스플레이, 스피커로 독립적으로 전환하고 연결할 

수 있습니다. 내장 스케일러 기능은 각 화면을 올바르게 표시 할 수 있도록 

하며 원활한 전환으로 안정적인 신호 전송을 보장합니다. 또한 전면 패널 

LCD는 활성 포트 연결의 빠른 보기를 보여주며 여러 모니터에서 최상의 

해상도를 제공하는 EDID 모드를 선택할 수 있는 옵션도 제공합니다.

다양한 입출력 신호 포맷의 호환성과 뛰어난 유연성을 
갖춘 모듈식 매트릭스 스위치

스케일러 기능은 각 터미널에서 고화질 디스플레이를 
보장하며 매끄러운 전환으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신호 전송을 보장합니다.

비디오 월의 레이아웃을 쉽게 조정할 수 있는 제어 
시스템의 직관적인 GUI 인터페이스. 비용 효율성을 
높이는 단순화된 설치 프로그램

EDID 모드는 서로 다른 화면에서 최상의 해상도를 
제공 할 수 있습니다.

ATEN 솔루션



다이어그램



카메라 x4

디스플레이 x2 LED 디스플레이 x3

LED 프로세서 x3

후면 카메라 회의 시스템 설치 상자

무선 라우터

그 외 장치

비디오

컨트롤

무선

모니터 x3

2 x 3 비디오 월

회의 장소

회의 장소

제어실

제어실

HDMI Cat 5 연장기
VE800AT x2

HDBaseT-Lite
연장기 Ve801T x4

모듈러 매트릭스 스위치
VM3200

컨트롤 박스
VK2100

ATEN 장치

HDMI Cat 5 연장기
VE800AR x2

솔루션 구성 다이어그램



제품

VM7804

4-포트 HDMI 입력 보드

VM7604

4-포트 DVI 입력 보드

VM7514

4-포트 HDBaseT 입력 보드

VM8804

4-포트 HDMI 출력 보드 + 스케일러

VM8604

4-포트 DVI 출력 보드 + 스케일러 

32개의 비디오 소스 중 하나를 32

개의 디스플레이에 연결

비디오 월 - 직관적인 웹 GUI를 통해 

사용자 지정 비디오 월 레이아웃을 

만들 수 있습니다.

Seamless Switch™ – 지속적인 

비디오 스트림, 실시간 전환 및 

안정적인 신호 전송 제공

VM3200

32 x 32 모듈러 매트릭스 스위치



제품

VE800A

HDMI Cat 5 연장기
(1080p@40m)

VE801T

HDMI HDBaseT-Lite 송신기
(4K@40m) (HDBaseT Class B)

VK2100

ATEN 컨트롤 시스템 - 컨트롤 박스

RS 232               IR               Relay              이더넷 프로토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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