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회사는 다양한 보험 상품군을 고객들에게 소개하기 위해 LCD 디스플레이를 

로비와 미팅룸에 설치하고 싶다. 제어실에서 전송되는 거리가 각 각 60m 가 넘고 

회사는 각 층 마다 미팅룸을 신설할 계획이 없어 하드웨어 거리가 문제였다.

보험회사

ATEN 솔루션

VS1504
4포트 Cat 5 오디오/비디오 분배기

VE200R
오디오/비디오 수신기

2L-2801
로우 데스큐 Cat 5e 케이블

• 하나의 비디오 입력으로 4개의 비디오 출력 완성

• 오디오 가능

• Cat 5e 케이블을 이용하여 최대 150 m 연장

• 우수한 비디오 품질 - 최대 1920x1200 @ 60Hz

• 장거리 전송 - 최대 200 m

• 듀얼 오디오/비디오 출력

• 오디오 와 시리얼 지원

• 선명한 이미지 품질을 위해 두 개의 게인 제어 모델

• 고품질 RGB 비디오 전송 지원

• ATEN 아날로그 Cat 5비디오 연장기와 호환

• 로우스큐 케이블 – 고품질 RGB 비디오 전송 지원. 2L-2801 로우스큐 Cat5e케이블로 불투명하고 지저분한 

이미지를 제거하여 선명하고 깨끗한 비디오 전송 가능

• 3단계까지 캐스케이드 가능 – VS1504는 ATEN의 수신 장치와 같이 설치 시, 수 천개의 비디오 시그널을 제공

• 장거리 전송 – 제어실과 미팅룸 사이 거리를 연장

• 우수한 비디오 품질 – 고품질 비디오 해상도 지원. 최대 1920 x 1200 @ 60 Hz

• 편리한 제어 – VE200와 IR리모컨의 조합으로 원격에서 스크린 ON/OFF 제어 가능

Banking01

장점

(28페이지 참조)

(29페이지 참조)

(37페이지 참조)

대만 타이페이에 위치해 있는 관광사업의 선구주자인 라이온 여행사는 1977년  

설립되었다. 관광 상품으로는 유럽, 미주, 오세아니아 및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등 

글로벌 하고 활발하게 움직이는 관광사업 업체 중에 하나이다. 라이온 여행사는 북, 

남미, 오세아니아, 아시아등 67개의 로컬 서비스를 가지고 있으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라이언 여행사 

• 장거리 전송 - 미디어 매트릭스 솔루션은 다수의 멀티미디어 소스 시그널을 다양한 층에 분포된 디스플레이  

모니터에 최대 300미터까지 전송이 가능하며 동시에 우수한 A/V 품질 보장

• 높은 호환성과 쉬운 설치 - VE022 미니 연장기는 컴팩트하고 설치하기 쉬우며 지속적으로 신호연장기 가능

• 손쉬운 스위칭 - CS74E를 통한 비디오 출력으로 다양한 종류의 소스 장치와 쉽게 연결 및 스위칭 가능

Corporate 02

장점

솔루션 설정

솔루션 설치

미디어 분배 솔루션으로 고품질의 A/V 컨텐츠를 Cat5e케이블을 통해 실시간으로 다양한 디스플레이에 전송한다

ATEN 솔루션

VM0808T
8x8 Cat 5 A/V 매트릭스 스위치

VE300T
A/V over Cat 5 전송기

VE300RQ
A/V over Cat 5 전송기
(RGB 데스큐 기능)

VE022
미니 Cat 5 A/V 연장기

CS74E
4포트 PS/2 KVM 스위치

ATEN 미디어 매트릭스 솔루션

VS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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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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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M0808T

서버룸 (6F)

공공장소 (5F) 벽걸이 TV (5F)

CS74E

오디오

비디오

Cat 5e 케이블

비디오/키보드/마우스

비디오

Cat 5e 케이블



VGA 케이블

Cat 5e 케이블

HDMI 신호

RS-232 제어 신호

대만 타이페이에 위치해 있는 관광사업의 선구주자인 라이온 여행사는 1977년 

설립되었다. 라이언 여행사는 급속도로 거대해지는 영업과 사원들의 급증으로 

2010년 라이언 여행 그룹 빌딩을 지었다. 1층에 있는 사원들과 방문객을 위한 오픈 

커피숍은 가끔 다양한 활동으로 임대해 주기도 한다. 이러한 외부 활동을 위해 

라이온 여행사는 현대적이고 전문적인 오디오 비디오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스테레오 장비를 임대하고 빌려야 하는 번거로움을 제거하였다

라이언 여행사 

ATEN 솔루션

VM0404H
4x4 HDMI 매트릭스 스위치

• 어떤 HDMI 소스 장치를 연결하여 LED TV 및 프로젝터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전송 가능

• 멀티미디어 소스 간 유연하고 쉬운 스위칭 지원

• 우수한 비디오 품질 – 480p, 720p, 1080i, 그리고 1080p (1920x1080)

• HDMI 소스와 HDMI 디스플레이간 거리 최대 60미터 연장가능

• Cat 5e 케이블을 이용하여 장거리 전송 가능

• 우수한 비디오 품질 – 1920x1200 @ 60Hz, 최대1080p 

• 장거리 전송 – VE800은 HDMI 소스와 HDMI 디스플레이 사이 최대 60미터 연장 시킴

• 우수한 A/V 품질 – 고품질 비디오 해상도 최대 1080i와 1080p 지원 및 최상의 오디오 품질지원

• 우수한 안정성 및 호환성 – 거의 대부분의 HDMI 장치와 호환가능

• 손쉬운 스위칭 –4개의 HDMI 소스를  HDMI 디스플레이에 손쉽게 연결 가능하며, 실시간으로 간섭 없이 전송 가능

Corporate03

장점

(31페이지 참조)

하이퍼넷 주식 회사는 광대역 어플리케이션과 회의 센터 시스템 통합 계획 

회사이다. 1994년에 설립된 이후, 하이퍼넷은 회의 시스템 설치와 종합적인 

멀티미디어 통합과 관련해 전문적으로 가장 최근의 기술 제품을 수입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하이퍼넷은 대만과 중국에서 5개의 서비스 장소를 가지고 있고, 

전문적인 회의 통합 서비스를 고객들에게 제공한다

하이퍼넷 

• 손쉬운 스위칭 – 원격, 로컬 모든 사이트에서 4개의 HDMI 소스를 4개의 HDMI 디스플레이에 손쉽게 연결 가능하며 

간섭 없이 실시간 전송 가능

• 저렴한 경비로 장치간 손쉽게 확장 및 연결 가능 -  저렴한 경비로 컨퍼런스 시스템 처럼 여러 장비를 한번에 연결 시 

문제점을 해결 하기 위해 VM0404H을 사용하여 확장가능

• 높은 안정성과 호환성 – RS-232 연결 지원, 쉽게 환경 제어 시스템과 통합 가능하며 간단한 장비 관리 가능

Corporate 04

장점

솔루션 설치

솔루션 설정

ATEN 솔루션

VM0404H
4x4 HDMI 매트릭스 스위치 

• 원격과 로컬에서 4개의 HDMI 소스를 4개의 HDMI 디스플레이에 연결 가능

• 하이엔드 시스템 제어를 위한 양방향 RS-232 시리얼 원격포트 내장

• 원격 제어기 또는 전면 패널 푸시버튼으로 선택하고 싶은  HDMI A/V 소스와 

디스플레이 사이 토글

(31페이지 참조   )

VM0404H

HDMI IN RS-232HDMI IN HDMI IN HDMI INHDMI OUT HDMI OUT HDMI OUT HDMI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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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페이지 참조)

VM0404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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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 사이트

인터넷



ATEN 솔루션

VM0808T
8x8 Cat 5 A/V 매트릭스 스위치

VE500T / VE500RQ
오디오/비디오 수신기

• ATEN 의 VE500 A/V Over Cat5 연장 시스템 과 조합으로 8 개의 Cat 5 A/V 

입력으로 어떤 8개의 Cat 5 A/V 출력으로 연결

• 우수한 비디오 품질- 최대 1920 x 1200 @ 60Hz; DDC2B

• 다수의 소스와 다수 디스플레이간 손쉬운 스위칭

• 추가적인 로컬 입력과 로컬 디스플레이 지원 가능

• 최대 300미터 장거리 전송 가능

• Cat 5e 케이블을 이용하여 전송기와 리시버 연결가능

• 우수한 비디오 품질 – 최고1920x1200 @ 60Hz

• 우수한 RGB 데스큐 기능 – 자동 동기화로 거리에 따른 RGB 시그널 조정 시간 

딜레이보상                                                                                                        

(26페이지 참조)

(26페이지 참조)

A/V 매트릭스 스위치와 A/V Over Cat 5 연장기의 조합인 미디어 매트릭스 솔루션

비디오

Cat 5e 케이블

RS-232

석유 & 가스 장비 & 서비스 회사는 석유 회사가 전 세계 가스 매장량을 발견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그들은 운영자가 시스템 또는 컴퓨터가 있는 제어실에서 

데이터에 접속하도록 비디오 연장을 요청했다.

석유 & 가스 서비스 회사

ATEN 솔루션

VS1204T
4포트 A/V Over Cat 5 분배기

VE170R / VE170RQ
A/V Over Cat 5 수신기 

• Cat 5e 케이블로 하나의 오디오/비디오 입력으로 4개 오디오/비디오 출력 가능

• 로컬 디스플레이 지원 + 4 원격 디스플레이 지원

• Cat 5e 케이블로 최대 300 m 연장 가능

• 우수한 비디오 품질 – 최대 1920 x 1200 @ 60Hz

• 장거리 전송 가능 최대 300 m

• 우수한 RGB 데스큐 기능 – 자동 동기화로 RGB 시그널의 거리상 시간 지연 방지 

(VE170RQ)

• 우수한 비디오 품질 – 최대 1920x1200 @ 60Hz

• 오디오 가능 (모노)

• 효율성을 높임 – 운영자는 기존 자신의 책상에 앉아 기존 시스템에 접속 가능함. 중요한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 

제어실에 매번 가지 않아도 됨

• 쉬운 설치 – 간편한 Cat 5e케이블링으로 깔끔하고 단정한 작업환경 제공

• 저렴한 가격 경쟁력 – 경제적인 전송으로 단일 A/V 소스를 다수의 출력으로 전송가능

Corporate05

장점

(29페이지참조)

(30페이지참조)

대학교는 IDC를 새로운 캠퍼스에 설립했다. 게다가 교재를 분배하고 현대적인 A/V 

기술을 활용하여 심사 절차를 개선했다. 대학교는 시험 컨텐츠를 불특정 다수의  

디스플레이에 전달할 수 있는 전문적인 A/V 솔루션를 찾고 있었다. 시험 컨텐츠가 

들어있는 서버는 IDC에 철저한 보안이 되어야 하며 300미터나 떨어진 곳에 배치 

되어 있는 상황이다. 

