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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서 수정 이력 

버전 수정일 작성자 변경 사항 

1.0 01/08/2013 M. J. YEOM 최초 버전 

1.6 02/28/2013 M. J. YEOM 안드로이드 앱 추가, OSD 수정 

1.6E 03/13/2013 S. O. Lee 부분 수정 

1.7 04/04/2013 S. O. Lee APK 제어 부분 추가, 부분 수정 

1.8.1 05/09/2013 M. J. YEOM 부분 수정 

1.0 15/05/2013 M. J. YEOM 1st 선행품 버전, 버전 번호 재시작  

1.2 10/10/2013 M. J. YEOM Pan&Scan Zoom, Background 기능 추가. 

    

< 표 1 > 문서 수정 이력 

 버전 번호는 MSV 소프트웨어 버전 번호에 의거하며, 선행 품 개발 시 V1.0 으로 재 번호 

매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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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품 개요  

2.1 MSV 소개 

Multi Scaler Viewer(모델명 : MSV)는 총 4개의 입력 비디오 신호를 하나의 영상 표시 장치로 

출력할 수 있게 해 주는 영상 신호 처리 장비이다. 입력 비디오 신호는 DVI, D-SUB, HDMI(개발 

중), SDI(개발 중) 영상 신호를 받을 수 있으며, 출력은 DVI 방식을 지원한다.  

MSV는 총 4가지 입력 영상 방식을 지원하기 위해 각기 다른 형태의 도터 카드를 탈/장착할 수 

있도록 설계 되었고, 사용자 주문에 의해 다양한 조합으로 영상 입력 방식을 구성할 수 있다. 

입력 가능한 영상 해상도는 각 영상 입력 표준 방식에 의거해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으며, 출력 

해상도는 사용자 선택으로 고정해서 출력 하도록 설계 되었다.  

MSV를 사용함으로써 사용자는 한 화면에서 사용자가 원하는 형태로 총 4개의 각기 다른 

영상을 볼 수 있으며 이를 비롯한 여러 부가 기능은 같이 제공되는 윈도우용 사용자 프로그램을 

통해서 편리하게 제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2.2 주요 기능 

 4 개의 영상 입력을 한 화면에 동시 출력 가능 

 각 영상 입력 신호는 사용자가 지정한 출력 해상도에 의해 업/다운 스케일링 

 D-SUB 입력 도터 카드 사용 시 아날로그 영상 신호를 디지털 영상 신호로 자동 변환 

 입력 특징   

 탈/장착 가능한 모듈러 카드 형태의 4 채널 영상 입력 지원 

 DVI / D-SUB / HDMI(개발 중) / SDI(개발 중) 

 각 방식 별 표준에 의거한 다양한 입력 해상도 지원 (다음 장에서 명시)  

 외부 오디오 4 입력 중 사용자가 지정한 채널 오디오 출력 기능 

 출력 특징 

 사용자 선택 출력 해상도 지원 (다음 장에서 명시) 

 지정 채널 입력 영상 복사 및 Pan&Scan 기능 지원 

 사용자가 지정한 크기 및 위치로 입력 채널 별 영상 표현 가능 

 입력 채널 별 라벨 표시 기능 

 각 채널 별 사용자 지정 우선 순위에 의한 오버레이 기능 지원 

 영상 대비비, 휘도비 조정 기능, 입력 화면 별 보더 제어 기능  

 사용자 정의 화면 상태 저장 및 불러오기 기능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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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품 구성 및 사양  

3.1 제품 구성 

 MSV 본체 1EA 

 입력 도터 카드 1~4EA 장착 (사용자 선택 주문) 

  DVI, D-SUB, HDMI(개발 중), SDI(개발 중) 

 출력 도터 카드 1EA 장착 (DVI 고정) 

 AC/DC 아답터 1EA 

 Input: 100VAC~240VAC, 50/60Hz 

 Output: 12V DC, 3.33A 

 MSV 본체 규격 

 버튼 : 전원, 메뉴, 리-사이즈, 해상도 변경, 좌/우/상/하 방향키, 엔터, 출력 형태 (8 개) 

 입력 도터 카드 : DVI 도터 카드 혹은 D-SUB 도터 카드 1~4 개 장착 (조합 가능) 

