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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개 

10년전 AV 신호는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전환되기 시작했습니다. 카세트 테이프 음악은 이미 이전에 CD로 

영화는 레이저 디스크 그리고 DVD와 블루레이로 이동했고, 업계 관련 기준은 또한 변화되어 VGA는 HDMI로 

이동이 시작 되었습니다.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의 이동의 장점은 명확합니다. 디지털 신호는 데이터 처리와 

데이터 전송 모두에 더 나은 화질뿐만이 아니라 또한 더 많은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10년전 사용했던 전화를 생각해보면, 그리고 현재 스마트폰을 보면 차이점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큰 

변화를 보이는 전문적인 오디오 비디오 역시 같은 종류의 차이를 상상할 수 있습니다.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이동 후, 해상도는 매우 빠르게 올라가기 시작 했고, VCD에서 DVD, 그리고 720p로 그리고 1080p로 바뀌었는데 

아마도 지난 10년간 가장 익숙한 포맷일 것입니다. 그러나 심지어 영화계를 선도할 더 넓은 규격인 DCI 4K와 

함께 최근 2, 3년간 많은 산업에서 고선명 비디오를 위한 4K 화질의 새로운 기준이 되었습니다. 4K UHD는 

1080p Full HD의 4배 해상도인데 이 뜻은 4배의 비디오 데이터양이 처리가 된다는 뜻입니다. 또한 비디오 

신호에 추가로 오디오, 컨트롤, USB 그리고 이더넷과 같은 다른 신호 전송에 대해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AV 신호의 진화는 오늘날 신호 전송에 있어 다양한 변화를 맞고 있다는 뜻입니다. 

ATEN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해야하며 점점 증가하는 해상도 최대 4K@60 or 4K HDR을 위한 충분한 대역폭의 

비디오, 오디오 및 신호 제어를 위한 다양한 신호 전송을 하도록 간단하고 신뢰성 있는 솔루션을 제공해야 

합니다.



 
 
 
 
 
 
 
 
 
 

2. 도전과 솔루션 

2.1. 이퀄라이저 

따라서 약 10년전에 ATEN은 시장에서 가능한 기술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첫번째는 이퀄라이저였습니다. 이것은 

신호 전송의 가장 간단한 방법이며 가장 비용에 있어 효과적입니다. Figure 01은 다른 신호 부분을 전송하기 

위해 2개의 Cat x 케이블을 이용해 어떻게 이퀄라이저가 HDMI를 전송하는지 보여줍니다. 첫 번째 케이블은 

높은 속도 신호를 전송하며 두 번째 케이블은 EDID, HDCP, HPD, 오디오, IR, USB와 같은 낮은 속도 신호를 

전송합니다. 이것은 특별히 어렵지는 않지만 이런 종류의 기술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1080p의 가장 

장거리 신호는 40m가 한계입니다. 

Fig. 01: 이퀄라이저 작동 원리  
 

 
 

DVI와 HDMI 같은 높은 스피드 디지털 신호는 장거리 전송 후 심하게 손상됩니다. 이 종류의 아이 다이어그램 

(Figure 02에서 보이는)은 우선 순위와 디지털 비디오 문제를 측정하는데 사용됩니다. – 신호가 제대로 수신이 

되지 않으면 화면이 깜빡이거나 이미지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40m 후에는 이퀄라이저 기능이 

사용됩니다. ATEN HDMI 연장기는 신호를 회복하고 비디오 품질을 정상으로 돌려 본래 신호로 맞추기 위해 이 

기술을 사용합니다. ATEN 모델은 최종 사용자 또는 SI가 주파수 단계를 조정할 수 있는 슬라이드 스위치 기능이 

특징입니다. 더 높은 주파수 신호는 장거리 전송 후 더 많은 손상을 가져옵니다.



Fig. 02: The Function of Equalizers 

 

 

 
 
 

ATEN은 간단하고 비용 절감에 효과적인 다양한 범위의 이퀄라이저 기반의 제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요 

모델은 VE807, VE800A, VE803 그리고 VE810입니다. 그러나 최대 사양은 1080p 신호에 오직 40m로 이전 

아날로그 신호 연장과 비교해 매우 제한적입니다. 참고로 ATEN VGA 연장기는 최대 150m 까지 전송합니다. 