디지털 교실

Education 06

• 다수의 비디오 소스, 다수의 비디오 출력 – 기존 분배기를 이용하여 다른 문제들이 다수의 교실에 전송되어 각 교실에 

두 개의 스크린에 배포됨 

• 장거리 전송 – A/V 시그널은 IDC로부터 300미터 떨어진 교실까지 완벽하게 전송됨

• 훌륭한 유연성 – VM0808T 은 모든 오디오/ 비디오의 독립적인 스위칭으로 최상의 유연성을보여줌

• 시리얼 연결 – VM0808T 은 RS-232 명령 기능으로 거의 모든 시스템을 제어

장점

솔루션 설정

솔루션 설치

VE170RQ

VE170R

VE170R

VE170RQ

VS1204T
제어실제어실

사무실사무실

GAIN COMP

LINE  IN

GAIN COMP

L INE  IN

GAIN COMP

LINE  IN

GAIN COMP

LINE  IN

오디오

비디오

Cat 5e 케이블



대학교에 있는 여러 교실들은 540미터 260미터, 240미터, 180미터 등 각 처에 

서버로부터 떨어져 있다.  수업에 필요한 교재는 서버로부터 각 교실로 전송되어야 

한다. 그들은 적어도 450미터 이상 떨어져 있어도 전송이 가능한 전문 A/V 

솔루션이 필요하다.

캠퍼스 방송 교육 시설

ATEN 솔루션

VS1508   
8포트 Cat 5 오디오/비디오 분배기

Education07

• Cat5e 케이블을 이용한 장거리 전송 지원 – 최고 150미터 연장 디스플레이 가능; ATEN 수신장치와 조합 시, 최고 

500미터 연장 가능 VB552 와 VE200

• 3단계까지 캐스케이드 가능 – VS1508 는 ATEN 수신 장치와 조합으로 설치 시 수 천 개의비디오시그널을 제공함

• 우수한 안정성 – 안전한 연결과 장거리 고해상 미디어 제공

• 우수한 비디오 품질 – VE510 또는 ATEN의 로우 스큐 Cat5e케이블을 추가하여 RGB 스큐문제를제거하여 고품질의 

전송

장점

(28페이지 참조)

VB552
VGA Over Cat 5 리피터 + 오디오

(28페이지 참조)

VE510 (선택사항)

비디오 싱크로나이저 

(37페이지 참조)

몇 몇 다른 교실에 설치된 디스플레이에 전문화된 교육 컨텐츠를 전송하기 위해 

센터의 관리인은다수의 서버에 저장해놓은 영상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받은 여러 

다른 영상을 여러 다른 곳으로 다시 재 전송 해야만 한다. 모든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기 위해 제어실에서 서버를 모니터 해야만 한다

• 다수의 디스플레이 지원 – A/V 출력의 유연한 분리성으로 다수의 목적지에 전송가능

• 장거리 전송 – 최대 450 m까지 장거리 연장 가능

• 우수한 비디오 품질 – 우수한 비디오 품질 최고 1920 x 1200 @ 60 Hz 지원

• 듀얼 A/V 출력 지원 – 최소의 연결과 최소의 리시버 장치로 전망 증가

• 케이블 비용 절약 – 모든 소스 장치의 케이블링으로 어렵게 연결하는 대신 모든 모니터수신장치에 캐스케이드 하여 

연결

Education 08

장점

솔루션 설치솔루션 설치

고품질 A/V 컨텐츠를 Cat 5e케이블을 이용하여 실시간 다수 디스플레이에 전송 가능한 미디어분배 솔루션

ATEN 솔루션

VS1504   
4포트 Cat 5 오디오/비디오 분배기

VB552
VGA Over Cat 5 리피터 + 오디오

VE200R
오디오/비디오 연장기

VS92A
2포트 비디오 분배기

CS9138
8포트 KVM 스위치

미디어 분배 솔루션으로 고품질의 A/V 컨텐츠를 Cat5e케이블을 통해 실시간으로 다양한 디스플레이에 전송한다

(28페이지 참조) (28페이지 참조)

(34페이지 참조) (38페이지 참조)

(29[페이지 참조)

VS1508

120m

120m

40m

60m

100m

VB552

VB552

VB552

VB552

VE200R

120m

60m

60m

VB552

VB552

VE200R

120m

100m100m

440m440m

120m

120m

VGA

40m

VB552

VB552

VB552

VE200R

VE200L
100m

VE200R

400m400m

100m100m

120m

120m

40m

60m

VGA

100m

100m

VB552

VB552

VB552

VB552

VE200R

VE200R

VE200L

소스장치

GAIN COMP

LINE  IN

GAIN COMP

LINE  IN

GAIN COMP

LINE  IN

GAIN COMP

LINE  IN

GAIN COMP

LINE  IN

GAIN COMP

LINE  IN

GAIN COMP

LINE  IN

모니터
키보드/마우스

GAIN COMP

LINE  IN

GAIN COMP

LINE  IN

GAIN COMP

LINE  IN

GAIN COMP

LINE  IN

CS-9138

RESET
POWER

K / M RESET

AUTO SCAN

GAIN COMP

LINE  IN

GAIN COMP

LINE  IN

2

VS1504

VS92A

VB552

VB552

VB552

VB552

VE200R

VE200R

VE200R

VE200R

VE200R

VE200R

CS9138

2

2

GAIN COMP

LINE  IN

VE200R
오디오/비디오 연장

(29페이지 참조)

비디오

Cat 5e 케이블

키보드/마우스

비디오

Cat 5e 케이블



컴퓨터 클래스룸에는 교사를 위한 한 대의 컴퓨터와 모니터를 포함하여 학생들이 

사용하는 50대에서 100대의 컴퓨터 모니터를 보유하고 있다. 수업 동안 학생들이 

컴퓨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교사는 학생의 컴퓨터를 스위칭 하여 내용을 가르칠 수 

있다. 또한 학생들이 기존에 사용하던 프로그램으로 직접 운영할 수 있게 손쉽게 

스위칭 가능하다. OVER THE NET 을 통해 또한 학생들의 컴퓨터를 제어할 수 있는 

솔루션이 필요했다

Education09 Government 10

VB552

VB552

VB552

VB552

VS1508

VS1508

대기표 디스플레이
서버룸서버룸

스태프 작업 공간스태프 작업 공간

고객 휴식 공간고객 휴식 공간

비디오

Cat 5e 케이블

서버룸서버룸

Teacher

학생

Internet

VS201

KA9170 

VE200R 

LANLAN

VS92A

KH15016i 

VS0202

VS1508 

비디오

Cat 5e 케이블

키보드/마우스

VS1508   
8포트 Cat 5 오디오/비디오

분배기

KH1516i  
16포트 고밀도 KVM Over 

the NET™

VS92A
2포트 비디오 분배기

VS0202
비디오 매트릭스 스위치

(2 입력 2 출력)

VS201
2포트 비디오 스위치

(28페이지 참조)

VE510 (선택사항)

비디오 싱크로나이저

VB552
VGA Over Cat 5 리피터 +

오디오

(28페이지 참조)

VE200R
오디오/비디오 연장기

(29페이지 참조) (37페이지 참조)

(38페이지 참조) (34페이지 참조) (31페이지 참조) (32페이지 참조)

미디어 분배 솔루션으로 고품질의 A/V 컨텐츠를 Cat5e케이블을 통해 실시간으로 다양한 디스플레이에 전송한다

ATEN 솔루션

• 다수의 디스플레이 지원 –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다수의 목적지에 전달해야 하는 설치를 위한 최적의 조건

• 우수한 비디오 품질 – 우수한 비디오 품질 지원 1920 x 1200 @ 60 Hz

• 다수 출력에 다수의 소스 간편한 제어 – 각 2개의 비디오 출력으로 학생의 소스 1과 교사의소스 2 를 전면 패널 

푸시버튼을 이용하여 간편히 토글 가능

• Over-IP제어 – 교사는 원격으로 LAN, WAN,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학생의 컴퓨터를 제어 가능

• 편리한 사용 – 교사 컴퓨터로부터 신호를 자동으로 수신 

장점

솔루션 설치

컴퓨터 교실
효율적인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여 위해 여권 사무국은 대기표와 광고가 포함되어 

있는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전송해야 하는 솔루션을 찾고 있다. 하나의 소스로 

대기실 및 작업실같이 장거리에 설치 되어 있는 디스플레이에 전송해야 한다

여권국

• 다수의 디스플레이 지원 – 대기실에 있는 고객들이 토큰 번호가 불리울 때 번호를 볼 수 있으며 기다리는 동안 광고를 

보면서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음

• Cat 5e 케이블을 이용하여 장거리 전송 가능 – 고품질의 A/V 출력은 서버룸에 있는 소스 컴퓨터로부터 최대 150m 

떨어진 곳까지 전송 가능

• 우수한 호환성 – 최신 LCD 디스플레이와 완벽히 호환

장점

솔루션 설치

VS1508
8포트 Cat 5 오디오/비디오 분배기

VB552
VGA Over Cat 5 리피터 + 

오디오 

• 하나의 비디오 입력으로 8개의 비디오 출력 지원

• 오디오 지원

• Cat 5e 케이블을 이용하여 최대 150 m연장

• 우수한 비디오 품질 – 최고 1920x1200 @ 60Hz

• 추가적으로 150m 연장 전송 가능

• 듀얼 오디오/ 비디오 출력

• 오디오와 시리얼 지원

(28페이지 참조)

