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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rtual Matrix Display Controller

●     소형 및 대형 설치를 위한 확장 가능한 매트릭스 제어 솔루션

●     대형 멀티 모니터 디스플레이 생성

●     로컬 및 원격 제어

●     타워 및 랙 마운트 구성

●     직관적인 GUI는 간단하고 사용하기 쉬운 컨트롤을 제공

●     IP 키패드와 프로그램 가능한 로직 컨트롤러(PLC)와 호환 

●     각 유닛 당 최대 6 모니터를 연결하고 다중 모니터 솔루션을 위해 더 

많은 유닛 추가 가능

●     16 X 9를 지원하는 1080P 고화질을 지원하고 H.264 압축 사용

●     제어는 다수의 운영자들이 공유 가능

●     Window 7이상의 운영체계가 탑재

●     각 모니터에서 독립적으로 영상 디스플레이 가능

●     최대 64개의 카메라 표시 가능
Virtual Matrix Display Controller

Virtual Matrix Display Controller (VMDC)는 다중 모니터 디스플레이에 

직접 네트워크 비디오를 연결하는 능력을 사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설계된 

ViconNet® 비디오 관리 시스템을 자체 포함한 매트릭스 제어 솔루션입니다.

VMDC 솔루션은 명령/제어 중심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와 여러 위치에서 

여러 모니터에 표시되는 고품질 ViconNet 원격 네트워크 비디오 스트림이 

가능한 하드웨어 디코딩 장비로 구성됩니다. 이러한 디자인은 각 운영자가 

네트워크에 연결된 모든 모니터에 어떤 카메라를 표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카메라 선택은 전용 키패드 (최대 키패드 4대) 통하거나 그래픽 사용자 인터

페이스를 사용하여 제어 할 수 있습니다. 표준 ViconNet 인터페이스를 통한 

향상된 기능은 특히 워크스테이션 및 video walls 를 포함하는 명령 센터의 

전형적인 환경을 지원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각 VMDC는 최대 6대의 고화질 모니터를 제어 할 수 있습니다. 장비는 랙 

또는 데스크탑 형으로 설치됩니다. 추가 모니터의 제어는 확장성, 비용 효율

적인 관리 솔루션을 제공하는 네트워크에 추가 장치를 연결하는 것만큼이나 

간단합니다. 일반적으로 VMDC는 비디오 관리 시스템의 명령/제어 센터에 

설치되거나 센터 모니터의 로컬 제어와 모니터 디스플레이를 포함한 시설에서 

다른 위치의 원격 제어 모두 제공합니다. 실제 상황에서, 추가로 조사할 

무언가를 본 운영자는 주 모니터, 다른 스테이션 혹은 네트워크의 모든 

모니터에 그 비디오를 출력 할 수 있습니다.

메인 모니터 디스플레이 인터페이스는 레이아웃 및 콘텐츠의 동적 제어를 

모니터 뷰 안에 카메라를 드래그 앤 드롭으로 쉽게 추가 할 수 있습니다.

Multi-level 맵 표시는 카메라의 위치 식별 및 그래픽 알람 묘사의 대체 수단을 

제공하는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VM Display Controller Main Monitor Disp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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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imum Hardware Requirements

그래픽 맵: 실제 카메라의 위치를 그래픽 사이트 맵으로 표시하는 

기능을 지원합니다.

빠른 재생: 간단한 클릭으로 녹화된 영상을 빠르게 재생합니다.

로컬 및 원격 모니터 제어: 그랙픽으로 구성된 인터페이스를 통해 시스템에 모든 

모니터에 연결이 가능하며, 카메라 선택 후 drag-and-

drop으로 유연한 디스플레이 구성이 가능합니다.

PTZ 제어: 운영자는 시스템에 사용되는 모든 PTZ 카메라를 GUI, 

키패드 또는 PLC를 사용하여 제어할 수 있습니다. 

매크로 구성: 매크로는 녹화 또는 카메라 녹화/재생, 마이크, 센서 등을 

위해 정의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이메일 또는 SMS를 통해 

전달 됩니다.

Authorization Rights: 그룹 권한은 특정 사이트에 의해 구성됩니다. 모든 시스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제공합니다 

알람: 알람은 특정 조건으로 프로그램 될 수 있습니다.

Central Failure

Notification (CFN): 특정 응용프로그램에 오류를 알리는 기능이 제공 됩니다.

Software

운영체제 Microsoft® Windows® 7 Professional.

CPU: Intel® Core™ i7-950 processor.

Motherboard: GIGABYTE GA-X58A. 

BIOS: X58A-UD3R F5 (Motherboard Rev 1); 

X58A-UD3R FA or FE (Motherboard Rev 2).

RAM: 4 GB. 

Hard Drive: 250 GB minimum.

Video Card: 1-3 Sapphire ATI HD 5450 with 1 DVI,  

1 HDMI and 1 VGA output each; only 2 of 

the 3 outputs may be used; design monitors 

accordingly.

Power Supply: 510 W minimum.

Mechanical
적용범위: 실내.

Mounting: Standard 19 in. (483 mm) rack mount and 

stackable, 3RU height or desk-top PC tower. 

치수: Rack: 5.25” (133 mm) H x 17” (432 mm) W x 

23.63” (600 mm) D, including connectors. 

Tower: 16” (406 mm) H x 7.25” (184 mm) W x 

19” (483 mm) D.

무게: 30.0 lb (13.6 kg). 

구성: Steel case and hardware.

색상: Black.

Environmental
동작 가능 온도: 0° to 40° C.

습도: Up to 95% relative, non-condensing.

Storage Temperature

Range: -20 to 70° C maximum.

