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S0401
4-포트 VGA/오디오 스위치

VS0401 4포트 오디오 VGA 스위치는 4개의 오디오/비디오 소스 컴퓨터를 단일의 모니터 또는 프로젝터에 연결하여 풍성한 오디오와 빠른 스위칭으로
사용에 편리함을 줍니다.
VS0401은 양방향성 RS-232 시리얼 포트의 내장으로 하이엔드 시스템 제어뿐만 아니라 고급 RS-232 제어도 가능합니다. VS0401은 RS-232 명령을
통해 하이엔드 시리얼 제어 능력으로 고급기능 즉, 포트 스위칭, 오토 스위칭, 전면 패널 선택버튼 잠금 또는 전원 켜짐 감지 등 고급 기능을 갖춘 부수
적인 시스템으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VS0401은 미팅룸, 미디어 센터, 교실, 또는 다수의 오디오/비디오 소스를 하나의 디스플레이에 연결해야 하는 어떤 프리젠테이션 환경이든지 적합합
니다.

특장점
네 개의 컴퓨터의 비디오 출력을 단일의 모니터 또는 프로젝터에 디스플레이 가능
전면 패널 선택버튼, RS-232 또는 IR 원격 제어를 통해 VGA / 오디오 소스 간 빠르고 쉬운 스위칭 가능
우수한 비디오 품질 – 최대 1920 X 1440
장거리 전송 – 최대 65미터
VGA, SVGA, UXGA, WUXGA와 멀티싱크 모니터 지원
비디오 DynaSync™ - ATEN의 독점 기술로 부팅 디스플레이 문제와 포트 간 스위칭 시 해상도 문제를 최소화 시킴
양방향성 RS-232 시리얼 포트 내장으로 하이엔드 시스템 제어 *
RS-232 제어:
• 전원 켜짐 감지 – 하나의 VGA 소스에 전원이 껴졌을 경우, VS0401이 자동으로 다음 소스에 전원 인가
• 오토 스위칭 – 연결된 다음 포트로 자동 스위칭 설정 가능
• 선택버튼 잠금 – 전면 패널 선택버튼 잠금 사용
스테레오 오디오 지원
DDC 호환
최적의 비디오 품질을 위해 최대 300MHz의 대역폭 지원
LED 표시로 전원 상태 및 소스 장치 확인 가능
완벽한 메탈 하우징으로 내구성 및 안전성 제공
플러그 앤 플레이 – 추가적으로 소프트웨어 설치 불필요
* 알림: VS0401 AP와 GUI 동작 사용자 안내서는 ATEN 웹 사이트에서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www.aten.co.kr / www.aten.com)
* VGA 케이블을 사용한 매우 먼 거리에 전송되는 비디오 콘텐츠는 비디오 신호 품질이 약간 저하될 수 있습니다.

사양
비디오 입력
인터페이스

4 x HDB-15 Male (Blue)

적용

75 Ώ

최대 거리

1.8 m

비디오 출력
인터페이스

1 x HDB-15 Female (Blue)

적용

75 Ώ

최대 거리

30 m

비디오
최대 대역폭

300 MHz

최대 해상도

Up to 1920 x 1440

최대 거리

Up to 30 m

오디오
입력

4 x Mini Stereo Jack Female (Green)

출력

1 x Mini Stereo Jack Female (Green)

제어
RS-232

Connector: 1 x DB-9 Female (Black)
Baud Rate and Protocol:
Baud Rate: 19200, Data Bits: 8, Stop Bits:1, Parity: No, Flow Control: No

IR

1 x Mini Stereo Jack Female (Black)

커넥터
전원

1 x DC Jack

소비 전력

DC5.3V:0.47W:2BTU

사용 환경
사용 온도

0 - 50°C

보관 온도

-20 - 60°C

습도

0 - 80% RH, Non-Condensing

제품 외관
재질

Metal

무게

0.66 kg ( 1.45 lb )

크기 (L X W X H)

20.00 x 7.61 x 4.40 cm
(7.87 x 3 x 1.73 in.)

카튼 번호

5 pcs

노트

일부 랙 마운트 제품은,WxDxH의 표준 물리적 치수를 LxWxH 형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이어그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