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TEN Scaling Technology :
매끄러운 시각 효과를 구현하는 기술
스케일러가 0초에 가까운 지연 시간으로
알맞은 화면비와 해상도의 비디오 전송을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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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M1600A
16 x 16 모듈형 매트릭스 스위치 - 월 컨트롤러

 

1. 소개

당신은 지금 막 대형 쇼핑몰 기둥에 설치된 비디오 월 작업을 끝냈습니다. 비디오 월의 다양한 비디오를 
테스트할 때까지는 모든 게 문제없었습니다. 그러나, 비디오 스위치를 켜는 순간 몇 개의 화면이 까맣게 
표시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다른 화면은 맞지 않은 화면비와 해상도로 비디오를 재생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비디오 재생이 어긋난 것처럼 보이겠지만, 특정 장치를 이용하면 이와 같은 상황을 바꿀 수 있습니다.
특정 장치란 바로 스케일러입니다.

스케일러는, 비디오 소스를 올바른 해상도, 화면비, 베젤을 고려하여 재생하게 해줍니다. 뿐만 아니라 비디오 
소스 간 전환 지연 시간도 0초에 가까우며, 전환 오류로 인한 빈 화면 재생도 막을 수 있습니다.



2. 스케일러란?

 

 

간단히 말해서, 스케일러는 수신 이미지를 캡쳐하고 지정 해상도로 크기를 조정한 후 원하는 해상도로 프레임 
단위의 모니터 또는 TV로 출력하는 기능입니다.

스케일러가 없다면 수신 이미지의 해상도는 전송되는 모니터 또는 TV의 기본 해상도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변환 시퀀스 도중에 신호가 깨지게 됩니다. 모니터는 수신하는 신호를 조정할 
수 없으며 위의 시나리오와 같이 빈 검은 화면을 표시합니다. 또한 시간이 흐르고 비디오 소스가 표시되지만 
화면 출력이 지연되거나 검은 화면이 나온 뒤 재생됩니다.

프레임 버퍼

스케일러

클럭 제너레이터

수신기

HDCP
핸드쉐이크

HDCP
핸드쉐이크

송신기

스케일러 기본 작동 원리



3. 스케일러 사용의 중요성

3.1 Seamless Switch™

3.2 명령 동기화 매커니즘

ATEN의 Seamless Switch™ 기술은 HDCP 및 EDID 핸드 쉐이크를 통하여 연속 비디오 신호를 제공하는 
바이큐빅(bicubic)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FPGA 기반 스케일러 입니다. 만약 장치가 Seamless Switch™ 를 
사용하면 앞서 설명한 예시와 같은 문제를 쉽게 피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호가 비디오 스케일러에 
전송되면, 스케일러 코어 및 프레임 버퍼 제어가 수신된 비디오 소스를 가져와 알맞은 출력으로 스케일링
합니다. 지연 없이 이전 이미지에서 새 이미지로 출력할 수 있으며, 빈 화면 없이 안정적이고 끊김 없는 전환을 
하는 것입니다.

디지털 매트릭스와 같은 더욱 복잡한 설정에서 스케일러는 더욱 충실하게 제 역할을 해냅니다. 실제로 이와 
같은 원활한 전환은 모니터 또는 TV의 화면비가 선택한 소스의 화면비와 다른 경우에도 잘 작동합니다.

여러 스케일러를 사용하면, 각 스케일러는 동일한 비디오 소스에서 수신되는 이미지의 지정된 부분을 자르고 
해당 화면으로 확장하여 비디오 월에서 재생할 수 있습니다. 직관적이고 편리한 UI를 사용하여 사용자는 
동일한 출력 해상도의 여러 프로파일을 설정할 수 있으며 이렇게 설정한 프로파일은 비디오 월에 끊김 없이 
전환되면서 재생할 수 있습니다.