ATEN 솔루션

미디어 분배 솔루션으로 고품질의 A/V 컨텐츠를 Cat5e케이블을 통해 실시간으로 다양한 디스플레이에 전송한다

(28페이지 참조)

인터넷 접속

필요하면 학생의 컴퓨터로 스위치 가능 

학생 컴퓨터 감시 및 제어
 

교사의 비디오 (주요)  

대기표와 미디어 디스플레이

대기표 디스플레이

대기표와

미디어 디스플레이

소스장치

소스장치



ATEN 솔루션  

VM0808T
8x8 Cat 5 A/V 매트릭스 스위치

VE500T / VE500R
A/V Over Cat 5 전송기 / 수신기

• ATEN 의 VM0808T 로 8 개의 Cat 5 A/V입력으로 8개의 Cat 5 A/V 출력 지원

• 우수한 비디오 품질 – 최고 1920 x 1200 @ 60Hz; DDC2B

• 다수의 소스와 다수의 디스플레이간 손쉬운 스위칭

• 추가적인 로컬 입력과 로컬 디스플레이 지원 

• 장거리 전송 최대 300 m

• Cat 5e 케이블을 이용하여 전송기 와 리시버 연결

• 우수한 비디오 품질 – 최대 1920x1200 @ 60Hz

(26페이지 참조)

(26페이지 참조)

미디어 매트릭스 솔루션으로 A/V 매트릭스 스위치와 A/V Over Cat 5 연장기의 조합

메디카 스태프 프로모션 주식회사(MSP)는 일본에 있는 회사로써, 의료 시설 

관리의 폭 넓은 서비스를 지원하는 회사이다. MSP 는 “메디콤”이라고 불리 우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A/V 전송기, 분배기와 리시버등을 배포 하는 

일을 수행한다. 문제는 A/V 장비의 높은 비용이었다. MSP 는 장비 조달 비용으로 

다른 솔루션을 A/V 기기를 교환하여 감소 될 수 있는지 여부도 고려했다

메디카 스테프 프로모션 주식회사

• 다수의 디스플레이 지원 – 고품질 오디오와 비디오를 병원 내 다수의 디스플레이에 분배

• 공간 및 비용 절약 – 전송기와 분배기 조합으로 VS1508은 공간 및 비용을 절약 할 수 있음

• 높은 호환성 – VGA 출력, Windows 7; 지원 기존 셋탑박스와 호환

• Cat 5e 케이블 – 공간을 절약하고 설치하는 시간과 비용 절감

• 듀얼 A/V출력 지원 – 연결을 최소화 하여 수신기 단위 전망을 증대시킴

Healthcare11

장점

음악과 비디오, 광고들이 끊임없이 나오는 다수의 디스플레이가 유명한 

나이트클럽에 설치되었다. 다양한 컨텐츠들이 스테이지의 여러 곳과 바에 

설치되어 있는 모니터에 유연성있게 분배 되어야 한다

나이트 클럽

• 다양한 컨텐츠를 다수의 디스플레이에 전송 – 각각 다른 선명한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나이트클럽안에 설치 되어 있는 

모니터에 전송

• 우수한 A/V 품질 – 고품질 A/V 시그널을 균일하게 장거리 전송 가능 

• 유연성 있는 배치 – 최신 업데이트 된 연예 비디오 등을 나이트클럽 곳곳에 있는 모니터에 유연하게전송 및 배치함

• 편리한 로컬 관리 – 나이트클럽 스태프가 로컬에서 쉽게 A/V 시그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지원 가능

Hospitality 12

장점

솔루션 설치
솔루션 설치

VS1508
8포트 Cat 5 오디오/비디오 분배기

• 하나의 비디오 입력으로 8개의 비디오 출력지원

• 오디오 지원

• Cat 5e 케이블로 최대 150 m연장

• 우수한 비디오 품질 – 최고 1920x1200 @ 60Hz

• 장거리 전송 – 최대 200 m 

• 듀얼 오디오 / 비디오 출력

• 오디오와 시리얼 지원

• 두 개의 게인 제어로 선명한 이미지 품질 보장

ATEN 솔루션  

미디어 분배 솔루션으로 고품질의 A/V 컨텐츠를 Cat5e케이블을 통해 실시간으로 다양한 디스플레이에 전송한다

(28페이지 참조)

VE200R
오디오/비디오 수신기

(29페이지 참조)

VS1508

VE200R

VE200R

VE200R

VM0808T

VE500T

VE500R VGA OUTREMOTE I/OAUDIO OUTL+ L- R+ R-

AUDIO OUT

VGA OUTREMOTE I/OAUDIO OUTL+ L- R+ R-

AUDIO OUT

L+ L- R+ R-

AUDIO IN

바

스테이지

같은 솔루션이 바와 스테이지에

적용됨

VGA 케이블

Cat 5e 케이블

VGA 케이블

Cat 5e 케이블

바/스테이지바/스테이지

 (출력)

Control AreaControl Area

 (입력)

최대 8대 디스플레이

 최대 8 대

로컬 콘솔

최대8대

최대 8개의 소스장치

로컬 모니터

소스 장치
(셋탑박스)

내부 의학 부

수술부

이비인후과



힐튼 두바이는 두바이에 있는 권위있는 호텔 중 하나이다. 투숙하는 고객들에게 

최고의 디지털 서비스를 호텔 전체에 제공하고, IPTV를 설치하여 고객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힐튼 두바이는 IBAHN을 고용하였다.,. IBAHN 은 힐튼 

두바이를 도와 ATEN 전문 HDMI 분배기와 접목하여 IPTV의 기술을 보급하였다.

힐튼 콘라드 두바이, UAE

ATEN 솔루션

VS182
2포트 HDMI 분배기  

• 하나의 HDMI 소스로 두 개의 HDMI 디스플레이에 동시에 연결

• 600대의 VS182를 사용하여 고해상의 컨텐츠를 호텔 내 1200개가 넘는 TV에 

전송시킴

• VS182 을 이용하여 각 HDMI시그널을 균일하게 다수의 텔레비전에 전송 가능

• 우수한 비디오 품질 - 480p, 720p, 1080i, 그리고 1080p (1920x1080)

• 높은 호환성 – 시장에 출시된 IPTV 셋탑박스를 포함한 모든 표준 HDMI 장치와 호환

• 고품질 HDMI – 최상의 비디오를 위한 3D 와 HDTV 지원

• 다수의 디스플레이 지원 – 단일의 HDMI A/V 소스로 최대 2대의 모니터에 연속적으로 전송 및 디스플레이 가능

• 장거리 전송 – HDMI 시그널을 최대 20m 전송

• 공간 절약 – 작은 사이즈의 분배기로도 어떤 설치에도 유연성을 증대시킴

• 효율 증가 – 장치 설치시, 운영과 테스트 과정이 간단하여 문제가 빠르게 해결되고 디지털 컨텐츠가 쉽게 업데이트 

가능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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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페이지 참조)

호텔은 내부 스케쥴을 스태프 실에 있는 고용인들과 공유하고 싶다. 장거리에서 

전송이 빠르고 세 개의 모니터를 이용하여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솔루션을 찾고 

있다.

호텔

• 로우스큐 케이블 – 고품질 RGB 전송, 2L-2801 로우스큐 Cat5e케이블을 이용하여 불투명하고 저품질의 이미지를 

제거하여 깨끗하고 선명한 이미지 전송 가능

• 장거리 전송 – VE170 은 스태프 실과 제어실 사이 최대 300미터 사이를 연장

• 다수의 디스플레이 지원 – 단일 비디오 소스는 최대 4대의 모니터에 지속적으로 전송 및 디스플레이

• 유연한 배치 – 비디오 분배기와 연장기의 조합으로 호텔 안 어플리케이션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음

Hospitality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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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루션 설치

솔루션 설치

ATEN 솔루션

Hospitality

VS94A
4포트 비디오 분배기

VE170
A/V Over Cat 5 연장기

2L-2801
로우스큐 Cat 5e 케이블

• 하나의 비디오 입력으로 4개의 비디오 출력 지원

• 장거리 전송 가능 – 최대 65 m

• 우수한 비디오 품질 – 최대 1920 x 1200

• 우수한 비디오 성능을 위한 350 MHz 대역폭 지원

• Cat5e케이블을 이용하여 전송기와 리시버 장치간 거리 최대 300미터 지원

• 우수한 비디오 품질 - 최대 1920 x 1200 

• 오디오 가능

• 고품질의 RGB 비디오 전송 지원

• ATEN 의 아날로그 Cat 5 비디오 연장기와 호환

(34페이지 참조)

(36페이지 참조)

(37페이지 참조)

침실

침실

IP STB
VS182

객실 2객실 2

침실

침실

IP STB
VS182

객실 3객실 3

제어실제어실

침실

침실

IP STB
VS182

객실 1객실 1

Head-end, 
stream server EVOS,
server middleware

   헤드 엔드, 
스트림 서버 EVOS,
서버 미들웨어

구성품:
DVB/DVB-S2, DVB-C,
DVB-T, ASI, IP...ect.

VOD (Video on Demand)
를 위한 PMS서버

로우스큐 Cat 5 케이블 (2L-2801)

VGA 케이블

VE170RQ

VS94A

VS94A

VE170T

120m

Control RoomControl Room

Staff RoomStaff Room

 OUT

IN

AUDIO

VIDEO IN

1

2

3

4

VIDEO IN

1

2

3

4

 OUT

IN

AUDIO

Source Device

HDMI

네트워크



선두적인 자동차 회사는 세계 수준의 제조공장을 건설하여 완벽 자동시스템 

구현으로 제조 과정에서 문제되는 기회를 최소화 하기로 하였다. 작업 효율을 

높이기 위해, 장거리에 있는 다수의 모니터들에 보이는 테스트 결과를 하나의 PC

에서 보길 원했다.