그럼 이 연장 제한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2.2. HDBaseT 

이퀄라이저의 연장 제한은 다른 신호 전송 솔루션을 찾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현재 

익숙하고 디지털 연결에 새로운 기준이된 개방형 표준인 HDBaseT에 대해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모든 다른 

종류의 신호를 하나의 케이블에 조합할 수 있는 HDBaseT는 2010년에 발렌스(Valens)에 의해 발견되었으며 현재 

HDBaseT 연합에 2 레벨로 등급을 나눈약 200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2017년 7월 얼라이언스 제휴 멤버가 되는 업그레이드를 하기로 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ATEN 고객에게 있어 

이것의 장점은 이제 ATEN은 HDBaseT에 대한 내부 정보를 더 알 수 있어 더 나은 제품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2개 케이블을 사용해야 하고 최대 40m 전송거리 ATEN의 첫 번째 솔루션, 이퀄라이저를 고려하고 있다면 

HDBaseT의 특징을 알기쉽습니다. HDBaseT와 사용자는 5개 다른 종류의 신호를 최대 100m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1) 압축되지 않은 울트라 HD 비디오와 오디오; 2) 100BaseT 이더넷; 3) USB (HDBaseT 2.0 USB 2.0); 4) 

신호 제어(IR, CEC, RS232); 5) Power over HDBaseT (최대 100W).이러한 독특한 사양의 지식을 강화하기 위해 

HDBaseT는 이 특별한 기능에 특별한 용어 5-Play를 만들었습니다. HDBaseT에 대해 학습한 것을 공유하기 위해 

Figure 03의 제안된 케이블 설치 HDBaseT의 주요 요소를 볼 수 있습니다. 이더넷 스위치에 익숙하다면 이것이 

10G 이더넷과 비슷하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Fig. 03: Key Factors of HDBaseT Installation 

 

 

 
 

AV와  IT의 통합을 반영한 HDBaseT는 IT 산업에서 AV를 위한 초고속 대역폭 채널을 생성하기 위해 10G 이더넷 

기술에 유리하며 4K@30Hz (4:4:4) 또는 4K@60Hz (4:2:0)에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양쪽의 데이터율은 약 

9Gbps이며 HDBaseT는 울트라 HD 신호를 전송하기 위해 10Gbps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비디오만이 

아니라 또한 오디오, 컨트롤, 이더넷, USB – 모든 신호는 커다란 유연성을 제공하기 위해 전송되는 동안 데이터 

패킷에 변환됩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콘셉트가 특별하지 않더라도 HDBaseT는 지난 몇 년간 잘되고 있었는데 

초기에 발렌스(Valens)가 경쟁력 있는 가격을 제공하기 위해 ASIC에 크게 투자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HDMI 2.0과 같은 새 기준에 무슨 의미 일까요? 이를 위해 해상도는 여전히 4K@60Hz지만 

색상 샘플링은 4:4:4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Figure 04에서 볼 수 있듯이 최대 18Gbps의 데이터율을 

요구합니다. 이 대역폭은 HDBaseT 한계를 초과합니다. 

 
 

Fig. 04: HDBaseT는 4K@30Hz(4:4:4)와 4K@60(4:2:0)을 위해 최대 10Gbps 대역폭을 제공하지만 대역폭은 4K@60 

(4:4:4)를 전송하기에 충분하지 않아 최대 18Gbps 데이터율이 필요합니다. 

 



 

 

HDBaseT는 시작에서 가능한 기술을 조사함으로써 난관에 잘 대처했습니다. 디스플레이 해상도 정의를 

담당하는 다른 연합인 VESA에서 특별한 종류의 압축을 발견한 것은 행운이었습니다. VESA는 Video Electronics 

Standards Association (비디오 전자 기준 연합)을 뜻하며 PC, 워크스테이션과 소비자 전자 업계를 위한 산업 

전반 인터페이스 규격을 지원하고 설정하는 국제적 비영리기관입니다. XGA, UXGA 그리고 EDID와 같은것을 

들을때 이 것은 모두 VESA로 정의되며 공동표준입니다. HDBaseT는 VESA로부터 DSC (Display Stream 

Compression)로 불리는 새로운 기술을 발견했습니다. 

