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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VI 화면분할기 (IOSDQ-402)

 

제품소개

본 기기는 각 입력채널 별 DVI, RGB, Component, Composite 중 선택된 4개의 영상신호를 입력 받아 한 화면에 분할하여 동시 표현하는 
장비입니다.

NTSC, Component, 640x480@60Hz ~ 1920x1200@까지 다양한 해상도를 처리할 수 있으므로 비디오 카메라, DVD 또는 셋톱박스, 
컴퓨터 신호 등의 다양한 장비의 신호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화면분할기는 장비 전면 콘트롤 패널이나RS-232 또는 LAN으로 접속하여 로컬 또는 원격지에서도 장비제어가 가능합니다. 

전면 콘트롤 패널의 버튼을 이용하여 메뉴설정 및 장비운용이 가능하며 LCD 창에 해당메뉴가 디스플레이 됨으로서 편리하게 기기조작이
가능합니다.

특징

  

 
■ 다양한 영상입력 단자 – 입력 채널별 DVI, RGB, Component, Composite중 선택하여 사용 

■ DVI, RGBHV 동시출력 – DVI & 아날로그 RGBHV 동시출력.

■ 다양한 해상도 지원 – 480i, HDTV(720, 1080i 또는 p), VGA 640x480~1920x1200@60

■ HDCP 호환 – DVD 플레이어, 셋톱박스, 블루레이 플레이어 등 HDMI신호 입력

■ 고급 이미지 프로세싱 처리 – 고화질 업다운 스케일링 기술과 Motion Adaptive De-interlace 동작으로, 정지영상에서는 고선명, 동화상에서는 
   비월주사 영상의 여러가지 문제점을 progressive 영상 수준으로 처리.

■ 40개 프리셋 지원 – 4분할화면, 1:1 전체화면, PIP 화면전환을 쉽게 연출하기 위한 20개의 기본프리셋 및 사용자가 다양한 분할화면 연출이 
   가능하도록 20개의 유저프리셋 기능이 지원됩니다.

■ 내장형 EDID 지원 – 입력별1920x1200@60 기본 EDID 메모리 저장. 

■ 다양한 제어방식 – 장비전면 콘트롤 버튼, RS-232, LAN으로 장비제어 가능.

■ 웹서버 내장 – 별도의 콘트롤 소프트웨어 설치 없이 웹 브라우저(인터넷 익스플로러, 크롬, 파이어폭스)에서 장비 IP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제어화면이 접속.

■ GUI 제어 접속화면 – 메뉴별 컬러 그래픽 인터페이스 적용으로 편리한 제품기능 변경 및 운영 

■ 전면 패널버튼 단축 제어 – 대기 메뉴모드에서 메뉴버튼의 프리셋 1~4 단축키 실행기능 지원으로 신속한 화면전환이 가능. 

■ 메뉴버튼 – 조작이 편리한 버튼을 이용하여 입출력 설정 및 프리셋 호출 및 저장이 가능.  

■ 설정값 자동저장 – 운영중인 설정값은 제품의 EPROM에 저장되고 전원 재투입시에도 자동 반영되어 재설정이 필요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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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fication

Model IOSDQ-402 

DVI Input 

Numbers 4 

Connectors DVI-D Single link 

Resolution 640x480@60 ~1920x1200@60 

Bit rate 1.65 Gbit/ color 

EDID memory 1920x1200@60 (factory preset) 

RGB Input 

Numbers 4 

Connectors 15pin Dsub female(Component, use VGA-Component 
Adapter) 

Resolution VGA,SVGA,XGA,SXGA,UXGA,WUXGA,SDTV,HDTV 

Horizontal sync freq. 15kHz to 135kHz 

Vertical sync freq. 60Hz to 85kHz 

Video Input 

Signal Type NTSC, PAL 

Connectors BNC 

Impedance. 75 ohms 

DVI Output 
Resolution 800x600 to 1920x1200 @60Hz 

Connectors DVI-I 29-pin female 

RGB Output 
Resolution 800x600 to 1920x1200 @60Hz 

Connectors 15-pin D-sub female 

General 

Control WEB or Lan or RS232c(38400,n,8,1), simultaneous 

Power 85VAC to 240VAC, 50/60 Hz, 52 watts, internal 

Storage Temperature - 40° to +70°C 

Operation Temp. - 10° to +45°C 

Storage humidity 10% to 80% 

Operation humidity  10% to 70% 

Case Spec. 2U 19” Sub-Rack 

Package 5.3 pounds / 2400g 

Dimension 482(W)x88(H)x302.5(D)mm 

 

콘트롤 PC
모니터

블루레이 플레이어

노트북 카메라

데스크탑 PC

경기도 광명시 하안로 60 광명테크노파크 E동 315호 (주)아이원시스템 T.02-2083-1358 / F.02-2083-1360                                                                       www.ionesystems.com

결선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