자동차 공장

• 우수한 A/V 품질 – ATEN 미디어 분배 솔루션으로 우수한 해상도와 우수한 오디오 품질을 장거리에서 전송 가능

• 효율성 향상 – 원격 지역에서 테스트 프로세스 소프트웨어의 모니터링 개선

• 시간 절약 – 샵이 있는 층과 제어룸 사이 이동 시간을 절약

• Cat 5e 케이블로 장거리 전송 지원 – 최고의 품질 A/V 출력으로 제어실에 있는 소스 컴퓨터에서 최대150m 떨어진  

디스플레이까지 전송가능

Manufacturing15

장점

HDMI 는 오디오/비디오 인터페이스 중 현재 제일 인기 있으며 새로운 태블렛도 

HDMI 포트를 디자인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외부 인터페이스로 HDMI 를 

사용한다. 그래서 제조사 또한 제품 생산에 필수요건인 HDMI 입력 단자를 생산 

과정에서 품질테스트를 필수로 진행해야 한다. 따라서 제조업체는 

생산라인에서의 품질과 신뢰성을 위해 각 태블릿의 HDMI 출력 신호를 테스트 

해야 한다.

Production Line 

• HDMI 신뢰성 인증 – VS481A 는 HDMI 인증 획득. HDMI 와 HDCP 와 호환되어 시그널은 항상안정적이며 완벽한 

테스트 결과를 도출함

• RS-232를 통한 주문형 스위칭 절차 – 생산라인의 노동력을 감소하기 위해 유연하고 주문형 테스트 절차를 제공함. 

또한, 개인적으로 서버에 연결하여 모니터 테스트를 하기 위해 스위칭을 제어함

• 빠른 응답 – 생산라인의 지연을 방지하고 비용을 감소하여 효율을 높임

• 호환성 테스트 개선 – 생산라인의 HDMI 장치의 빠르고 효율적인 호환 테스트로 품질과 안정성을 보장함

• 테스트 과정을 간소화함 – RS-232포트 스위칭으로 빠르고 편리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생산성을 극대화 시킴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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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루션 설치

솔루션 설치

ATEN 솔루션

VS481A

4포트 HDMI 스위치

• 4개의 HDMI A/V 소스를 하나의 HDMI 디스플레이에 연결 가능

• 패널 푸시버튼, RS-232 또는 IR 리모컨으로 빠르고 쉬운 스위칭

• 하이엔드 시스템 제어를 위한 양방향성 RS-232 시리얼 포트 내장

(32페이지 참조)

(See Page 28)

(29페이지 참조)

RS-232

   HDMI 케이블 

Manufacturing

VS481A

태블릿 PC

HDMI 
체커

VS481A

태블릿 PC

HDMI 
체커

LCD monitor

Industrial PC
제어실제어실

매장매장

VB552

VB552

VB552

VB552

VS1508

ATEN 솔루션

• 하나의 비디오 입력으로 8개의 비디오 출력 지원

• 오디오 지원

• Cat 5e 케이블로 최대 150 m 연장 가능

• 우수한 비디오 품질 – 최대 1920x1200 @ 60Hz

• 추가적인 150미터 연장 전송

• 듀얼 오디오/비디오 출력

• 오디오 사용가능

                                 

미디어 분배 솔루션으로 고품질의 A/V 컨텐츠를 Cat5e케이블을 통해 실시간으로 다양한 디스플레이에 전송한다

VS1508
8포트 Cat 5 오디오/비디오 분배기

VB552
VGA Over Cat 5 리피터 + 

오디오

Cat 5 케이블

VGA 케이블

오디오



VS1504

VE200R

소스장치

예배당

Non-profit Organization17

St. 프란시스 아시시 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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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EN Solution

VS1504
4포트 Cat 5 오디오/비디오

분배기

VE200R
오디오/비디오 수신기

(28페이지 참조)

(29페이지 참조)

Non-profit Organization

VS1504
4포트 Cat 5 오디오/비디오 분배기 

VB552
VGA Over Cat 5 리피터 + 오디오

VE200R
오디오/비디오 수신기

(28페이지 참조) (28페이지 참조) (29페이지 참조)

VS1504

VE200R

5층5층

4층4층

3층3층

VS1504

VE200R

소스장치

소스장치

VB552

VE200R

VGA 케이블 

Cat 5 케이블
Cat 5 케이블

VGA 케이블 

오디오

(전면)

(후면)

(전면)

(후면)

VE200R

(전면)

(후면)

VS1504

제어실제어실

부 예배당부 예배당

주 예배당주 예배당

ATEN Solution

미디어 분배 솔루션으로 고품질의 A/V 컨텐츠를 Cat5e케이블을 통해 실시간으로 다양한 디스플레이에 전송한다

종교단체는 한 건물3층 전체를 차지하여 7일/24시간 동안 종교프로그램을 

분배한다. 각 층 마다설치 되어 있는 TV 또는 프로젝터에 동시에 방송해야 하며 

오디오, 비디오 품질 또한 선명하고 깨끗해야 한다

• 우수한 A/V 품질 – 우수한 A/V 시그널 분배로 깨끗하고 선명한 비디오 이미지를 다수의 디스플레이에 전송 

• 비용적 효율성과 쉬운 설치 – 듀얼 A/V 출력으로 유연하고, 비용효율적인 배치 

• Cat 5e 케이블 – 케이블 비용 절감으로 깔끔하고 정돈된 설치 제공

• 장거리 전송 – 빌딩 내 어디서든지 몇 미터 떨어진 지점에도 전송 가능

장점

폴란드에 있는 St. 프란시스 아시시 교회는 아래 요구사항에 알맞은 선진화된 

장비를 찾고 있었다:

• 음악, 기도하는 사진 같은 A/V컨텐츠가 제어룸에 있는 컴퓨터로부터 교회 내에 

있는 4개의 모니터에 실시간 분배되어야 함

• 고품질의 비디오를 최대의 이미지로 장거리 전송 가능

• 고품질 A/V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전송 가능

   

• 서비스를 개선함 – 제사장은 효율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교구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 유연성있는 설치 –MDS 는 모니터에서 지속적으로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보여줄 수 있게 수직으로 벽에 설치가 

가능하여 제어실에서 안전하게 유지보수 및 쉽게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 우수한 A/V 품질과 안전한 전송력 – A/V 시그널은 장거리에 있는 4대의 모니터에 어떤 방해 나 왜곡 없이 영상을 

전송 할 수 있다. 음향 또한 교회 내 어디서든지 교구민들이 잘 들을 수 있게 설치 가능

장점

솔루션 설치

솔루션 설치

ATEN 솔루션

• 하나의 비디오 입력으로 4개의 비디오 출력 지원

• 오디오 지원

• Cat 5e 케이블로 최대 150 m 연장

• 우수한 비디오 품질 – 최대 1920x1200 @ 60Hz

• 장거리 전송 – 최대 200 m  

• 듀얼 오디오/비디오 출력

• 오디오와 시리얼 사용가능

• 두 개의 게인 제어 모드로 선명한 이미지 품질 보장                                                                                                                

미디어 분배 솔루션으로 고품질의 A/V 컨텐츠를 Cat5e케이블을 통해 실시간으로 다양한 디스플레이에 전송한다



4층을 차지하는 보석 상점은 대형 화면 모니터에 신상품 정보 및 특판 제품을 

광고하려고 한다. 이들은 다음과 같은 요구 사항들을 만족하는 방송 시스템을 찾고 

있다:

• 6개의 A/V 소스를 6개의 모니터로 멀티미디어 컨텐츠 전송

• 6대 의 모니터가 4층 상점 전체에 분산되어 있으며, 소스 장치는 모니터에서 

원거리 위치

• 신상품 광고를 위해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빈번하고 편리하게 업데이트 지원

쥬얼리 샵

• 다수의 비디오 소스, 다수의 비디오 출력 – VM0808T는 다수의 소스와 다수의 디스플레이간 쉽게 스위칭이 가능하며 

여러 판촉을 위한 컨텐츠를 효율적으로 쥬얼리샵 내 여러 위치에 설치 되어 있는 모니터에 전달함.

• 뛰어난 비디오 품질 – ATEN 의 독보적인 데스큐 기술은 자동으로 그리고 매뉴얼로 자동거리보정을 위해 RGB 신호의 

시간 지연을 동기화 함.

• 손쉬운 구성 및 제어 – 전면 패널 푸시버튼, RS-232/RS-485 시리얼 연결 그리고 브라우저 기반 웹 인터페이스 같은 

다양한 접속 제어 옵션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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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인 고객 서비스를 위해 핸드폰매장에선 다량의 대형 스크린 모니터를 매장 

내 설치하여 대기표와 함께 광고 컨텐츠를 보여주기로 했다. 매장은 비디오 신호를 

다수의 모니터에 장거리 전송이 가능하고 쉽게 설치 할 수 있는 전문 A/V솔루션을 

찾고 있었다. 연결 케이블은 천장 또는 바닥으로 설치하여 공간을 활용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솔루션을 찾고 있다.

