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Study
ATEN HDMI 미디어 분배 솔루션으로 태국 대학교에 최상의 교육 환경을
구축하다.
개요: 대학교
태국에 있는 대학교는 학생들의 교육 개선과 경험을 위해 55 개의
비디오 방송 시스템 학습실을 아날로그에서 HDMI 로 업그레이드
하려 합니다. 또한 HDMI 카메라를 이용하여 학습내용을 녹화
저장하여 각 학습실에 전달하길 바랍니다. HDMI 신호 분배
장치가 필요하며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 하나의 HDMI 소스를 다수의 HDMI 디스플레이에 전송
• 신호 전송 거리 연장
• 현재 보유한 컨퍼런스 시스템과 호환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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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율적인 비용 – HDMI 미디어 분배 솔루션은 HDMI Over Cat 5 분배기와 HDMI 리시버로 구성되어, 빠르고 쉬운
방식으로 다른 장치를 구매하지 않고도 HDCP 와 HDMI 컨텐츠를 하나의 소스에서 16 개의 디스플레이에 전송
가능합니다.

•

장거리 전송 – VE800 HDMI 연장기는 Cat 5e 케이블을 이용하여 HDMI 카메라와 비디오 컨퍼런스 시스템까지
최대 60 미터 거리 연장 가능

•

Cat 5e 케이블 –설치 시간 및 비용 절감

•

우수한 A/V 품질 – 최대 1080p, 1920 x 1200 의 HDTV 비디오 해상도 지원

Features
VS1808T



Cat 5e 케이블을 통해 하나의 HDMI 입력을 8개 HDMI 출력

8 포트 HDMI Over Cat 5 분배기



최대 60m까지 디스플레이 연장



HDMI 지원 (3D, Deep color)



돌비 트루 HD와 DTS HD 마스터 오디오 지원



로컬 HDMI 출력 지원



HDCP 호환



3단계 캐스케이드 연결



고선명 멀티미디어 인터페이스 (CEC)는 연결된 HDMI 장치들과 통신하고 하나의 원격
제어에 응답하도록 허용



EDID 모드 선택



랙 마운트 가능

Rear View
TMDS/DDC 출력 포트

로컬 HDMI 출력포트

RS-232 시리얼 포트

로컬 HDMI 입력포트

VE800
HDMI 연장기



HDMI 소스와 HDMI 디스플레이 사이의 거리를 연장



장거리 전송을 위한 Cat 5e 케이블 사용



8 부분 균등화 조정 스위치



1080p - 40m 연장, 1080i (HDTV) - 60m 연장



뛰어난 비디오 화질 – 1920 x 1200, 최대 1080p



HDMI (3D, Deep Color) 지원



돌비 트루 HD와 DTS HD 마스터 오디오 지원



DDC 호환



HDCP 1.1 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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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800L 로컬 장치

모든 ATEN HDMI 스위치와 분배기와 호환



VE800R 원격 장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