 출력 도터 카드 : DVI 도터 카드 1 개 (고정) 

 외관 크기 : 436(너비) x 44(높이) x 298.5(깊이)mm 

 

< 그림 1 > MSV 본체 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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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영상 입력 사양 

3.2.1 DVI 

 DVI 입력 카드 사용 시 영상 신호 입력 사양(아래 표 참조)  

구  분 설     명 

포트 형태 
 4 채널 입력 포트(사용자 주문에 의해 1~4 개 입력 도터 카드 장착) 

 커넥터 형태 : 29pin DVI-I type Female 

해상도  VESA 표준 규격 WUXGA (1920 x 1200) 까지 입력 가능 

신호 규격  DVI : TMDS  

< 표 2 > DVI 영상 입력 사양 

 지원 가능 DVI 입력 해상도  

해상도(HD/SD) Hz 해상도(HD/SD) Hz 

640 x 480 60 720 x 576 50 

720 x 480 60 1280 x 720 50 

1280 x 720 60 1440 x 288 50 

1440 x 240 60 2880 x 288 50 

2880 x 240 60 1440 x 576 50 

2880 x 240 60 1920 x 1080 24, 25, 30, 50, 60 

1440 x 480 60   

해상도(VESA) Hz 해상도(VESA) Hz 

640 x 350 85 1280 x 960 60, 85 

640 x 400 85 1280 x 1024 50, 60, 75, 85 

832 x 624 75 1360 x 768 60 

720 x 350 70 1366 x 768 60(RB), 60 

720 x 400 70 1400 x 768 60(RB), 60 

720 x 400 85 1400 x 1050 75, 85 

640 x 480 60, 72, 75, 85 1440 x 900 60(RB), 60, 75, 85 

800 x 600 56, 60, 72, 75, 85 1600 x 1200 60, 65, 70, 75, 85 

840 x 480 60 1680 x 1050 60(RB), 60 

1024 x 768 50, 60, 70, 75, 85 1680 x 1050 75, 85 

1152 x 864 75 1792 x 1344 60, 75 

1280 x 768 60(RB), 60, 75, 85 1856 x 1392 60, 75 

1280 x 800 60 1920 x 1200 60(RB) 

< 표 3 > DVI 영상 입력 지원 해상도 

3.2.2 D-SUB 

 D-SUB 입력 카드 사용 시 영상 신호 입력 사양(아래 표 참조)  

구  분 설     명 



  

 

2013. 10. 10                           OPHIT CO., LTD. 

 

사용자 매뉴얼 V1.2 

MSV ( Multi Scaler Viewer ) 

 

12 

포트 형태 
 4 채널 입력 포트(사용자 주문에 의해 1~4 개 입력 도터 카드 장착) 

 커넥터 형태 : 15pin Female(3 열) 

해상도  VESA 표준 규격 WUXGA (1920 x 1200) 까지 입력 가능  

신호 규격  D-SUB : Analog Video 

< 표 4 > D-SUB 영상 입력 사양 

 

 지원 가능 D-SUB 입력 해상도 

해상도 (HD/SD) Hz 해상도 (HD/SD) Hz 

640 x 480 60 720 x 576 50 

720 x 480 60 1280 x 720 50 

1280 x 720 60 1920 x 1080 30, 50, 60 

해상도 (VESA) Hz 해상도 (VESA) Hz 

640 x 480 60, 72, 75, 85 1366 x 768 60(RB),60 

800 x 600 56, 60, 72, 75, 85 1400 x 768 60(RB), 60 

1024 x 768 60, 70, 75, 85 1400 x 1050 60(RB), 60 

1152 x 864 75 1440 x 900 60, 75 

1280 x 768 60(RB), 60 1600 x 1200 60 

1280 x 800 60 1680 x 1050 60(RB), 60 

1280 x 960 60 1680 x 1050 75, 85 

1280 x 1024 60, 75, 85 1920 x 1200 60(RB) 

1360 x 768 60   

< 표 5 > DVI 영상 입력 지원 해상도 

3.3 영상 출력 사양 

 영상 신호 출력 사양 (아래 표 참조) 

구    분 설     명 

포트 형태 
 1 채널 출력 포트  

 커넥터 형태 : 29pin DVI-I type Female 

해상도 

 1080P (1920 x 1080, 60Hz) 

 720P (1280x720, 60Hz) 

 480P (720x480, 60Hz) 

 WUXGA (1920x1200, 60Hz) 

 UXGA (1600x1200, 60Hz) 

 SXGA (1280x1024, 60Hz) 

 XGA (1024x768, 60Hz) 

신호 규격  DVI : TMDS  

< 표 6 > 영상 출력 사양  



  

 

2013. 10. 10                           OPHIT CO., LTD. 