핸드폰 매장

• 다수의 디스플레이 지원 – A/V 신호를 최대 300미터 전송하며 A/V 컨텐츠를 매장 내, 다수의 모니터에 전송하는 

솔루션

• 공간 활용 –  작은 공간 활용 디자인 솔루션

• Cat 5e 케이블링 – 울퉁불퉁한 기존 케이블 대신 깨끗한 케이블링으로 단정하고 정돈된환경제공

• 손쉬운 설치 – VS1204T는 분배와 연장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 쉽게 설정이 가능

• 우수한 비디오 품질 – 조정 게인 / 보상 제어와 데스큐 기능으로 노이즈와 이미지 왜곡을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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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루션 설치 솔루션 설치

ATEN 솔루션

VS1204T
4포트 A/V Over Cat 5 분배기

VE170RQ
A/V Over Cat 5 데스큐 기능 

수신기

• Cat5e케이블로 하나의 오디오/비디오 입력으로 4개의 오디오/비디오 출력

• 로컬 디스플레이 + 4 개의 원격 디스플레이 지원

• Cat 5e 케이블로 최대 300 m 연장

• 우수한 비디오 품질 – 최대 1920 x 1200 @ 60H

• 장거리 전송 최대 300 m

• 데스큐 기능 – 거리에 따른 RGB 시그널의 시간 지연을 자동으로 동기화

• 우수한 비디오 품질 – 최대 1920x1200 @ 60Hz 

• 오디오 사용가능 (모노)

(29페이지 참조)

(30페이지 참조)

미디어 분배 솔루션으로 고품질의 A/V 컨텐츠를 Cat5e케이블을 통해 실시간으로 다양한 디스플레이에 전송한다

Retail Retail

ATEN 솔루션

VM0808T
8x8 Cat 5 A/V 매트릭스 스위치

VE500T / VE500RQ
A/V Over Cat 5 데스큐 기능

전송기 / 수신기

• ATEN의 VE500 A/V Over Cat 5 연장 시스템과 연결하여 8개의 Cat 5 A/V 

입력을 8개의 Cat 5 A/V 출력 가능

• 비디오 품질 지원 – 최대 1920 x 1200 @ 60Hz; DDC2B

• 다양한 소스와 다수의 디스플레이 사이 손쉽게 스위치

• 추가적인 로컬 입력과 로컬 디스플레이 지원

• 장거리 전송 최대 300 m

• Cat 5e 케이블로 전송기와 리시버 연결

• 우수한 비디오품질 – 최대 1920x1200 @ 60Hz

• 우수한 RGB 데스큐 기능 – 자동 거리 보정을 위해 RGB신호의 시간 지연을 

동기화 함

(26페이지 참조)

(26페이지 참조)

VS1204T

Source Device

VE170RQ

VE170RQ

VE170RQ

GAIN COMP

LINE  IN

GAIN COMP

LINE  IN

GAIN COMP

LINE  IN

서버룸서버룸

고객 대기실고객 대기실

Up to 300 m Up to 300 m 

VGA 케이블

Cat 5e 케이블                        

VGA 케이블

Cat 5e 케이블

VE500RQ

VE500RQ

VE500RQ

VE500RQ

VM0808T

VE500T

Source Device
x 6



VS1504
4포트 Cat 5 오디오/비디오 

분배기

VB552
VGA Over Cat 5 리피터 + 

오디오 

• 하나의 비디오 입력으로 4개의 비디오 출력 가능

• 오디오 사용 가능

• Cat 5e케이블을 이용하여 최대 150 m 연장 디스플레이 가능

• 우수한 비디오 품질 – 최대 1920x1200 @ 60Hz

• 전송 거리 150 m 추가 연장 가능

• 듀얼 오디오 / 비디오 출력

• 오디오와 시리얼 사용 가능

(28페이지 참조)

(28페이지 참조)

슈퍼마켓은 판촉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각 층에 설치 되어 있는 모니터에 보여주기 

위해 다수의 모니터를 설치했다. 그들은 프로모션 컨텐츠를 실시간으로 장거리 

전송 및 연장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했다.

슈퍼마켓

• 다수의 디스플레이 지원 – VB552리피터를 이용하여 비디오 신호를 최대 450m 떨어진 원격 모니터에 디스플레이 

가능함

• Cat5e 케이블 – 기존의 불편한 케이블 대신, 깔끔하고 효율적인 케이블로 공간 정리

• 공간 활용 – 작은 공간 활용 디자인 솔루션

• 듀얼 A/V 출력 – 1대 리시버에서 2대 모니터 출력

Retail21

장점

대형 마트의 디지털 사이니지 시스템은 키오스크 계산 기능과 광고활용의 

통합으로 사용되고 있다. 키오스크 컴퓨터는 듀얼 비디오 출력을 지원하며, 

하나는 터치 스크린으로 계산 절차를 진행하고 다른 모니터로는 광고를 전달 

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대형 마트는 장거리에 위치해 있는 다수의 

디스플레이에 광고를 보도할 수 있는 솔루션을 찾고 있다.

대형마트

• 유연한 확장성 – 3단계까지 캐스케이드 하여 시그널을 더 많은 키오스크에 최대 450m 까지 연장 전송

• 우수한 비디오 품질 – 최대 1920 x 1200 

• 듀얼 A/V 출력 – 디지털 사이니지 시스템/키오스크 보다 시그널을 연장 가능

• 빠르고 안정적인 전송 – 스트리밍 디지털 사이니지 솔루션과 달리 시그널 지연 문제가 있을수있으며 VS1504 는 쉽게 

키오스크의 지속적으로 실시간 업데이트 요구사항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시리얼 연결 – VS1504 는 두개의 RS-232 채널을 제공하여 키오스크의 터치 스크린 시그널을 편리하고 유연성있게 

연장 가능합니다.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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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루션 설치

솔루션 설치

ATEN 솔루션

Retail

ATEN 솔루션

VS1508   
8-Port Cat 5 오디오/비디오 분배기

VB552
VGA Over Cat 5 리피터 + 오디오

VE200R
오디오/비디오 리시버

미디어 분배 솔루션으로 고품질의 A/V 컨텐츠를 Cat5e케이블을 통해 실시간으로 다양한 디스플레이에 전송한다

(28페이지 참조) (28페이지 참조) (29페이지 참조)

VS1508

VE200R

VE200R

VB552

VB552

VB552

VE200R

소스장치
(세일즈 프로모션 정보)
                                                   

제어실제어실

600m

400m

30m

100m

VE200R VS1504

소스 장치

VB552

VB552

VB552

VB552

VB552

VB552

VB552 VB552

VB552

VB552

VB552

VGA 케이블

Cat 5e 케이블

비디오

Cat 5e 케이블

RS-232

오디오

RS-232



광인은 한국의 유명한 광고 회사로써 전문 아웃도어 배너 플래닝을 제공합니다. 

광인은 한국에있는 신분당 지하철 광고표지에 상업 광고, 공공 정보 및 승차하는 

고객을 위한 교통 데이터를 방송하는 디지털 사이니지 광고 표지를 설치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광인은 아래 요구사항에 맞는 전문 A/V 솔루션을 찾고 있다.: 

• 비디오 분배기로 HDMI 시그널 전송이 요구됨

• 지하철 역마다 설치되어 있는 400대 이상의 모니터에 수 백개의 소스를 

전송해야 함

• 모든 분배기는 협소한 장소에 설치되기 때문에 모니터 가까이 설치되어야 하며 

컴팩트한 사이즈여야 함

• 분배기가 안정적이기 때문에 손쉬운 동작을 보장하며 컨텐츠가 꾸준히 

업데이트 되는 상황에서도 시그널 전송 실패율을 현저히 낮춤

광인 주식회사

• 높은 호환성 – 시장에 있는 모든 기본 HDMI 장치와 호환되며 디스플레이됨.

• 고품질 HDMI – 우수한 비디오 해상도를 위한 3D 와 HDTV 그리고 HDCP 호환.

• 다수의 디스플레이 지원 – 단일 HDMI A/V 소스는 지속적으로 최대 8개의 모니터에 전송 및 디스플레이 가능함

• 공간 절약 – 컴팩트한 디자인의 분배기는 작은 사이즈이지만 어떤 설치에도 유연하면서 강력한기능을 선보임

• 효율을 높임 – 장치 설치, 동작 및 테스트 절차가 매우 간단하며 문제해결이 빠르고 디지털 사이니지 컨텐츠가 손쉽게 

업데이트 가능함.

Transportation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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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들의 편의를 위한 영화 및 최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철도 여객 주식 

회사는 4대의 LCD 모니터와 스피커를 각 구역에 설정했다. 회사는 

장거리에서도 A/V 신호가 약하지 않으면서 1080p 와 같은 고품질의 비디오 

해상도를 유지하는 전문 A/V 솔루션을 찾고 있다.

철도 여객 주식회사

24

• 유연한 확장성 –  3단계까지 캐스케이드 가능하며, A/V 신호는 최대 64대의 디스플레이에 전송가능함

• 긴 길이 케이블 – 디지털 신호 전송을 위해 최대 50m 지원

• 공간 절약 – 컴팩트하고 작은 사이즈의 분배기와 부스터로 강력하고 유연한 성능 및 설치가 장점

• 우수한 비디오 품질 – 최대 1920x1200

• 최고의 호환성 – 서로 다른 디지털 비디오 장치들과 쉽게 연결 가능(e.g. LCD 모니터)

장점

솔루션 설치

솔루션 설치

VS164
4포트 DVI 비디오 분배기

VE560
DVI 부스터

• 하나의 DVI 비디오 입력으로 4개 비디오 출력 지원

• DVI디지털과 DVI 아날로그를 완벽하게 호환

• 오디오 사용가능

• 우수한 비디오 품질 – 최고 1920x1200 @ 60Hz

• 디지털 신호 전송을 위한 긴 길이 케이블 지원

• 최대 전송 거리 50 m

• 우수한 비디오 품질 - HDTV 해상도 최대 1080p

(36페이지 참조)

(34페이지 참조)

ATEN 솔루션

VS184
4포트 HDMI 분배기

VS0108H
8포트 HDMI 분배기

(33페이지 참조)

(33페이지 참조)

ATEN 솔루션

Transportation

VIDEO / AUDIO IN

VIDEO / AUDIO OUT

VE560

VS164
소스장치

스피커

최대 30m

6 58 7 2 14 3

VS0108H

1234

셋탑박스

VS184
제어실

셋탑박스

VS0108H

• 하나의 HDMI 비디오 입력으로  4 (VS184) / 8 (VS0108H) 비디오 출력 가능

• HDMI (3D, Deep Color) 지원 

• Dolby True HD 및 DTS HD Master Audio 지원

• 장거리 전송 – 최대 20 m (24 AWG)

• 우수한 비디오 품질 – HDTV 해상도 480p, 720p, 1080i 그리고 1080p 

(1920x1080)

DVI 케이블

오디오HDMI 케이블

인터넷



공항 터미널은 이용하는 승객들을 위해 서버룸에서 100m 떨어진 대기실에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장거리에 있는 다수의 모니터에 

동시에 영상을 전송할 수 있는 솔루션이 필요하다.   