Warranty
3년간 부품 및 기술지원.

입력 전압: 90-230 ±10% VAC, 50/60 Hz.

전류: 1.4 A @ 115 VAC; 0.7 A @ 230 VAC.

전력 소비량: 161 W nominal.

발열량: 563.5 btu/hour.

전원 코드: CEE 7/4.

CPU: Intel Core i7-950 processor.

Memory: 4 GB minimum.

운영체제: Microsoft Windows 7 Professional, 32-bit.

Hard Drive: 250 GB.

Motherboard/Power 

Supply: GIGABYTE GA-X58A/510 W.

Network: 1 Gbps onboard.

Video Card(s): 1-3 Sapphire ATI HD 5450 with 1 DVI, 1 HDMI and 1 

VGA output each. On each card, 2 of the 3 outputs 

may be used; be sure to design the monitors 

accordingly. 

Cooling: Internal fans; 79.92 cfm flow rate each.

인증서: CE and  FCC, Class A; UL, KC 인증

Electr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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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Model Number
Virtual Matrix Display Controller Software (Installation on 3rd party server). Single license. VMDC-SW
Virtual Matrix Display Controller with 2 display outputs. 3RU rack-mount unit VMDC-2R
Virtual Matrix Display Controller with 4 display outputs. 3RU rack-mount unit VMDC-4R
Virtual Matrix Display Controller with 6 display outputs. 3RU rack-mount unit VMDC-6R
Virtual Matrix Display Controller with 2 display outputs. Tower unit.  VMDC-2
Virtual Matrix Display Controller with 4 display outputs. Tower unit.  VMDC-4
Virtual Matrix Display Controller with 6 display outputs. Tower unit. VMDC-6

Network Control Keypad. Used to control ViconNet digital video management systems over an IP network or serial 
connection. (VMDC is only operable through an IP network connection.)

V1500X-SCCS-1

Ordering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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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M Display Controller Multi-Station Installation

2대의 VMDC 장비를 사용하는 다중 스테이션 설치가 위에 표시되었습니다. 스테이션 2는 원격 위치 또는 다른 시설에 있을 수 있습니다. ViconNet 

비디오는 네트워크를 통해 각 스테이션에 제공됩니다. 각 운영자는 메인 모니터 디스플레이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Monitor Wall 에 

모니터들 혹은 시스템 모니터를 확인하고 제어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운영자들은 그들의 스테이션에서 로컬 ViconNet 비디오를 확인

하고 한 명의 운영자가 VMDC를 제어합니다.

이 설정은 다음과 같은 제어 옵션을 제공합니다:

●     Monitor Wall은 카메라 윈도우 뷰의 조합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모니터 한 대에 싱글 원도우, 다른 모니터에 4개의 원도우, 기타 

등등. 모니터 창은 1, 4, 9, 16, 25, 36 또는 64 세그먼트로 분할 될 수 있습니다. 모니터들이 어떻게 분할되는지에 관계없이, 각 VMDC를 위한 

최대 150개의 비디오 스트림이 있습니다.

●     운영자는 마우스, 키패드 또는 PLC 컨트롤을 사용하여 선택된 모니터 아이콘에 드래그 된 영상에 의해 메인 모니터 사이트 리스트, 그룹 리스트 또는 

맵으로부터 영상을 끌어 놓기로 모든 모니터 또는 모니터 뷰어 창에 어떤 카메라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     카메라는 VMDC에 연결된 모니터 중 하나에 배치 될 수 있습니다. 각 운영자는 모든 시스템 카메라를 완벽하게 제어 할 수 있습니다.

VM Display Controller Multi-Station Installation

Main Monitor Disp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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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성능은 압축, 해상도 프레임 속도 및 기타 매개 변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H.264 비디오 스트림은 MPEG-4 나 MJPEG보다 다른 결과를 생성 할 것

입니다. 동일하게 몇 대의 카메라가 제어되는지 카메라의 표준 해상도 또는 메가 픽셀에 따라 달라집니다.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가 최적화된 Vicon의 

제어에 있기에, 100% Vicon 시스템은 다른 제조업체의 카메라와 오픈-플랫폼 시스템 보다 더 나은 성능을 제공합니다. 또, VMDC는 비디오 스트림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러한 프레임 율, 압축 및 해상도와 같은 제어 요소에 의해 성능 저하를 방지할 내장 자원 모니터링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기능은 압축 방식이나 다른 제조 

업체의 장치가 시스템에 사용되어지는 것과 관계없이 모든 구성요소와 함께 작동합니다.

다음은 3가지 일반적인 시나리오를 묘사하고 D1에 ViconNet 압축방식 그리고 2 CIF 해상도 및 D1에 H.264, 2 CIF, 2 메가 픽셀 및 5 메가 픽셀 해상도를 사용하여 각 

시나리오에 대한 대표적인 성능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디코더의 경우, 비디오 스트림은 6대의 모니터에 표시됩니다. 추가적인 VMDC는 디스플레이를 제어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듀얼 모니터 시나리오는 하나의 디스플레이 모니터 및 제어 모니터를 나타냅니다. 멀티 모니터 시나리오는 2-5 개의 디스플레이 모니터 및 컨트롤 

모니터를 보여줍니다. 각 프레임 속도에 동시 비디오 스트림의 총 수는 각 시나리오에 표시되어 집니다.

System Performance

 Decoder Dual Monitor Multi-Monitor

ViconNet

2 CIF
(720 x 240)

D1 
(720 x 480)

H.264

2 CIF
(720 x 240)

D1
(720 x 480)

2 MP 
(1600 x 1200)

5 MP 
(2560 x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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