DSC는 시각적으로 손실 없는 압축을 위한 VESA 표준입니다. 2:1 또는 3:1의 매우 가벼운 압축률이며 비디오는 

한 줄씩 압축되며 이것은 매우 낮은 대기율을 나타냅니다. (불과몇μs) 이것은 HDBaseT 전송기에서 DSC 압축을 

통한 IC이며 최대 100m로 전송되기 위해 18Gbps HDMI 2.0 신호는 HDBaseT 제한 이내로 줄일 수 있어 

수신기쪽에서 압축을 해제하고 18Gbps로 다시 복구할 수 있습니다. Figure 05를 참조하십시오. 이것은 DSC 

이용해 HDBaseT는 완벽하게 최대 100m True 4K 전송을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ATEN은 이 기술을 

이용한 신제품 True 4K HDMI/USB HDBaseT 2.0 연장기 VE1832을 보유하고있습니다. 

 
Fig. 05: DSC (Display Stream Compression) 

 



 

 

많은 사람은 압축이 비디오 화질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걱정하지만 DSC는 시작적 손실 없는 스트리밍을 
제공하는 매우 가벼운 압축 방법이며 원래 이미지와 압축된 이미지 차이를 육안으로 식별하기 힘듭니다. 
HDBaseT가 최종 사용자를 위해 비디오 화질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므로 이 특별한 기술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HDBaseT 데이터율이 최대 10Gbps가 가능하므로 설치와 케이블 작업을 처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ATEN은 HDBaseT 제품이 있으며 시장이 HDBaseT에 대한 이해를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ATEN은 HDBaseT 설치 가이드를 준비했습니다. 따라서 [아래의 추가 정보 확인] 을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ATEN에서 제공하는 타입과 같은 인증된 HDBaseT 케이블 사용을 추천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것은 HDBaseT가 이더넷과 비슷한 기술을 기반으로 하지만 HDBaseT 신호는 표준 이더넷 스위치에 
호환하지 않으므로 HDBaseT 케이블을 이더넷 스위치에 직접 연결하지 마십시오. 

 

 
1.1. OverIP 
ATEN over IP 솔루션은 IT 산업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기가 비트 이더넷 네트워크 설계를 기반으로 개발되어 
HDBaseT에 의해 제공되는 것보다 더 나은 유연성과 확장성을 제공합니다. 많은 솔루션에 HDBaseT는 훌륭하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유연성과 확장성에 다소 제한이 있습니다. ATEN over IP 솔루션은 매우 간단합니다 – 이는 
송신기, 수신기 그리고 표준 기가 비트 이더넷 네트워크 스위치로 구성됩니다. 많은 ATEN 연결 다이어그램은 
Netgear 스위치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주목하세요. 왜냐하면 ATEN은 이 브랜드와 포괄적인 테스트를 완료했으며 
Netgear는 ATEN over IP 제품과 항상 호환합니다. 
 
over IP 제품의 첫 번째 명확한 장점은 유연성입니다. 간단한 연장기와 분배기 설치에서 매트릭스 스위치와 비디오 
월까지, 기가 비트 스위치의 서로 다른 다양한 포트와 함께 비슷한 송신기와 수신기 설치를 사용할 수 있어 많은 
상황에서 솔루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데이터율을 고려해야 합니다. ATEN은 1Gbps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10Gbps 보다 훨씬 큰 유연성과 비용 절감 그리고 더 나은 안티 인터페이스 호환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심지어 1080p도 1Gbps 이상의 데이터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over IP 제품에서 압축은 
꼭 필요합니다. 

 
 
압축을 꼭 사용해야 한다는 사실 때문에 2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디오 품질입니다. 
압축은 분명히 이미지 데이터 손실을 야기하며 다른 종류의 압축은 다른 수준의 데이터 손실을 야기합니다. 
이미지 데이터 손실의 수준을 기반으로 압축 방법은 3 단계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Lossless(손실없음), 데이터 
손실이 없음을 뜻합니다; “Visually Lossless(시각적 손실 없음); 품질 손실을 알아차릴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Lossy(손실)” 차이가 분명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품질과 유연성 사이의 완벽한 균형을 찾기 위해 ATEN 
VE89xx over IP 제품은 “Visually Lossless (시각적 손실 없음)” 압축 방법을 사용합니다. 
비디오 압축시에 두 번째 중요한 요인은 대기시간입니다. 시장 조사 동안 ATEN은 특정 상황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용할 수 있는 대기 시간 단계를 발견했습니다. 