공항 터미널

• 안전한 전송 – 우수한 안정성으로 실시간 정보 소스 전송 가능

• 다중 디스플레이 지원 –  단일 A/V 소스를 동시에 전송 및 설치된 디스플레이 전송 가능

• 장거리 전송 – Cat 5e 케이블을 이용하여 최고 150m 전송 가능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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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루션 설치

Transportation Media Matrix Solutions

VS1508
8 포트 Cat 5 오디오/비디오 분배기

• 하나의 비디오 입력으로 8개의 비디오 출력 가능

• 오디오 사용가능

• Cat 5e 케이블로 최고 150 m 까지 디스플레이 연장 가능

• 우수한 비디오 품질 – 최고 1920x1200@60Hz

• 두 개의 게인 제어 모드로 선명한 화질 지원

ATEN 솔루션

미디어 분배 솔루션으로 고품질의 A/V 컨텐츠를 Cat5e케이블을 통해 실시간으로 다양한 디스플레이에 전송한다

VE200R
오디오/비디오 수신기

VS1508

소스
장치

VE200R�

VE200R�

VE200R�

VE200R�

서버룸서버룸

고객대기실고객대기실

100 m

VM0808T

8x8 Cat 5 A/V 매트릭스 스위치

VE500T / VE500R / 
VE500RQ

A/V Over Cat 5 

VGA 케이블

Cat 5e 케이블

호환성 전송기 / 수신기

 

• Cat 5e 케이블을 통해 전송기 및 수신기에 연결 가능

• 뛰어난 RGB 데스큐 기능 (VE500RQ) – 거리 보상에 따른 RGB 시그널 시간 지연을 

자동으로 동기화함

• 장거리 전송 최대 300 m

• 우수한 비디오 품질

- VE500R: 1920x1200 @60Hz (30 m); 1600x1200 @60Hz (150 m)

- VE500RQ: 1920x1200 @60Hz (150 m); 1280x1024 @60Hz (300 m) 

• 우수한 오디오 품질 – 균형잡힌 오디오 성능으로 완벽하게 장거리 전송 가능

• 조정 가능한 게인 제어 – 거리 보상을 하기 위해 수동으로 신호 강도 조절 가능

• 하나의 로컬과 하나의 원격 디스플레이 지원

• RS-232 채널 제공

• 와이드 스크린 지원

• 랙 마운트 가능

Audio In Port

발란스 오디오 입력/
출력 포트

오디오 출력 포트

장치간 포트

비디오 출력포트비디오 입력포트 RS-232 시리얼 포트

Front View Rear View 

VE500T  전송기 장치

RS-232 시리얼 포트

장치간 포트

비디오 출력 포트

발란스 오디오 
출력 포트

스테레오 오디오 출력 포트

Front View Rear View 

VE500R 수신 장치

• ATEN VE500 A/V Over Cat 5 연장 시스템과 연결하여 8개의 Cat 5 A/V 입력으로 

8 개의 Cat 5 A/V 출력 조합가능

• 다수의 소스와 다수의 디스플레이를 손쉽게 스위칭 가능

• 추가적으로 로컬 입력과 디스플레이 지원함 – 추가적인 입력소스 /출력 소스 제공

• 유연한 설정 및 제어력

- 로컬 운영: 전면 패널 LCD 디스플레이와 푸시버튼 + 시리얼 컨트롤러

- 원격 운영: 브라우저 기반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GUI) + Telnet

• 시리얼 RS-232 지원

• 오디오 비디오 소스의 독립적인 스위칭 –오디오 소스와 다른쪽의 비디오 소스를 

유연하게 출력 가능

• 자동으로 조정 가능한 비디오 오디오 품질

전원 스위치

Cat 5 출력 포트Cat 5 입력 포트

이더넷 포트
RS-232 시리얼 포트

RS-232 시리얼 포트

비디오 포트

발란스 오디오 포트

스테레오 오디오 포트

Rear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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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anced MDS

VB552  

VGA Over Cat 5 리피터+ 오디오

VE300T / VE300R /  
VE300RQ 

A/V Over Cat 5 
전송기 / 수신기

VS1504 / VS1508  

4/8포트 Cat 5 오디오/비디오 

분배기

• Cat 5e 케이블을 이용하여 전송기 및 수신기 연결 가능

• VM0808T 설치 시 A/V 소스 연장가능

• 하나의 로컬 과 하나의 원격 디스플레이 지원

• 우수한 RGB 데스큐 기능 (VE300RQ) – 거리 보상에 따른 RGB 시그널 시간 지연을 

자동으로 동기화함

• 최대300 m 장거리 전송 가능

• 우수한 비디오 품질

- VE300R: 1920x1200 @ 60Hz(30 m), 1600x1200 @ 60Hz(150 m ),        

1280x1024 @ 60Hz(200 m)

- VE300RQ: 1920x1200 @ 60Hz(150 m), 1280x1024 @ 60Hz(300 m) 

• 자동 조정 게인 제어 – 거리 보상에 따른 신호 강도 조절 가능

• 와이드 스크린 지원

• 8KV/15KV ESD 보호 내장

  • 랙 마운트 가능

• 하나의 비디오 입력으로 4개 또는 8개의 비디오 출력 가능

• 3단계까지 캐스케이드 가능 – ATEN의 수신 장치*들과 결합하여 설치 시 수천개의 

비디오신호제공*

• 오디오와 시리얼 사용가능

• ATEN 수신 장치와 결합 시, Cat 5e (또는 이상) 케이블로 150m, 450m 연장 

디스플레이 가능

• 고품질 비디오 - 1920 x 1200 @ 60Hz 지원 

• 그룹 스크린  on/off 기능

• 선택을 위한 RS-232 채널 제공**

*수신 장치들

a. ATEN VB552 (VGA Over Cat 5 리피터)

b. ATEN VE200R (오디오/비디오 연장기)

** 한번에 하나의 RS-232 채널 선택 가능

• Cat 5e 케이블로 오디오 / 비디오 시그널 연장

• 추가적으로 150m 전송 범위 연장

• 우수한 비디오 품질 - 최고 1920x1200 @ 60Hz at 30m, 1600x1200 @ 60Hz at 

150m, 1280x1024 @ 60Hz at 200m

• 오디오 시리얼 사용가능

• 두 개의 게인 제어모드로 또렷한 이미지 품질 지원

• OSD를 통한 비디오 게인 과 보상 제어 가능

• 빠르고 쉬운 비디오 품질 조정을 위한 IR 수신 장치

• 스크린 ON/OFF 그리고 원격에서 비디오 조정을 위한 IR 리모컨

• 선택을 위한 RS-232 채널 제공

• VESA FDMI 마운트 기준 적용

• 로컬 모니터를 위한 DDC 지원

• VGA, SVGA, XGA, SXGA, UXGA 그리고 멀티싱크 모니터 지원

• VS1504/VS1508 오디오/ 비디오 분배기와 혼합하여 사용

산업 별 적용 사례 페이지

기업 라이언 여행사, 대만 – 디지털 사이니지 시스템

교육 디지털 클래스룸

병원 나이트 클럽

P06

P12

P02

오디오 입력 포트

스테레오 오디오 출력 장치간 포트

비디오 출력 포트

스테레오 오디오 출력 장치간 포트

비디오 출력 포트

스테레오 오디오 출력 장치간 포트

비디오 출력 포트

비디오 입력 포트

스테레오 오디오 입력포트

Front View Rear View 

VE300T  전송기

사진 보상 업 / 다운 

푸시버튼

색상 푸시버튼

Front View Rear View 

VE300R  수신기

Front View Rear View 

VE300RQ  수신기

선택 푸시 버튼

Rear View 

장치간 포트캐스케이드 

입력포트

비디오 입력 

포트

오디오 입력 포트

RS-232 시리얼 포트 오디오 출력 포트 비디오 출력 포트

Rear View 

오디오 출력 포트   

비디오 출력 포트 RS-232 시리얼 포트

라인 입력 (장치간 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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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 5e 케이블로 로컬과 원격 유닛 연결

• 듀얼 오디오/비디오

• 하나의 로컬 과 두 개의 원격 디스플레이 지원

• 우수한 비디오 품질 – 최고 1920x1200@60Hz at 30 m, 1600x1200 @ 60Hz at 

150 m, 1280x1024 @ 60Hz at 200 m

• 오디오 시리얼 사용 가능

• 두 개의 게인 제어 모드로 또렷한 이미지 품질 제공

• OSD 를 통한 비디오 게인 과 보상제어

• 스크린 ON/OFF 와 원격 사이트에서 비디오 조정 가능

• 선택을 위한 RS-232 채널 제공

• VESA FDMI 마운트 기준 따름 

• 로컬 모니터를 위한 DDC 지원 

• VGA, SVGA, XGA, SXGA, UXGA, WUXGA 그리고 멀티 싱크 모니터 지원

VE200R    

오디오 /비디오 수신기

• 하나의 로컬과 하나의 원격 디스플레이 지원

• LCat 5e 케이블을 이용하여 최대 300 m 장거리 전송

• 데스큐 기능 (VE170RQ) – 거리 보상에 따른 RGB 시그널 시간 지연을 자동으로 

동기화함

• 우수한 비디오 품질:

- VE170R: 1920x1200 @ 60Hz (30 m);1600x1200 @ 60Hz (150m);           

1024x768 @ 60Hz (300 m)

- VE170RQ: 1920x1200 @ 60Hz (150 m);1280x1024 @ 60Hz (300 m)

• 오디오 사용 가능 (mono)

• 조정 가능한 게인/ 보상 제어

• 8KV/15KV ESD 보호 내장

• 랙 마운트 가능

VE170R / VE170RQ  

A/V Over Cat 5 수신기

스탠다드 플러스 MDS

• Cat 5e 케이블을 통한 하나의 오디오/비디오 입력으로 4개 또는8개 오디오/비디오 

출력 지원

• Cat 5e 케이블을 이용하여 최대 300 m 연장 디스플레이

• 우수한 비디오 품질 – 최고 1920 x 1200 @ 60Hz

• 로컬 디스플레이 지원 + 4/8 원격 디스플레이

• 최고 225 MHz 대역폭 지원

• 오디오 사용가능 (mono)