 

사용자 매뉴얼 V1.2 

MSV ( Multi Scaler Viewer ) 

 

13 

4. MSV 제어 및 운용  

4.1 운용 방식 

 

MSV 는 총 4 가지 방법으로 제어/운용 및 구동이 가능하다. 제품과 같이 제공되는 구동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사용자가 PC 와 연동해서 윈도우 프로그램으로 제어 가능하고, 제품 

앞면에 장착되어 있는 여러 가지 기능의 버튼으로도 직접 운용할 수 있다. 주의할 점은 제품에 

전원을 인가하기 전 입/출력 카드가 반드시 탈/장착 된 상태 이어야 하며, 전원 인가 후에 

사용자가 입/출력 카드의 탈/장착을 시도할 경우 제품의 오작동을 초래할 수 있다. 

 

 MSV 제어 방식 

구  분 설     명 

본체 & OSD 

 본체의 전면 버튼을 이용하는 방법과 전면 버튼 중 ‘MENU’ 버튼을 이용

해 OSD 를 활성화 한 후 ‘방향키’와 엔터키를 이용해서 제어 및 운용하

는 방식 

MSV Manager 
 본체를 UTP 케이블을 이용해서 PC 와 연결하고, PC 의 윈도우 프로그램

인 ‘MSV Manager’를 구동하여 제어하는 방식 

User Console 
 본체의 RS-232 포트와 PC 연결 후 터미널 프로그램을 통해 미리 정의 

된 명령어를 타이핑해서 제어하는 방식 

Android APK 
 제공되는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을 단말에 설치하고, 무선랜으로 본체

와 연동해서 제어하는 방식 

< 표 7 > MSV 제어 방식 

 

위의 표에서 언급 했듯이 MSV 는 전면부 버튼과 OSD (on the screen display), MSV Manager, 

Android APK, User Console 등 4 가지 방식으로 운용 및 제어할 수 있으며, 처음 전원 인가 

시에는 별도의 추가 설정 없이 초기 설정값으로 (quad screen mode) 동작 한다. OSD 는 본체의 

전면부 버튼 중 ‘Menu’ 버튼을 이용해 활성화 시켜서 운용 가능 하며 본체의 전면부 버튼과 

OSD 상에서 제공 되어지는 항목의 부분별 설정만으로도 MSV 대부분의 기능을 이용하거나 제어 

할 수 있도록 구성 하였다.  

MSV Manager 와 Android APK 는 MSV 의 모든 기능을 제공하며, 사용자가 윈도우 OS 가 

탑재 된 단말에 제공되는 프로그램을 설치한 후 본체의 RJ45 커넥터와 연결해서 MSV 와 

TCP/IP 를 통해 연동 된다.  

User Console 을 이용해서 운용할 경우 미리 정의 된 기본 기능만 제공하며, RS-232 Cable 을 

통해 PC 와 연결하고,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Terminal’ 프로그램을 구동 시켜서 MSV 와 

연동할 수 있다.  

 

4.2 MSV연결 및 시스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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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V 는 각 입력 채널 별로 각기 다른 4 개의 입력 영상을 한 화면에 출력 하는 Viewer 장비로 

<그림 2>와 같이 각 입력 모듈 카드에 영상 출력 장치를 연결하고 출력 모듈 카드에 디스플레이 

장치를 연결하여 사용 할 수 있다.  

최초 전원 인가 시에는 기본적으로 Quad 출력 모드로 설정 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 시스템 

구성 시 디스플레이 화면에 입력 채널 별 4 개의 영상이 같은 크기로 4 분할 되어 출력 되게 된다.  

특정 채널에 입력 영상이 없는 경우 해당 채널은 보더만 표시되고 검은 화면으로 출력 된다. 