 

 

예를들어 의학용 모니터링의 경우 인간의 삶에 매우 중요하며 대기 시간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둘째, 키보드, 

마우스와 같은 HID는 매우 빠른 응답 속도를 요구해 허용 가능한 대기 시간은 50ms 이하입니다. 터치 패널 같은 

제어와 접근을 위한 장비 제어 장치는 아주 조금 더 긴 대기 시간을 허용할 수 있지만 여전히 100ms 이하입니다. 

HID와 터치 패널 모두 관련된 고객의 주요 타겟 애플리케이션을 고려해 ATEN은 수용 가능한 대기 시간이 

100ms이 되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실험실에서는 ATEN KE69/89와 VE89 시리즈의 대기 시간 결과가 

송신기와 수신기 모두 32ms / 2 프레임이 될 것을 테스트했습니다. 

네트워킹은 종종 Pro AV 전문가에게 낯설고 어려울 수 있어 ATEN HDMI over IP 비디오 연장기 시스템 실행 

가이드 [아래의 추가 정보 확인]는 중요한 문제가 잘 풀리지 않을때 살펴보기 좋습니다. 핵심 문제는 네트워크 

스위치의 주요 목적이 데이터 커뮤니케이션이며 이는 HDMI over IP 애플리케이션이 쉽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네트워크 스위치의 선택과 설정은 모든 프로젝트에 중요하며 추천할 수 있는 ATEN over IP 제품과 

테스트한 몇몇 모델 목록의 시행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한편 케이블링은 over IP 데이터율이 단지 1G이므로 

HDBaseT 제품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Fig. 06: 연장기, 분배기, 매트릭스 스위치, 비디오 월의 다양한 기능과 데이지 체인 응용. 
 



 

3. 상황에 따른 솔루션 선택 

서로 다른 상황에 적용하기 위한 다양한 기술 사이에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이제 까지 결론은 

이퀄라이저는 가장 비용 효과적인 솔루션입니다.  HDBaseT는 가장 뛰어난 비디오 품질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over IP는 가장 유연성 있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다른 특별한 상황에서는 어떨까요? 여기 유용한 몇 가지 예시가 

있습니다. (전체 상세 케이스 스터디에 대한 링크는 아래에 추가 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1. 이탈리아 레스토랑 체인점  

첫 번째 예시는 이탈리아의 레스토랑 체인점입니다. 고객은 레스토랑내의 몇 대의 모니터에 STB 신호 분배를 

위한 간단하고 효과적인 솔루션을 요구했습니다. 소스에서 모니터 사이의 거리는 최대 40m 정도이며 FHD 

해상도만 가능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100개가 넘는 레스토랑 수로 인한 가성비 있는 솔루션이 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퀄라이저 기술이 이 경우에 완벽합니다. 

 

Fig. 07: 이퀄라이저 솔루션이 요구되는 레스토랑 체인점  
 
 

 
 
 
 
 
 
 
 
 
 
 
 



 

   3.2. UK 병원 MIR 연장  

다음 예시는 영국의 병원입니다. 고객은 암과 뇌질환을 위한 선두 치료의 지속적인 개발의 일환으로 새로운 

최첨단 MRI-guided 방사선 치료를 실행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고객은 신뢰성 있는 뛰어난 비디오 품질과 

중요한 의학 및 건강 관리 애플리케이션의 높은 요구사항을 만족시킬 정확성을 가진 MRI 연장 솔루션을 

요구했습니다. 이 경우 HDBaseT 기술이 최고의 선택이며 최대100m 까지 HDMI와 USB 신호 연장이 가능한 

ATEN VE813A을 사용했습니다. 

Fig. 08: HDBaseT는 MRI 연장을 위한 최고의 선택이었습니다. 
 