• 8KV/15KV ESD 보호 내장

• 랙 마운트 가능

VS1204T / VS1208T 

4/8포트 A/V Over Cat 5 분배기

Rear View 

장치간 포트

오디오 출력 포트오디오 입력 포트

비디오 출력 포트비디오 입력 포트

Front View 

Rear View 

RS-232 시리얼 포트 비디오 출력 2 포트

오디오출력 2포트

장치간 포트 오디오 출력 1 포트  

비디오 출력 1 포트 RS-232 시리얼 포트

Front View Rear View 

Front View Rear View 

VE170R 수신기

VE170RQ 수신기

산업별 적용 사례 페이지

은행 보험회사 P01

기업 석유 & 가스 서비스 회사 P05

교육

캠퍼스 방송

교육 시설

P07

P08

컴퓨터 클래스룸

정부 여권국

건강 메디아 스태프 프로모션(MSP), 일본

P09

P10

P11

제조 자동차 공장

비영리 조직
예배당

St 프란시스 교회, 폴란드

P15

P17

P18

소매업

핸드폰 매장

슈퍼마켓

대형마트

P20

P21

P22

교통 항공 터미널 P25

비디오 출력 포트

오디오 출력 포트

비디오 출력 포트

오디오 출력 포트

RGB 튜너

수동 게인 제어 튜너

장치간 포트

수동 게인 제어 튜너

장치간 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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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S481A

4-Port HDMI Switch

Video In Port

Video Out Port

Priority Switch

• 4개의 HDMI A/V 소스를 하나의 HDMI 디스플레이에 연결 가능

• 전면 패널 푸시버튼이나 원격 제어를 이용하여 A/V 소스끼리 토글

• 장거리 전송 - 최대 20m (24 AWG) 

• 우수한 비디오 품질 - 720p, 1080i, 1080p (1920x1080); VGA, SVGA, SXGA, 

UXGA (1600x1200) , WUXGA(1920x1200) 의 HDTV 해상도 지원

• HDMI (3D, Deep Color) 지원 

• Dolby True HD  와 DTS HD Master Audio 지원

• 최대 60 Hz 에서 재생 속도

• 하이 엔드 시스템 제어를 위한 양 방향성 RS-232 시리얼 원격 포트 내장

• 플러그 앤 플레이 – 소프트웨어 설치 불필요

• DDC 호환

• HDCP 1.1 호환

• 1080p 디스플레이에서 신호률 최대 2.25 Gbits 지원 

• 비디오 소스 장치의 LED 알림

• 4개의 HDMI 를 멀티스크린 홈 시어터 시스템에 쉽고 저렴한 방식으로 추가 가능

• 4개의 HDMI 소스를 4개의 HDMI디스플레이 전송

• 원격 리모컨과 전면 패널 푸시버튼을 이용한 HDMI 소스와 디스플레이 간 토글 가능

• 장거리 전송 가능 – 최대 20 m (24 AWG) 

• 또 다른 VM0404로 캐스케이드하여 디지털 사이니지 시스템을 위해 최대 64개의 

HDMI 소스/디스플레이제공 가능

• S우수한 비디오 품질 – 480p, 720p,1080i, 1080p (1920x1080); VGA, SVGA, 

SXGA, UXGA (1600x1200), 그리고 WUXGA (1920 x 1200) HDTV 해상도 지원

• HDMI (3D, Deep Color) 

• HDCP 1.1 호환 

• CEC(Consumer Electronics Control)는 서로 연결된 HDMI 기기가 원격 제어를 

통신하고 반응하도록 함

• Dolby True HD 와 DTS HD Master Audio 지원

• 최대 60 Hz 에서 재생 속도

• 하이 엔드 시스템 제어를 위한 양 방향성 RS-232 시리얼 원격 포트 내장

• 전원 켜짐 감지 – 만약 하나의 HDMI 소스에 전원이 꺼진 상태라면 VM0404H는 

자동으로 다음 소스로              전환됨

• DDC 호환 

• 1080p 디스플레이에서 신호률 최대 2.25 Gbits 지원

• 4개의 HDMI 를 멀티스크린 홈 시어터 시스템에 쉽고 저렴한 방식으로 추가 가능

• 랙 마운트 가능

VM0404H

4x4 HDMI 매트릭스 스위치

• 전면 패널 푸시버튼을 사용해서 각 두 개의 비디오 출력은 소스1과 소스2를 토글 할 

수 있음

• 비디오 신호를 최대 65m (max.) 분리 및 확장

• 확장성: ATEN의 비디오 분배기를 캐스케이드 하여 수 백개의 비디오 디스플레이에 

분배 지원

• 오디오 가능

• 최대 300 MHz 비디오 대역폭

• OS 지원t: Windows 2000, Windows XP, Linux, Mac 그리고 Sun

• 두 대의 컴퓨터의 비디오 출력을 단일 모니터나 프로젝터에 디스플레이 가능  

• 자동 수신 신호 선택 (자동) 

• 슬라이드 스위치를 통한 빠르고 쉬운 스위칭

• 장거리 전송 – 최대 65 m 

• 우수한 비디오 품질 – 최대 1920 x 1440 

• VGA, XGA. SVGA, UXGA 그리고 멀티 싱크 모니터 지원

VS201

2포트 비디오 스위치

VS0202

2x2 비디오 매트릭스 스위치 + 

오디오

산업 별 적용 페이지

라이언 여행사, 대만 – 대기실
기업

하이퍼 넷, 대만 – 회의실 시스템

교육 컴퓨터 클래스룸 P09

P03

P04

HDMI 출력 포트

비디오/오디오 입력포트 비디오/오디오 입력포트

Rear View 

HDMI 출력포트 HDMI 입력 포트

Rear View 

RS-232 시리얼 포트

Front View 

Rear View 

HDMI 입력포트

HDMI 출력포트 RS-232 시리얼 포트

HDMI 입력포트

산업별 적용사례 페이지

교육 컴퓨터 클래스룸

제조 제품 라인

P09

P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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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의 DVI 입력을 다수의 DVI 호환 모니터나 프로젝트에 연결가능
• DVI-디지털과 DVI-아날로그와 완벽 호환
• 3단계 캐스케이드 – 최대 8에서 64개의 비디오 신호 제공
• 캐스케이드 거리 : 소스 에서 장치 간 -1.8m, 장치에서 장치간 -5m, 장치에서 

디스플레이간-5m 지원
• 최상의 싱글 링크 비디오 해상도 유지 (최대 1920 x 1200) 
• DDC, DDC2, DDC2B 호환 (1 포트 만)
• HDCP 호환
• DVI 호환 모니터를 위한 DDWG (Digital Display Working Group) 기준 지원
• 오디오 사용을 위한 스피커 사용 가능
• 몇 분 만에 설치 가능
• OS 지원 : Windows 2000, Windows XP, Linux, Mac ,Sun

VS162 / VS1v64  

2/4포트 DVI 비디오 분배기

• 1 개의 HDMI 비디오 소스를  8 개의 HDMI 에 동시에 디스플레이 가능
• 장거리 전송 - 20 m (24 AWG) 
• 3단계 까지 캐스케이드 가능
• 우수한 비디오 품질 - 480p, 720p, 1080i and 1080p (1920x1080); VGA, SVGA, 

SXGA, UXGA, WUXGA (1920x1200) 의 HDTV 해상도 지원
• HDMI (Deep Color) 
• DDC호환 
• HDCP 1.1 호환 
• Dolby True HD, DTS HD Master Audio 지원
• CEC(Consumer Electronics Control)는 서로 연결된 HDMI 기기가 원격 제어를 

통신하고 반응하도록 함
• 최대 60 Hz 재생률
• 1080p 디스플레이에서 신호률 최대 2.25 Gbits 지원
• 랙 마운트 가능

VS0108H

8포트 HDMI 분배기

HDMI Out Port

HDMI In Port

HDMI Out Port

Rear View 

A/V 출력 섹션A/V 입력 섹션

Rear View 

VS164

VS92A / VS94A / VS98A

2/4/8포트 비디오 분배기

VS182 / VS184 

2/4-Port HDMI Splitter 

• 하나의 비디오 입력으로 2개, 4개, 8개의 비디오 출력 가능

• 장거리 전송 - 최대 65 m

• 3단계 캐스케이드 가능 – 최대 8개, 64개, 512개의 비디오 신호 제공

• 우수한 비디오 품질 - 1920 x 1440 @ 60Hz 

• DDC, DDC2, DDC2B 호환 (1 포트 만) 

• VGA, XGA, SVGA, UXGA,WUXGA 멀티 싱크 모니터 지원

• 350 MHz 대역폭 지원

• 완벽한 메탈 케이스

• 1 개의 HDMI A/V 소스를 2개 또는4 개의 HDMI 에 동시에 연결 및 디스플레이 가능

• 장거리 전송 - 20 m (24 AWG) 

• 3단계 캐스케이드 – 최대 64개의 HDMI 신호 제공

• 캐스케이드 거리 : 소스에서 장치까지 -1.8m, Device to Device-15m, 장치에서 

디스플레이까지-20m 지원

• 우수한 비디오 품질 –480p, 720p, 1080i and 1080p (1920x1080); VGA, 

SVGA, SXGA, UXGA (1600x1200), WUXGA (1920x1200)의 HDTV 해상도 

지원

• HDMI (Deep color) 지원 

• DDC 호환 

• HDCP 1.1 호환 

• 1080p 디스플레이에서 신호률 최대 2.25 Gbits 지원

• 완벽한 메탈 케이스

• 디스플레이 장치의 LED 알림

• 플러그 앤 플레이- 소프트웨어 설치 불필요

• 쉽고 저렴한 방식으로 홈시어터 시스템을 차세대 단계로 업그레이드 가능하며, 

프리젠테이션, 트레이닝, 기업에서 비디오 브로드캐스트, 교육용 또는 상업 설정으로 

업그레이드 가능함

HDMI 입력포트

HDMI 출력포트            

Rear View 

VS184

비디오 출력포트비디오 입력포트

Rear View 

VS98A

산업별 적용사례 페이지

힐튼 콘라드, 두바이, UAE
관광시설

호텔

P13

P14

교육시설
교육

컴퓨터 클래스룸

P08

P09

한국 광인 주식회사
교통

철도 여객 주식회사

P23

P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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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DMI 소스와 HDMI 디스플레이 사이 거리 연장