MSV 의 기본 구동은 < 표 8 >에 명기 된 순서로 진행하여야 한다.  

 

 

< 그림 2 > MSV 시스템 연결도 

 

MSV 기본 구동 순서 

1. 전원 인가 전, 입/출력 모듈 카드 탈/장착 여부 확인 

2. 4 개의 입력 모듈에 영상 출력 장치 연결 (원하는 채널만 연결하여도 됨) 

3. 출력 모듈에 디스플레이 장치 연결 

4. MSV 뒷부분 DC 잭에 제공되는 아답터의 전원 케이블 연결 

5. MSV 뒷부분 메인 전원 스위치 ON (전원 인가 시 스위치의 녹색 LED 점등) 

6. 전원 스위치의 녹색 LED 점등 확인 후 앞면 전원 버튼 LED 가 붉은색으로 점등 되어 

있으면, MSV 전원 버튼을 누른다 (푸른색으로 깜빡이기 시작하면 정상 동작) 

< 표 8 > MSV 기본 구동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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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MSV 구동 및 기본 제어  

 

MSV 의 세밀한 전체 모든 기능들은 OSD, MSV Manager, Android APK, User Console 를 통해  

제공되지만, 최소 운용에 필요한 기본 기능은 전면부 버튼만으로도 운용 및 제어할 수 있다. 본 

장에서는 MSV 본체의 버튼만으로 제어 및 운용 가능한 최소 기능과 각각의 사용 방법에 

대해서만 기술한다.  

부가적인 기능과 OSD, MSV Manager, Android APK, User Console 을 통한 제어 방법 및  

사용법에 대해서는 각 해당 장에서 자세히 에서 설명 하도록 한다.  

 MSV Manager, Android APK 연결 시 OSD 및 전면부 버튼을 이용한 제어는 제한 된다. 

 

5.1 MSV 전면부 버튼 구성 

 

 

< 그림 3 > MSV 전면부  

 

 Power: 전원 On/Off 버튼 

 Menu: OSD 활성화 버튼, Screen 에 OSD MENU 화면이 나타남 

 Move: Window 이동 활성화 버튼 

 Re-Size: Window 크기 변경 활성화 버튼 

 Resolution: output resolution 변경 버튼 

 방향키 버튼(상/하/좌/우): OSD menu, move, resize 시 사용 

 Enter: 설정 선택 버튼  

 화면의 Layout 설정, 현재 Layout 의 상태는 LED 표현된다. 1, 2, 3, 4 번 버튼은 move, resize 

설정과 채널 선택에도 사용됨. 

 

 위 menu, move, resize 의 활성화 시 버튼에 있는 LED 가 켜진다.  

 비활성화 명령은 해당 버튼을 다시 누르거나 다른 3 개의 버튼 중 하나를 누르면 기존의 

기능은 종료되고 새로 누른 버튼의 기능이 바로 실행된다. 

 

5.2 MSV 기본 기능 (본체만으로 구동 가능한 최소 기능) 
 

5.2.1 Power On/Off 

1. MSV 후면의 Power Switch 가 On 되면 MSV 는 동작 대기 상태가 된다. 

2. 동작 대기 상태에서는 붉은색 LED 가 켜지며 Power Button 을 누를 경우 LED 가 파란색으로 

깜빡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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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팅이 완료되고 MSV 가 Operation 상태로 진입하면 Power Button 에 파란색 LED ON. 

4. Power Button 을 3 초 이상 누르면 MSV 가 종료되며 Power Button LED 가 꺼진다. 

 

5.2.2 Menu - OSD 

 

 버튼을 누르면 화면에 OSD 메뉴 화면이 화면 중간에 출력되고 버튼의 LED 가 켜지며 다시 

한번 누르면 OSD 메뉴 화면은 사라지고 LED 도 꺼진다. 

 OSD 는 MSV 의 설정 및 정보 확인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OSD 기능 관련 Chapter 에서 

자세히 설명 한다.  

 

5.2.3 Move 

 

 Window 이동에 사용한다. 운용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Move Button 을 누른다. LED 가 켜지면서 활성화 상태가 된다. 

2. 원하는 window 번호를 1, 2, 3, 4 버튼을 눌러 선택한다. 선택된 window 는 LED 가 켜져서 표

시된다. 만약 선택이 안되어 있으면 화면은 움직이지 않는다. 