 
 

3.3 터키 트레이닝 센터 / 유럽 디지털 법정 /UK라이브이벤트 

다음의 3번째 예시는 over IP 솔루션입니다. ATEN VE89xx 시리즈는 2016년 말에 출시된 이후 최근 다양한 

프로젝트에 적용되어 왔습니다. 하나는 디지털 사이니지/8층 전체 온라인 수업 솔루션이 요구되는 터키의 

트레이닝 센터입니다. 다른곳은 많은 콘텐츠를 공유하도록 여러대의 디스플레이를 요구한 유럽의 디지털 

법정입니다. 세번째는영국에서 있었던 대형 화면에 4K 신호를 사용한 라이브 이벤트였습니다. 이들은 환경에 

영향 받지 않는 신뢰성 있는 연장 솔루션을 요구해 ATEN VE8950을 선택했습니다. 

 

Fig. 09: 이경우에Over IP 솔루션이 사용되었습니다.  
 



 

3.4. 이탈리아 공공 감시 시스템 
다음 케이스는 매우 특별합니다. 이탈리아 토리노의 주 경찰은 새로운 공공 감시 시스템 제어룸에서 큰 공공 

행사 기간 동안 군중의 행동을 모니터링하고 사고를 탐지할 수 있도록 요구했습니다. 산업 전문가 ErreElle 

Net의 도움과 ATEN KVM과 AV 신호 분배 하드웨어를 사용해 여러 비디오 월과 유연한 워크스테이션이 

설치되었습니다. 이 케이스를 위해 HDBaseT와 KVM over IP 기술 조합이 사용되어 완벽하게 AV/IT 연결성에 

집중한 ATEN의 장점을 나타내는 AV가 IT를 만난 흥미로운 케이스를 만들었습니다. 

Fig. 10: 토리노 주 경찰은 통제실에 HDBaseT와 KVM over IP 기술의 조합을 사용했습니다. 
 

 
 

3.5. USA스포츠바 

다음은 미국의 다른 흥미로운 케이스입니다. 큰 스포츠 바 콤플렉스는 고객을 끌기 위해 특별한 경험을 

만들기를 원했습니다. 스포츠 바 에서는 4개의 비디오 월을 요구했습니다. 처음에는 ATEN VM3200 모듈형 

매트릭스 솔루션과 HDBaseT 수신기를 사용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요구사항에 맞출 수 있는 가장 최신 

솔루션이었기 때문입니다. (Figure 11) 그러나 새 가게에 다양한 디스플레이를 위해 훨씬 더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over IP 솔루션을 시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Figure 12)



 

Fig. 11: 스포츠 바의 초기 HDBaseT 솔루션 
 

 
 
 

Fig. 12: 같은 스포츠 바의 업그레이드 된 over IP솔루션 
 



 

4. 결론 

결론적으로 AV는 이미 IT를 만나고 있고 ATEN의 AV 신호 전송을 위한 방법은 이 지속적인 집중성을 위해 이미 

진화 했습니다. ATEN은 시장에서 가능한 기술을 사용한 이퀄라지이저와 오직 케이블을 이용해 AV 신호 전송을 

보내기 위해 전통적인 방법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ATEN은 HDBaseT로 이동했으며 여전히 케이블을 이용할 

뿐만이 아니라 신호 전송을 위해 이더넷 백본 패킷 기술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지금 AV/IT 통합을 보여주는 더 

많은 over IP 솔루션 이더넷 스위치를 사용해 IP를 더 활용하고 있어 ATEN 솔루션은 시장의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5. 추가 정보 
• ATEN HDBaseT 설치 가이드 

https://www.aten.com/ext_data/kr_ko/data/ATEN_HDBaseT%20Installation%20Guide%20v1
.pdf 

• ATEN HDMI Over IP 비디오 연장기 시스템 시행 가이드 
https://assets.aten.com/product/manual/Implementation_Guide.pdf 

• ATEN 케이스 스터디 
https://www.aten.com/kr/ko/market-and-solutions/success-stories/ 

https://www.aten.com/ext_data/kr_ko/data/ATEN_HDBaseT%20Installation%20Guide%20v1.pdf
https://www.aten.com/ext_data/kr_ko/data/ATEN_HDBaseT%20Installation%20Guide%20v1.pdf
https://assets.aten.com/product/manual/Implementation_Guide.pdf
https://assets.aten.com/product/manual/Implementation_Guide.pdf
https://assets.aten.com/product/manual/Implementation_Guide.pdf
https://www.aten.com/kr/ko/market-and-solutions/success-sto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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