• 8 세그먼트 균등화 조정 스위치

• Cat 5e 케이블로 장거리 전송 가능 

• 40m로 1080p 연장; 60m (1080p or 1080i) 에서 1080i (HDTV) 연장 

• 우수한 비디오 품질 – 1920 x 1200, 최고 1080p 지원

• HDMI (3D, Deep Color) 지원 

• DDC 호환

• HDCP 1.1 호환

VE800

HDMI 연장기

• 하나의 로컬과 하나의 원격 디스플레이 지원

• Cat 5e 케이블을 이용하여 최대 장거리 전송 300m

• 데스큐 기능 (VE170RQ) – 거리 보상으로 RGB 신호 시간 지연을 동기화 시킴

• 우수한 비디오 품질:

- VE170R: 1920x1200 @ 60Hz (30 m);1600x1200 @ 60Hz (150m);              

1024x76 @ 60Hz (300 m)

- VE170RQ: 1920x1200 @ 60Hz (150 m);1280x1024 @ 60Hz (300 m)

• 오디오 지원(mono)

• 게인 보상 제어 조정 가능

• 8KV/15KV ESD 보호 내장

• 랙 마운트 가능

VE170T / VE170RQ  

A/V Over Cat 5 전송기 / 수신기

Rear View Front View 

VE800L  로컬 유닛

Front View 

VE800R  원격 유닛

HDMI 입력포트

HDMI 출력포트

TMDS 포트

DDC 포트

TMDS 포트 EQ 스위치

DDC 포트

Rear View 

Rear View 

Front View 

VE170T  전송기

Front View 

VE170RQ 수신기

비디오 입력 포트

비디오 출력 포트

비디오 출력 포트

오디오 출력포트

RGB 튜너

오디오 입력/ 출력포트

장치 간 포트

수동 게인 제어 튜너

장치간 포트

• 하나의 장치가 디지털 비디오 연장과 디지털 신호 전송을 위한 장거리 케이블 (24W 

케이블) 지원

• 전송 거리 최대 50m

• DVI 제품 사양과 완벽하게 호환

• DVI 호환 모니터를 위한 DDWG 기준 지원

• 고해상도 지원 : 480p, 720p, 1080i and 1080p & Supports VGA, SVGA, 

SXGA(1280x1024), UXGA(1600x1200)a, WUXGA(1920x1200) HDTV 해상도 

지원

• HDCP 호환

• 플러그 앤 플레이, 손쉬운 설치

• 컴팩트한 디자인

• 다른 디지털 비디오 장치에 쉽게 연결 가능 (예. 셋탑박스, LCD 모니터, 프로젝터, 

LCD TV)

• 멀티플랫폼 지원: Windows 2000/XP/Vista, Linux, Mac, SUN

VE560 

DVI 부스터

• Cat 5e 케이블로 오디오 비디오 전송 최대 150 m 연장 

• 우수한 비디오 품질 –  1920 x 1200 @ 60Hz (30 m), 1600 x 1200 @ 60Hz (100 

m), 1280 x 1024 @ 60Hz (150 m)를 포함한 스크린 해상도 지원

• 게인 조정 제어로 거리 보상을 위한 신호 강도를 수동으로 조정 가능

• 오디오 지원 (mono) 

• 전송을 위해 외부 전원 공급 필요 없음

• VE022 장치 디스플레이를 위한 편리한 도킹 마운팅 인터페이스

• 울퉁불퉁한 VGA 선의 번거로움을 제거함

• 손쉬운 설치

VE022 

미니 Cat 5 A/V 연장기

비디오 입력포트

Rear View Rear View Front View 

VE022T  전송기

Front View 

VE022R  수신기

비디오 출력 포트

장치간 포트

오디오 입력포트(mono) 오디오 출력포트(mono)

장치간 포트

Side View 1 Side View 2

DVI입력 DVI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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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w Skew Cat 5e Cable

Skew Deskew

FR PVC

• VGA 기반 비디오 장치를 장거리에서도 비디오 품질을 유지하면서 VGA 

디스플레이와 연결 설치 가능
• 지연에 따른 보상 및 신호 지연 동기화
• RGB 지연 수동으로 조정 가능 푸시버튼을 통해 RGB 신호 동기화
• 왜곡 균등화
• 메모리 설정 버튼-사용자 설정 저장 및 복구 가능
• 모니터 상태를 위한 LED 디스플레이
• 손쉬운 설치
• 핫 플러그 가능
• 컴팩트한 사이즈-Din 레일과 벽 부착 가능
• ATEN KVM 연장기, 비디오 연장기, KVM 연장기와 호환가능

VE510

비디오 싱크로나이져

• 고밀도 포트 – 1U 하우징에 최대 16포트 RJ-45 커넥터 연결

• LAN, WAN, 또는 인터넷을 통해 원격으로 컴퓨터에 접속 가능

• 최대 15대의 장치를 데이지 체인 가능 – 단일 콘솔로 최대 256 컴퓨터 제어 가능

• 우수한 비디오 품질 - 1600 x 1200 @ 60Hz at up to 30m, 1280 x 1024 @ 75Hz 

at up to 40m

• 인터넷 브라우저 접속 ; Windows 클라이언트 와 Java 클라이언트 제공; 거의 대부분 

운영 시스템에 Java 클라이언트 작동됨

• PS/2, USB, Sun, 시리얼 연결 지원

• 최대 64 개의 사용자 계정 지원 - 최대 32 동시 로그인 가능

• 패널 어레이 모드 – 동시에 16-포트 모두 볼 수 있음

• 원격 사용자들간의 소통을 위한 메시지 보드 지원

• 윈도우 기반 로그 서버

• 비밀번호 보호 및 선진화된 암호 보호 기술로 뛰어난 보안 기능 - 1024-bit RSA, 

256-bit AES, 56-bit DES, 128-bit SSL

• RADIUS 서버 지원

• 멀티 플랫폼 지원 : Windows, Linux, Mac, Unix, SUN, FreeBSD

KH1516i

16포트 Cat 5 고밀도 
KVM Over the NET™

Rear View 

VGA 출력포트 VGA 입력포트

Front View 

산업별 적용사례 페이지

라이언 여행사, 대만 – 디지털 사이니지 시스템
기업

P02

라이언 여행사, 대만 - 접객실

교육

P03

캠퍼스 방송국 P07

교육시설 P08

컴퓨터 클래스룸 P09

호텔관광시설 P14

철도 여객 주식회사   교통 P24

Rear View 

Front View 

펌웨어 업그레이드 포트

LAN 포트 PON 포트 데이지체인포트

로컬 콘솔 포트 선택 KVM 포트선택

아날로그 비디오는 컴퓨터 짧은 케이블로 직접 연결 시, 고품질 이미지를 표현합니다. ”

Skew(왜곡)” 은 색상과 시간 에러로 R/G/B 비디오 신호가 Cat5e 케이블을 통해 

장거리 전송될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색상이 깨끗하지 않고 또렷하지 않으며 뿌연 

이미지를 만들어 냅니다. 이런 왜곡 현상을 없애기 위해 ATEN은 로우스큐(Low Skew) 

Cat5e 케이블을 만들었습니다. 이 고 사양 케이블은 폭 넓은 비디오 KVM 연장기의 

오디오 비디오 전송에 매우 적합합니다. 흐리고 또렷하지 않은 이미지를 개선하고 

비디오 전송을 선명하게 하기 위해 2L-2801 Low Skew Cat 5e 케이블 사용을 

권장합니다.

• 고품질 RGB 비디오 전송 지원
• 로우 스큐 케이블의 305 m/1000 ft 포함
• 지연 스큐: 최대 1 ~ 350 MHz 20nS/100m
• 외부 자켓 물질 : FR PVC
• 외부 쉴드 물질 : 보호되지 않음
• 전도체 물질 : 24 AWG solid bare 구리
• ATEN 아날로그 Cat 5 비디오 연장기, KVM 연장기, 그리고 Cat 5 KVM 스위치 호환
• UL, ETL 승인

2L-2801

Low Skew Cat 5e Cable
• 하나의 PS/2 콘솔로 최대 8대의 컴퓨터 제어
• 3단계까지 캐스케이드 가능 – 최대 512대 컴퓨터 제공
• 전면 패널 푸시버튼, 핫키 또는 온 스크린 디스플레이(OSD)로 컴퓨터 선택 가능
• 우수한 비디도 품질 : 최대 1920 x 1440; DDC2B
• 부팅시 문제없는 키보드, 마우스 에뮬레이션
• SMicrosoft IntelliMouse, Logitech MouseMan, FirstMouse, IBM Scrollpoint Mouse 

지원
•OSD가 자동으로 해상도를 변경하도록 조정
• 컴퓨터 작업을 모니터링 하는 자동 스캔 기능
• 실버색과 검은 색 가능
• 겹쳐 설치 할 수 있도록 특별 디자인 됨
• 1U 19” 시스템 랙에 마운팅 가능
• 멀티플랫폼 지원 : Windows, Linux, FreeBSD

CS9138

8-Port PS/2 KVM Switch

산업별 적용사례 페이지

보험회사은행 P01

호텔관광시설 P14

Rear View 

콘솔 포트 선택 컴퓨터 포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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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o

39

• 하나의 PS/2 콘솔로 최대 4대의 컴퓨터 제어
• 편리한 위치에 설치 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컴팩트하고, 현대적인 케이스
• 우수한 비디오 품질 - 최대 2048 x 1536; DDC2B
• 주문형 커넥터 레이아웃
• 전원 켜짐 감지- 첫번째로 전원이 들어온 포트로 자동 스위치함
• 전면 패널 푸시버튼 또는 핫키로 컴퓨터 선택
• Microsoft IntelliMouse 와 거의 대부분의 스크롤 되는 마우스에 적합지원
• 컴퓨터 작동 모니터링을 위한 자동 스캔 기능
• 따로 전원 필요 없음
• ATEN ASIC 내장
• OS 지원 : Windows 2000, Windows XP, Windows Vista, LINUX, Free BSD

CS74E

4포트 PS/2 KVM 스위치

산업별 적용사례 페이지

라이언 여행사, 대만 – 디지털 사이니지 시스템기업 P02

교육시설
교육

컴퓨터 클래스룸

P08

P09

Rear View 

콘솔 포트KVM 포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