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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D 세팅 간편 매뉴얼
VM-216HDMI (2 Input, 1:16 HDMI Distributor)

1. EDID 저장
① 사용자 EDID 세팅없이 사용할 경우 – Default EDID 사용.
② 다음으로부터 EDID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

One output (설정 시 저장하고자 하는 OUTPUT 하나의 LED 불이 깜빡거림).

•

The default EDID (설정 시 모든 OUTPUT LED 불이 깜빡거림).

•

The auto-mix mode (설정 시 모든 OUTPUT LED에 불이 순차적으로 들어옴).
예: 연결된 모든 OUTPUT에서 공통되는 EDID 데이터를 평균화한 EDID를 저장합니다.
다른 해상도를 갖고 있는 여러 대의 디스플레이가 OUTPUT에 연결되어 있을 경우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③ 중요: VM-216HDMI는 EDID 데이터 안에서 디스플레이의 모델명은 저장하지 않기 때문에
EDID 저장이 완료된 후에도 디스플레이의 모델명은 ‘Digital Television VM-216HDMI’로
나타납니다.
④ 참고: EDID 세팅 모드 진입 후 EDID 세팅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 ‘EDID’ 버튼을 누르면
EDID 세팅에서 나가게 됩니다. 또한 완료되지 않은 EDID 설정은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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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DID 세팅 방법
① 장비의 전원을 켭니다.
② 저장하고자 하는 EDID를 갖고 있는 장비를 VM-216HDMI의 OUTPUT에 연결합니다.
③ 전면 패널의 ‘EDID’ 버튼을 3초 이상 누르고 있으면, LED 불이 고정으로 들어옵니다.
④ LED 불이 고정으로 들어옴과 동시에 EDID 세팅 모드로 들어가게 됩니다.
⑤ EDID를 저장하고자 하는 INPUT의 버튼 (IN 1 또는 IN 2) 을 누릅니다.
⑥ 선택된 INPUT 버튼의 LED에 불이 들어옵니다.
⑦ 저장하고자 하는 EDID를 갖고 있는 OUTPUT LED에 도착할 때까지 INPUT 버튼을 누릅니
다.
⑧ INPUT 버튼을 한 번씩 누르면, OUTPUT LED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되돌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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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OUTPUT LED 불이 깜빡거림 (default)

OUTPUT LED 불이 순차적으로 들어옴 (auto-mix)



모든

 되돌이

⑨ 저장하고자 하는 EDID를 갖고 있는 OUTPUT LED에 도착했을 때, ‘LOCK’ 버튼을 누릅니다.
‘EDID’ 버튼이 깜빡거림과 동시에 EDID 저장이 시작되며, 프로세싱 시간은 3초 정도 소
요됩니다.
⑩ ONE OUTPUT (OUTPUT 1 ~ OUTPUT 16) LED 깜빡거림 – 선택된 OUTPUT의 EDID가 저장
됩니다.
⑪ 모든 OUTPUT LED 깜빡거림 – Default EDID가 저장됩니다.
⑫ 모든 OUTPUT LED에 불이 순차적으로 들어옴 – Auto-Mix EDID가 저장됩니다.
⑬ 중요: 만약 연결되어 있지 않은 OUTPUT의 EDID를 저장할 경우, default EDID가 저장됩니
다.
⑭ EDID 세팅이 완료되고, EDID 세팅 모드에서 자동으로 일반 운영 모드로 전환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