3. 상, 하, 좌, 우 방향키를 눌러 화면을 이동시킨다. 

4. Window 이동 중 다른 window 를 이동시키고 싶으면 바로 1, 2, 3, 4 번 키를 이용해 원하는 

window 를 선택하고 방향키로 이동시킨다. 

5. 화면 구성이 끝나면 Move Button 을 눌러 비활성화 상태로 되돌린다. 활성 표시 LED 도 이때 

꺼진다. 

 

 Window 이동시 label 정보는 선택된 window 에만 표현되고 이동이 멈추면 3 초 후에 전체 

라벨 정보가 나타난다. (label 설정이 Always On 일시) 

 

5.2.4 Re-size 

 

 각 채널 별로 화면에 표시 되는 Window 의 크기 변경에 사용한다. 운용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Re-Size Button 을 누른다. LED 가 켜지면서 활성화 상태가 된다. 

2. 원하는 window 번호를 1, 2, 3, 4 버튼을 눌러 선택한다. 만약 선택이 안되어 있으면 window

는 변경되지 않는다. 

3. 상, 하, 좌, 우 방향키를 눌러 화면 크기를 변경한다. 

4. Window 크기 변경 중 다른 window 의 화면 크기를 변경하고 싶으면 바로 1, 2, 3, 4 번 키를 

이용해 원하는 window 를 선택하고 방향키로 크기를 변경한다. 

5. 화면 구성이 끝나면 Re-Size 을 눌러 비활성화 상태로 되돌린다. 활성 표시 LED 도 이때 꺼진

다. 

 

 화면 크기 변경시 Label 정보는 선택된 window 에만 표현되고 크기 변경이 멈추면 3 초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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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라벨 정보가 나타난다. (Label 설정이 Always On 일시) 

 

5.2.5 Resolution Button 

 

 출력 해상도를 설정하고 초기값은 1080P 이다. 지원해상도는 1080P, 720P, 480P, 

WUXGA(1920x1200), UXGA(1600x1200), SXGA(1280x1024), XGA(1024x768) 총 7 가지 이다. 

버튼을 누를 때마다 출력 해상도는 1080P 부터 XGA 까지 순차적으로 변경되고 XGA 에서는 

다시 1080P 로 변경된다. 

 

5.2.6 Layout 변경 

 

 화면에 표시 되는 각 채널 별 정렬 구조를 전면부 버튼을 이용해서 설정하는 기능이다. 

전면부 버튼으로 설정 가능한 Layout 은 Quad, 3 side, 3 bottom, 채널 1, 2, 3, 4 only, user 

mode1 이다. 설정 된 Layout 의 해당 버튼 LED 점등 상태로 현재 Layout 의 모드를 표현 

한다. 

 

5.2.6 Factory Set 

 

 Factory Set 기능은 MSV 를 초기 설정 상태로 되돌리는 명령이다. Factory Set 기능의 경우 

사용자가 실수로 적용 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기능이 숨겨져 있다. 동작 방식은 전면부 버튼 

중 ‘USER Button’을 누른 상태에서 동시에 ‘Power Button’을 5 초간 누르면 MSV 가 

종료되면서 초기 설정 상태로 돌아간다. 

 

 MSV 의 모든 설정값은 초기 상태로 돌아가지만 Network 설정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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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MSV 세부 기능  

 

 기본적으로 MSV 는 4 개의 각 채널 별 입력 영상을 하나의 출력 화면에 디스플레이 하는 

장비이다. 따라서 4 개의 입력 채널 별 윈도우의 이동 및 크기 조절이 가능하여야 하며, 이 

때문에 각 윈도우가 위/아래 부분적으로 겹칠 경우가 발생한다. 윈도우가 겹칠 경우, 사용자가 

미리 지정한 각 채널 별 윈도우의 우선순위에 따라 우선순위가 높은 순으로 출력 화면에 

순차적으로 위치한다. 따라서 윈도우의 투명도를 조절하여 겹쳐진 영역의 상호 투과 정도를 조절 

할 수 있으며 윈도우의 경계를 구분 하기 위한 보더(테두리)와 입력 채널별로 라벨(채널 이름)을 

정의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본 장에서는 5 장에서 설명 된 기본적인 최소 기능과 더불어 MSV 의 모든 기능에 대해 자세히 

기술한다. MSV 의 세부 기능을 사용하기 위한 OSD, MSV Manager, Android APK, User Console 의 

사용 방법에 대해서는 각 해당 장에서 자세히 설명 한다.   

 

 

< 그림 4 > MSV 출력 화면 (Quad) 

 

6.1 윈도우 이동 

 

각 채널 별 윈도우 이동 기능은 출력되고 있는 디스플레이 장치의 화면 상에서 입력 채널 별로 

사용자가 원하는 위치로 윈도우를 이동 시키는 기능이다.  

한번에 하나씩의 윈도우를 이동 시킬 수 있으며, 위치가 정해진 각 채널 별 윈도우가 위 아래로 

겹칠 경우 사용자가 설정한 입력 채널 별 우선 순위에 따라 화면 상에 디스플레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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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투명도가 모든 채널이 ‘0’인 경우 가장 우선 순위가 높은 채널의 원도우는 전체 디스플레이 

되나, 최상위 채널에 가려진 다른 채널의 윈도우는 가려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만 

디스플레이 된다.  

 제어 방식  OSD & Front Buttons, MSV Manager, Android APK, User Console 공통 

 

 

< 그림 5 > 윈도우 이동 전과 후 

 

6.2 윈도우 크기 조절 

 

윈도우 크기 조절 기능은 출력 화면에 디스플레이 될 각 입력 채널 별 윈도우의 크기를 

조절하는 기능이다. 한번에 한 채널 윈도우씩 크기를 조절 할 수 있으며, 윈도우가 겹칠 경우 

6.1 절에서 언급 했듯이 사용자가 정의한 채널 별 우선 순위를 기준으로 화면상에 디스플레이 

된다.  

 제어 방식  OSD & Front Buttons, MSV Manager, Android APK, User Console 공통 

 

 

< 그림 6 > 윈도우 크기 조절 전과 후 

 

6.3 스크린 레이아웃 설정 및 User 모드 정의 

 

스크린 레이아웃 설정 및 User 모드 정의 기능은 이미 정해진 특정 레이아웃 모양으로 각 입력 



  

 

2013. 10. 10                           OPHIT CO., LTD. 

 

사용자 매뉴얼 V1.2 

MSV ( Multi Scaler Viewer ) 

 

20 

채널 윈도우를 화면상에 디스플레이 하거나, 사용자가 각 윈도우를 위치 및 크기 조정 한 

상태에서 추후 동일한 레이아웃으로 불러올 수 있도록 User 모드로 등록하는 기능이다. 

제공 되는 MSV 의 스크린 레이아웃 형태는 < 표 9 >와 같다.   

 제어 방식  OSD & Front Buttons, MSV Manager, Android APK, User Console 공통 

 

지원 모드 스크린 레이아웃 형태 

Quad Mode 

 

3Side Mode 

 

3Bottom Mode 

 

SideBySide Mode 

 

TopAndBottom Mode 

 

Ch[1~4]Only Mode 

 

User[1~4] Mode 

 

< 표 8 > 스크린 레이아웃 모드 

 

6.4 출력 해상도 변경 

 

출력 해상도 선택 기능으로 고정 된 7 개의 출력 해상도 중 하나도 영상 출력을 할 수 있다. 

MSV 에서 지원하는 출력 해상도는 아래 < 표 10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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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 방식  OSD & Front Buttons, MSV Manager, Android APK, User Console 

 

지원 해상도 픽셀 정보 

1080P 1920 x 1080, 60Hz 

720P 1280 x 720, 60Hz 

480P 720 x 480, 60Hz 

WUXGA 1920 x 1200, 60Hz 

UXGA 1600 x 1200, 60Hz 

SXGA 1280 x 1024, 60Hz 

XGA 1024 x 768, 60Hz 

< 표 9 > MSV 출력 지원 해상도 

 

6.5 음성 출력 설정 

 

음성 출력 설정 기능은 장착 된 각 입력 채널별 도터 카드에 외부 입력으로 제공 되는 4 개의 

스테레오 오디오 입력 중 사용자가 지정한 채널의 오디오 입력을 선택하여 출력 카드의 외부 

스테레오 오디오 출력잭으로 송출 할 수 있는 기능이다. 사용자는 출력 오디오의 On/Off 제어 및 

출력할 오디오의 입력 채널을 선택 할 수 있다. 