위의 스케일링 기능은 고정 I/O 매트릭스에서의 작동으로, 모듈형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다른 방식으로 
작동됩니다. 기존 VE816R 제품과 같이 스케일러가 내장된 비디오 수신기를 활용하면 한 번에 하나씩 비디오 
신호가 스케일링되기 때문에 출력 신호가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때 명령 동기화 매커니즘을 사용하면 모든 스케일러가 동시에 새로운 설정값을 적용할 수 있어 원활한 
비디오 월 소스 전환이 가능합니다.



 

미디어 플레이어

스케일러가 비디오 수신기로 신호를 동시에 전송하는 방법

VM7814 / VM8514 가 삽입된
VM1600 / VM3200

VE816R
수신기

VE816R
수신기



 

 

3.3 베젤 보정

Seamless Switch™ 외에도, 스케일러는 베젤 보정 기능으로 이미지 어긋남 없이 비디오 월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베젤 보정을 사용하지 않으면, 스케일러 시스템이 각 화면의 이미지를 자르게 되고 이렇게 잘라진 
이미지를 지정 출력 해상도로 업스케일링 합니다.
이는 하나의 큰 이미지를 4개의 비디오 월로 나누어 표시할 때 각각의 화면이 올바르게 정렬되지 않아 
어긋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베젤 보정을 사용하면, 4개의 각 이미지가 알맞게 정렬되어
원하는 이미지를 올바르게 출력할 수 있습니다

베젤 보정이 비디오를 알맞게 표시하도록 돕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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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on Confcommercio Milano가 선택한 ATEN 스케일러 솔루션 

4. 유용한 스케일러 사용 시나리오

4.1 기업

이탈리아의 대형 기업 협회 중 하나인 Unione Confcommercio Milano는 회의실 “Orlando’s Hall”
(562m², 490석)을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업그레이드하고자 했습니다.
Unione은 회의실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솔루션을 찾기 위해 Save Technology의 CEO인 Edoardo Nogara
를 임명했습니다. Agenzia Curreri의 지원으로 Unione은 ATEN의 모듈형 매트릭스 스위치가 요구 사항에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VM1600 16 x 16 모듈형 매트릭스 스위치의 많은 입력 및 출력 포트, 멀티 인터페이스, Seamless Switch™ 
는 고객 환경과 필요에 맞는 모듈을 장착하여 사용하는 제품 유연성과 추후에도 슬롯을 변경하는 등 유용하게 
활용 가능한 솔루션입니다.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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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ngching Realty Group이 선택한 ATEN 스케일러 솔루션

Yungching Realty Group은 대만의 주요 부동산 기업 중 하나입니다. 2018년 설립 30주년 기념 행사를 
위해 iPlus 스마트 혁신 센터라는 이름의 최신식 쇼룸을 구축했습니다. Yungching Realty Group에서는 
연속적인 비주얼 표시와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유연하고 직관적인 제어 시스템으로, 3개의 비디오 월을 
운영할 다목적 HD 디지털 사이니지 솔루션이 필요했습니다.
ATEN 솔루션은 VM3200 32 x 32 모듈형 하이브리드 매트릭스 스위치를 적용했습니다.
VM3200에 내장된 스케일러는 비디오 형식을 인코딩하며 입력 해상도를 최적의 디스플레이 해상도로 
변환하여 끊김 없이 실시간 전환을 제공하였으며, 이것은 Yungching Realty Group이 미래의 고객에게 
원활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기술이었습니다.

쇼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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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디지털 사이니지

영국 Wales 출신의 Real Madrid 축구팀 선수인 Gareth bale은 행사 기업인 S.A. Brain & Co.Ltd와 
파트너십을 맺고 2017년 5월 Wales의 Cardiff에 Elevens Bar & Grill펍을 오픈했습니다.
Elevens Bar & Grill은 손님들에게 20대의 평면 스크린으로 2개 층에 걸쳐 4K 디스플레이로 스포츠 행사를 
보여줍니다. S.A Brain & Co. Ltd.는 직원이 사용하기에 무리가 없으며 추후 확장할 수 있는 옵션이 있는 
최첨단 솔루션을 원했습니다.

ATEN은 ATEN 제어 시스템과 페어링 된 선택 모듈형 HDBaseT I/O(입력/출력) 카드가 내장된 VM3200 32 
x 32 모듈형 하이브리드 매트릭스 스위치를 솔루션으로 제공했습니다. 손님들을 지속적으로 방문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끊김 없이 스포츠 경기 생중계를 전환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VM3200은 
끊김 없는 비디오 스트리밍과 빠른 채널 전환을 안정적으로 제공합니다.

접객

Elevens Bar & Grill에서 사용되는 스케일러 솔루션



4.3 방송

TV 방송국

부에노스아이레스에 본사를 둔 Artear는 아르헨티나의 대형 방송국 중 하나입니다. Artear는 최근 대형 
비디오 월에 뉴스 에디터, 마케팅 컨텐츠 크리에이터를 위해 일 년 내내 실시간으로 컨텐츠를 표시하고 
라이브 채널, 소셜 미디어 플랫폼 및 외부 방송 차량의 실시간 스트리밍을 위한 최신 기술의 뉴스룸 구축을 
계획했습니다. Artear의 구형 비디오 월 솔루션은 소스 간 전환 시 심각한 지연 현상이 발생했었기에 제어가 
용이하고, 디스플레이 구성 범위에 알맞으며, 실시간 비디오 소스 간 전환 기능을 갖춘 비디오 월 솔루션을 
요구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방송 업계에서는 비디오 문제나 지연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ATEN은 6대의 VM1600 16 x 16 모듈형 매트릭스 스위치로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4대의 VM1600은 10 x 6 비디오 월에, 나머지 2대는 5 x 5 비디오 월에 사용되었습니다. VM1600에 
내장된 Seamless Switch™ 기술은 안정적이면서도 신뢰할 수 있는 연속 비디오 스트리밍과 지연 없는 
실시간 소스 전환을 제공하여 고객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였습니다.

6개의 ATEN VM1600 모듈형 매트릭스 스위치(내장 스케일러 포함)가
2개 비디오 월 (비디오 소스 간 전환 지연 시간 0초)을 보조하는 방법



5. ATEN 스케일러 제품

 ATEN 고정 I/O 비디오 매트릭스 스위치 및 모듈형 매트릭스 솔루션은 혁신적인 스케일러 기술을 갖추어 
알맞은 출력 해상도와 화면비, 비디오 월 레이아웃을 고려한 베젤 보정을 비디오 소스 전환 시 0초에 가까운 
시간 내에 제공합니다.

ATEN 고정 I/O 비디오 매트릭스 스위치

VM3404H, VM3909H, VM6404HB, VM6404H, VM6809H, VM51616H, VM5404H, VM5808H

ATEN 모듈형 매트릭스 스위치

VM3250, VM3200, VM1600A with Output Boards: VM8604, VM8804, VM8814, VM8824, VM8514 
+ VE805R/VE816R, VM8584 + VE883R

6. 맺음말

 비디오 월 및 기타 디지털 사이니지 설비는 일반 소비자용 접객 부문과 방송뿐만 아니라 회의실 및 세미나실, 
쇼룸과 같은 기업 환경에서도 지속적으로 수요가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사용자가 빠르고 지연 없는 비디오 
디스플레이 솔루션을 기대하는 것은 빠르게 급변하는 세계의 당면 과제로 이를 피할 수 없으며 이에 맞춰 
지속적으로 적절한 기술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디오 형식이 점차 4K를 넘어 8K로 넘어감에 따라 
요구되는 대역폭은 늘어날 것이며, 0초에 가까운 전환 속도는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이 될 것입니다.

스케일링이 가능한 스위치를 구현하면 이와 같은 당면 과제를 충족할 수 있으며, 무결점에 가까운 시각 
경험을 제공하여 사용자에게 필요한 즉각적인 비디오 전환 솔루션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7. 추가 자료

 

https://www.aten.com/kr/ko/products/pro-av/비디오-매트릭스-스위치/

https://www.aten.com/ext_data/global_en/microsite/Modular_Matrix_Switch_Series/

ATEN 고정 I/O 비디오 매트릭스 스위치

ATEN 모듈형 매트릭스 스위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