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zStudio VM6 – All-in-One Matrix Switcher / Manual v 1.1 
2015 

Chapter No. 1-4 

Manual 

ezStudio VM6 
All-in-One Matrix Switcher  

6 HD-SDI 입력 / 4 HD-SDI 출력 매트릭스 스위쳐 



ezStudio VM6 – All-in-One Matrix Switcher / Manual 

Chapter No. 1-4 
2 

VM6 Matrix Switcher Manual 

Revision Number: 1.0.1 
Distribution Date: April. 2015 

2 

저작권 알림  

Copyright © 2006~2014  LUMANTEK Co., Ltd. 

All Rights Reserved 

  

㈜ 루먼텍 사에서 발행한 모든 기술 문서에 대한 저작권은 루먼텍 사에서 소유합니다. 무보증, 본 설명서는 사용

자에게 현재 상태로 배포되며 정확성이나 사용에 관한 어떤 보증도 하지 않습니다.  이 설명서나 이 안에 포함된 

정보의 사용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책임을 집니다.  

  

이 설명서에는 기술적인 문제, 기타 부정확한 내용 및 맞춤법 오류가 포함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

은 다음 개정판에 개선되어 반영됩니다. 법률 제 8029호 에 의거 서면 허가 없이는 이 설명서의 일부 또는 전부

를 무단으로 복제할 수 없습니다. 

 

 

등록 상표 

 HD ENCODULATOR TM, SD ENCODULATOR TM LUMANTEK 로고, Mega CruiserTM, ORIXTM, X-CruiserTM, 

DTA-PlusTM, Media BlasterTM,는 루먼텍 주식회사의 등록 상표 입니다. 

  

이 설명서에 언급된 다른 상표나 제품명은 해당 회사의 등록 상표입니다. 

   

  

보증 기간   

루먼텍에서 제공된 제품의 보증기간은 제품 납품 후 1년 입니다. 보증기간 및 기타 문의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LUMANTEK CUSTOMER SERVICES 

 

sales@lumantek.co.kr  / TEL:02-6947-7400 / FAX:02-6947-7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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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rix Switcher VM6 

6 HD-SDI 입력 / 4 HD-SDI 출력 - All-in-One Matrix Switcher 

특징 

① SDI 입력 6개, SDI 출력 4개입니다. 

② Key 를 위한 SDI 입력 1개가 별도로 있습니다.  

③ SDI 출력 A는 모니터링 용도로 1개가 별도로 있습니다. 

④ 물리적으로는 SDI 입력 7개, SDI 출력 5개가 있습니다. 

⑤ VM6 지원 해상도는 

“1080i60/1080i59.94/1080i50/720p60/720p59.94/720p50/625i(576i)/525i(480i)” 입니다. 

⑥ HDMI 출력 해상도는 시스템 해상도와 관련이 있으며 지원 해상도는 

“1080p60/1080p50/720p60/720p50”/576P/480P 입니다.  

1. 제품소개 

 

  ezStudio는 루먼텍의 AV인코딩기술력,  비디오 스위칭 기술의  조합으로 탄생한 소형스튜디오 

전용  비디오/오디오 장비 브랜드입니다.  

 ezStudio 의 대표제품인VM6 매트릭스 스위처는 지금 것 볼 수 없었던 유니크 한 제품으로, 기

존의 메트릭스와  스위쳐를 합친 하이브리드 장비입니다. 총 6개의 라이브 미디어나 카메라 소

스가 SD/HD-SDI 로 들어오고 4개로 출력가능 합니다. 각각의 프레임을 동기화 했으며, 메인보

드에서 또는 콘솔을 통해 제어할 수 있습니다.  높은 수준의 고객을 위해 fill/key 옵션이 있고, 영

상은 4:2:2 10 비트 처리하며, 내장 아날로그 오디오 및 외부 Stereo XLR를 지원합니다. 모든 비

디오 채널과 오디오를 개별적으로 제어 할 수 있습니다 

 

 



ezStudio VM6 – All-in-One Matrix Switcher / Manual 

Chapter No. 1-4 
5 

전원 

2.   VM6 인터페이스 

2.1   시스템정보 

2.2   제품구성 

< VM6 Main frame – 앞면> 

Power LED 

< VM6 main frame – 뒷면> 

RJ45 port 
콘솔연결전용 

USB 2.0 / 디버그 및 커맨드 제어 

HDMI port 
SDI-입출력 모니터링 

SDI 입력 * 
1/2/3/4/5/6/7 

SDI 출력 ** 
A/B/C/D     

Audio 입력 
(Left/Right) 

* SDI Input 
Fill/Key 라이선스가 있는 경우 6/7 을 사용합니다. 
Fill/Key 라이선스가 없는 경우 7번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 SDI Out A 는 출력이 두개입니다. 
 

VM6 메인프레임 
콘솔(옵션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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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HDMI 멀티뷰 인터페이스 

SDI 출력 
Monitoring 

VM6 
Monitoring 

VM6 출력Monitoring 

입력 1 입력 2 입력 3 

입력 4 입력 5 입력 6 

BAR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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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콘솔 인터페이스 

LCD 스크린 

① VM6 시스템에 적용된 화면 전환 효과를 표시합니다. 
- VM6 시스템에 적용된 해상도를 표시합니다. 
- 출력 채널 A/B/C/D 에 각각 출력되는 입력 채널을 표시합니다. 
 
 
 

② VM6 시스템에서 선택된 해상도를  
표시합니다. 
 
지원 해상도는 
“1080i60/1080i59.94/1080i50/720p60/720p59.94/720p50/625i/525i” 입니다. 
해상도 변경은 VM6 프런트에서 가능합니다. 
 