 

 제어 방식  MSV Manager, Android APK, User Console, OSD 공통 

 

6.6 시스템 및 입출력 정보 표시 

 

시스템 및 입출력 정보 표시 기능은 MSV 에서 제공하는 각 4 채널 입력 카드와 1 개의 출력 

카드 및 시스템 상태 정보를 사용자에게 표시하여 현재 각 입력 채널의 영상 신호 형식과 카드의 

종류 및 입출력 상태에 대해 사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한다.  

표시되는 각 정보는 아래 <표 11 >과 같다. 

  

 제어 방식  OSD & Front Buttons , MSV Manager, Android APK, User Console 공통 

 

종  류 표시 정보 설  명 

System 

Window Borders On Window 의 Border Display 여부 

Labels On Window 의 Label Display 여부 

Audio 출력 음성 정보 

User Priority On Window 유저 우선순위 적용 여부 

Preset Mode Screen Layout Mode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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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put Module 

Transparency 겹쳐진 window 부분의 Transparency 정보 

Resolution 출력 해상도 정보 

Module Type 입력 모듈 Type 

Background Color 출력 Back Ground Color 설정. 

Input Module 

Resolution 모듈에 입력된 영상의 해상도 

Label Name 각 Window Label Name  

Priority Window 우선순위 

Copy From Window 복사  

Pan & Zoom Window 의 Pan & Zoom 

Contrast & Brightness Window 의 Contrast, Brightness 

Border Color Window Border RGB Table 

Position Window 출력 위치 및 크기 

< 표 10 > MSV 시스템 정보 표시 종류 

 

6.7 윈도우 우선순위 설정 기능 

 

 윈도우 우선순위 설정 기능은 각 입력 별 4 채널 윈도우의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기능이다. 이 

기능은 채널 별 윈도우가 화면상에서 겹칠 경우 설정 된 우선 순위대로 상층부터 위치하여 우선 

순위가 높은 윈도우 순으로 화면을 디스플레이 하기 위함 이다. 1~4 까지의 우선순위를 사용자가 

입력 채널 별로 지정할 수 있고, 1 이 가장 높은 우선 순위를 가진다. 단 현재 사용자에 의해 선택 

된 해당 윈도우의 윈도우 크기 조절, 이동이 이루어질 경우 잠시 동안 선택 된 윈도우가 최상위 

우선 순위를 갖는다. 지금까지 설명 된 상황은 ‘User Priority On’이 On 되어져 있는 상태일 경우에 

해당하며 Off 일 경우는 맨 마지막에 제어 되는 윈도우가 항상 최상위에 디스플레이 된다. 

 

 제어 방식  OSD & Front Buttons, MSV Manager, Android APK, User Console 공통 

  

6.8 윈도우 라벨 이름 설정 기능 

 

윈도우 라벨 이름 설정 기능은 각 입력 채널 별 윈도우에 라벨 이름을 부여해서 윈도우 좌측 

상단에 부여 된 이름이 텍스트로 표시 되도록 설정하는 기능이다.  

각 윈도우의 우측 상단에는 입력 영상의 존재 여부를 표시할 수 있는데, 만일 해당 채널의 

입력 없으면 ‘No Signal’ 표시 되게 된다. 또한 해당 윈도우가 지정 된 다른 입력 채널의 영상 

신호를 복사해서 동일하게 출력 하도록 이미 설정 되어 있다면 어떤 입력 채널로부터 복사 

되었는지 표시한다 

<그림 7>는 각 입력 채널 별 라벨 이름과 영상 입력 상태가 표시 된 디스플레이 상태 이다. 

 

 제어 방식  MSV Manager, Android APK, User Console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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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7 > 윈도우 라벨 이름과 입력 영상 상태 표시 

 

6.9 윈도우 복사 기능 

 

윈도우 복사 기능은 선택 된 입력 채널로부터 표시할 채널의 해당 윈도우로 영상을 복사해서 

출력 하는 기능 이다. <그림 8>에서 입력 채널 3 번 영상이 채널 2 번으로 복사 되어서 윈도우에 

출력되고 있는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제어 방식  MSV Manager, Android APK, User Console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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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8 > 윈도우 복사 전과 후 화면  

6.10 Contrast, Brightness, Border RGB 설정 기능 

 

각 입력 채널별 윈도우의 대비비, 화면 밝기, 테두리 색상 설정 기능 

.  

 제어 방식  OSD & Front Buttons, MSV Manager, Android APK, User Console 공통 

 

6.11 Pan & Zoom 설정 기능 

 

Pan & Zoom 기능은 4 개의 입력 채널 중 선택 된 입력 채널의 특정 영역을 확대하고 Scan 할 

수 있는 기능이며 선택된 영역을 기준으로 0~100 Step 으로 확대가 가능하다. 

 

 제어 방식  OSD & Front Buttons, MSV Manager, Android APK, User Console 공통 

 

 

< 그림 9 > 선택 된 윈도우의 선택 영역 부분 확대 화면 

 

6.12 Labels, Window Borders, User Priority On/Off 설정 기능 

 

사용자는 ‘Border’ ‘On/Off’ 선택을 통해 채널 별로 각 윈도우의 테두리를 표현할 것인지 말 

것인지 설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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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6.8 절에서 설명 된 라벨 및 영상 정보 기능을 ‘Labels’ ‘On/Off’ 선택을 통해서 각 

윈도우마다 표시할 것인지 여부를 설정할 수 있다.. 

 

 User Priority On/Off : MSV 는 ‘System Priority Mode’ 와 ‘User Priority Mode’ 두 개의 

우선순위 모드를 지원한다. ‘System Priority Mode’의 경우 선택 된 특정 윈도우의 

선택/이동/크기 조절 등의 제어가 일어날 경우 맨 마지막에 활성화 된 윈도우가 항상 맨 

위에 디스플레이 된다. ‘User Priority Mode’의 경우 사용자가 ‘Screen Information’에서 설정한 

채널 별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동작하며 특정 윈도우 선택/이동/크기 조절 시에 3 초간 맨 

위에 디스플레이 되다가 3 초 후 다시 사용자가 이미 설정한 우선 순위대로 디스플레이 된다. 

 

 원격지에서 ‘MSV Manager’나 ‘안드로이드 APK’를 통해 MSV 를 제어할 경우 전면부 버튼 중 

‘Power’를 제외한 나머지 버튼은 눌러도 동작 하지 않는다. 

 

 제어 방식  OSD & Front Buttons , MSV Manager, Android APK, User Console 공통 

 

 

6.13 Background Color 설정 기능 
 

 

 사용자는 Background Color 선택을 통해 출력화면의 배경색을 지정 할 수 있다. 기본으로 

Black 을 제공하며 사용자에따라 총 6 가지의 색을 선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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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MSV OSD 사용 가이드  

7.1 MSV OSD 개요 

 

MSV 는 On Screen Display (OSD)를 지원한다. OSD 는 전면부 버튼 중 ‘Menu’버튼을 사용해서 

활성화 시킬 수 있다. 활성화 된 OSD 를 통해 MSV 의 현재 설정 상태 확인 및 재설정, 각 

기능들과 관련 된 제어를 할 수 있다. 

<표 12>에서 활성화 된 OSD 를 이용해 제어 가능한 MSV 의 기능을 나열 하였다.  

 

기  능 설  명 

Out Resolution 변경 1080P, 720P, 480P, 1920x1200, 1600x1200, 1280x1024, 1024x768 중 

선택 

Layout 변경 Quad, 3-Side, 3-Bottom, 채널 1,2,3,4 Only, Side-By-Side, Top & 

Bottom, User 모드 선택 

Priority Window 우선순위 설정 

Signal Format 변경 input 채널의 영상 Format 을 RGB, YUV422, YUV444 중 선택 

Brightness 조정 0~100 사이의 범위로 조정 

Contrast 조정 0~100 사이의 범위로 조정 

H Start 조정 화면 좌우 시작 위치 미세 조정 

V Start 조정 화면 상하 시작 위치 미세 조정 

Copy from 입력 영상의 복사 설정 

Border On, Off Window 의 영역을 나타내는 border 를 on, off 

Label On, