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portation
다수 디스플레이로 실시간 미디어 전송

공항의 1번 터미널은 서버 룸에서 100m 떨어진 고객이 있는 지역에 승객을 위한 실시간 정보를
표시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거리에서 동작할 수 있고 다수의 화면에 적절한 정보를
동시에 표시할 수 있는 솔루션 모색하고 있습니다.

VS1504/VS1508

• 하나의 비디오 입력 신호를 최대 4/8개의 비디오 신호로 출력

4/8포트 Cat 5 오디오/비디오 분배기

• Cat 5e 케이블을 사용하여 최대 150m 까지 디스플레이 연장 가능
• 3단계 캐스캐이드 연결 - 추가로 분배기를 3단계 까지 연결 할 수 있으며, ATEN
수신기와 결합하여 수천개의 비디오 신호를 출력 가능

VE200R

• Cat 5e 케이블을 사용하여 신호를 최대 150m 까지 연장

오디오/비디오 수신기

• 우수한 비디오 품질 – 최대 1920 x 1200@60Hz (30m), 1600x1200@60Hz (150m),
1280 x 1024@60Hz (200m)

• 안정적인 전송 – 지속적으로 실시간 업데이트가 필요한 복잡한 설정을 간편하게 해결
• Cat 5 e 케이블을 사용하여 장거리 전송 지원 – VE200R과 같은 ATEN 수신 장치를 사용하여 최대 150m 까지 비디오/오디오 신호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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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portation
Features

VS1504/VS1508
4/8포트 Cat 5 오디오/비디오 분배기
• Cat 5e 케이블을 사용하여 최대 150m 까지 디스플레이 연장 가능
• 스테레오 오디오 및 시리얼 장비를 지원
• 3단계 캐스캐이드 연결 - 추가로 분배기를 3단계 까지 연결 할 수 있으며, ATEN 수신기와
결합하여 수천개의 비디오 신호를 출력 가능
• 우수한 비디오 품질 - 1920 x 1200@60Hz 지원
• OSD 매뉴에서 제공하는 두 개의 신호 증폭 제어 모드를 사용하여, 선명한 비디오 화질을 지원
• 여러 대의 스크린을 동시에 On/Off

Front View

Rear View
스크린 ON/OFF 선택 버튼 및 LED

RS-232 시리얼 포트

로컬 RS-232 포트 선택 버튼 및 LED

캐스케이드 입력 포트

오디오/비디오 포트

Cat 5 출력 포트

VE200R
오디오/비디오 수신기
• 듀얼 오디오/비디오
• 오디오 및 시리얼 장비를 지원
• 선명한 화질을 위한 두 가지 게인 컨트롤 모드 지원
• 빠르고 편리한 비디오 화질 조정을 위한 IR 원격 제어기
• 비디오 게인 조정, 보정을 위한 OSD 화면 제공

Front View
RS-232 시리얼 포트

Rear View
비디오 게인 조정 버튼

오디오/비디오 출력 포트

장치간 연결 포트

IR 포트

RS-232 시리얼 포트

오디오/비디오 출력 포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