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Sturdy

마카오에 있는 영어학교에 더 효율적인 교육 시스템을 위해
ATEN MDS 솔루션을 설치 하다
개요 : 영어학교
마카오에 있는 영어학교는 G층 부터 11층까지 다양하게 있는 교실에
최상의 교육 환경을 제공하여 각 교실에는 교재를 디스플레이 할 수
있는 두 대의 LCD TV가 설치 되어 있습니다. 학교는 아래 요구사항에
맞는 A/V 분배 솔루션을 찾고 있습니다.
-제어실로 부터 오는 HD 비디오를 각 교실에 있는 2대의 LCD TV에 분배
-각 층으로 HD 신호 연장 ( G층에서 11층 까지)

Solution

향상된 미디어 분배 솔루션

VS1508

VB552

VE200R

8포트 Cat 5 오디오/비디오 분배기

VGA Over Cat 5 리피터+오디오

오디오/비디오 리시버

Benefit장

점

우수한 비디오 품질 - 학교에 있는 모든 학생에게 선명하고 깨끗한 교육컨텐츠를 방송
장거리 전송 - 미디어 분배 솔루션은 Cat5e케이블을 이용하여 제어실에서 비디오 소스를 다양한 층에 위치해 있는
교실까지 전송 가능
비용 절감 - VB552와 VE200R는 더 적은 연결 및 수신기 장치와 디스플레이의 갯수를 증가시키는 듀얼 A/V 출력을 지원

Case Sturdy

특 징
VS1508

하나의 비디오 입력으로 8개의 비디오 출력

8포트 Cat 5 A/V 분배기

3단계까지 캐스케이드 - ATEN 수신 장치와 함께 설치 시 천 개의
비디오 신호를 제공
오디오와 시리얼 사용 가능
Cat 5e (또는 그 이상)케이블로 ATEN 수신 장치 연결 시, 최대 150m,
450m 까지 디스플레이 연장
고품질 비디오 - 1920 x 1200 @ 60Hz 지원
그룹 스크린 off/on 기능
선택을 위한 RS-232 채널 지원

VB552

Cat 5e 케이블을 이용하여 오디오/비디오 신호 연장

VGA Over Cat 5 리피터

전송 범위 추가 150m
고품질 비디오 - 30m에서 최대 1920x1200@60Hz, 150m 에서
1600x1200@60Hz 200m 에서 1280x1024@60Hz 지원
오디오 시리얼 지원
깔끔한 이미지 품질을 위해 두 개의 게인 제어 모드 지원
OSD 를 통한 비디오 게인 및 조정
빠르고 쉬운 비디오 품질 조정을 위한 IR 수신기
원격 사이트에서 스크린 on/off 와 비디오 조정을 위한 IR 리모컨
선택을 위한 RS-232 채널 제공
VESA FDMI 마운트 규정 따름
로컬 모니터를 위한 DDC 지원
VGA, SVGA, XGA, SXGA, UXGA 와 멀티 싱크 모니터 지원
VS1504/VS1508 오디오/비디오 분배기와 조합 사용

Case Sturdy
VE200R
오디오/비디오 수신기

Cat 5e 케이블을 이용하여 로컬과 원격 장치를 연결
듀얼 오디오/비디오
하나의 로컬과 두 개의 원격 디스플레이 지원
전송거리 최대 200m 까지
고품질 비디오 – 30 m에서 1920x1200@60Hz , 150 m 에서
1600x1200@60Hz, 200 m 에서 1280x1024@60Hz 지원
오디오 시리얼 가능
깔끔한 이미지 품질을 위한 두 개의 게인 제어 모드
OSD를 통한 비디오 게인과 조정 가능
빠르고 쉬운 비디오 품질 조정을 위한 IR 수신기
스크린 on/off 와 원격 지점에서의 비디오 조정을 위한 IR 리모컨
선택을 위한 RS-232 채널**
VESA FDMI마운트 규격 따름
로컬 모니터를 위한 DDC 지원
VGA, SVGA, XGA, SXGA, UXGA, WUXGA 그리고 멀티 싱크 모니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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