 

③ 출력 채널 A/B/C/D에서 각각 출력되는 입력 채널을 표시합니다. 
출력 A 채널은 “입력 1” 입니다. 
출력 B 채널은 “입력 2” 입니다. 
출력 C 채널은 “입력 3” 입니다. 
출력 D 채널은 “입력 4” 입니다. 

A 

B 

C 

D 

E 

F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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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 컨트롤 

① 출력 채널 A/B/C/D 를 선택하거나 선택된 출력 채널을 표시합니다. 

B 

입력 컨트롤 

① 선택된 출력 채널에 대해서 입력채널 “-/1/2/3/4/5/6/BAR/BG” 를 선택하거나 현재 선택된 
입력 채널을 표시합니다 
 

② A 버튼 특수 기능 (동시출력 기능) :  
        - A버튼을 3초 이상 누르고 있으면 A/B/C/D 가 동시에 점등되고 (동시 출력 대기 상태) 
          점등된 상태에서 입력채널(1/2/3/4/5/6)중 출력할 입력채널을 선택하게 되면 A/B/C/D  
          동시에 출력하게 됩니다.    

 

C 

오디오 

① 선택된 출력 채널에 대해서 “입력 채널 오디오/외부 오디오” 선택합니다. 

D 

Fill/Key 설정 

① 선택된 출력 채널에 대해서 Key 기능을 “off/on” 선택합니다. 
② Key 기능은 라이선스며 라이선스가 없으면 동작하지 않습니다. 

E 

화면전환효과 설정 

① 선택된 출력 채널에 대해서 화면 전환 효과를 선택합니다. 
② 슬라이드가 Min 에 포커스 되어 있으면 선택된 화면 효과와 상관없이 “Cut” 으로 고정입니
다. 

F 

* VM6 본체와 콘솔은 다이렉트 랜 케이블을 사용합니다. 
** 크로스 랜 케이블은 사용금지입니다. 

B 

C 

D 

E 

F 

동시출력 기능 
(Long 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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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메인프레임 인터페이스(앞면) 

A 

B 
D 

C 

LCD 스크린 

① VM6 시스템에 적용된 화면 효과를 표시합니다. 
② VM6 시스템에 적용된 해상도를 표시합니다. 
③ 출력 채널 A/B/C/D 에서 각각 출력되는 입력 채널을 표시합니다 

A 

출력 선택 

① 출력 채널 A/B/C/D 를 선택합니다. 
 

② A 버튼 특수 기능 (동시출력 기능) :  
        - A버튼을 3초 이상 누르고 있으면 전면 Display 창에 A/B/C/D 가 동시에 점등  
          (동시 출력 대기 상태) 
          점등된 상태에서 입력채널(1/2/3/4/5/6)중 출력할 입력채널을 선택하게 되면 A/B/C/D  
          동시에 출력하게 됩니다.    

 

B 

입력 선택 

① 선택된 출력 채널에 대해서 입력채널 “-/1/2/3/4/5/6/BAR/BG” 를 선택합니다. 

C 

메뉴선택 

① 메뉴 이동을 합니다. 
② 메뉴 이동시에는 SET 버튼을 길게 누릅니다 

D 

동시출력 기능 
(Long 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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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CD 스크린 설정 시나리오 

VM6메인프레임 부팅 

메인화면 디스플레이 

메뉴에 들어가기 위해  
          버튼을 길게 누르세요 S 

                         버튼 누름 S 

/ 

메뉴에서 나오려면  
          버튼을 길게 누르세요 S 

                         버튼 누름 S 

                         버튼 누름 S 

                         버튼 누름 S 

                         버튼 누름 S 

                         버튼 누름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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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CD 스크린 상태설명 

• VM6 시스템에 적용된 화면 전환 효과를 표시합니다. 
• VM6 시스템 해상도를 표시합니다. 
• 출력 채널 A/B/C/D 에 각각 출력되는 입력 채널을 표시합니다. 

• 입력 채널 “1/2/3/4/5/6“의 정보를 표시합니다. 

• VM6 시스템 해상도를 선택합니다. 
• 입력 채널 “1/2/3/4/5/6/7” 모두 시스템 해상도와 동일해야 합니다. 
• 지원 해상도는 “1080i60 / 1080i59.94 / 1080i50 / 720p60 / 720p59.94 

/ 720p50 / 625i / 525i “ 입니다. 

• 화면 전환 효과 및 시간을 선택합니다. 

• 배경 색상을 선택합니다. 

• 출력 채널에 대해서 “입력 채널 오디오/외부 오디오” 선택합니다. 

• 출력 채널에 대해서 Key 기능을 “off/on” 선택합니다. 

• 시스템 환경을 저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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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시스템 스펙 

Specification - VM6 

Input 

Video Input: SD/HD-SDI(BNC 75Ω) x6 

Fill Input(Option): SD/HD-SDI x1 

Key Input(Option): HD-SDI x1 

Audio Input: Stereo XLR x2 

Output 

Video Output: HD-SDI(BNC 75Ω) x4 

Multiview Output: HDMI x1, (1080P @60/50, 720p @ 60/50, 576P @50, 487P @60) 

Internal Processing: 4:2:2 10bit 

Resolution supported 

1920 x 1080i @ 59.94/60/50 

1280 x 720p @ 59.94/60/50 

720 x 576i @ 50 

720 x 487i @ 59.94 

Management 

Control Buttons @ Front: Input select x6, Output select x4 

LCD @ Front: Status & Control 

Large 'L' logo LED @ Front: Easy to Identify Device Status 

USB @ Rear: Easy to use GUI application, Firmware Update 

Physical 

Dimension:44(H) X 483(W) X 240(D)(excluding connectors) 

Power Input: 115~240VAC @ 50/60Hz, Operation Temperature: 0~40℃ 

Power Consumption: 30W(max.), Weight: 3.1 k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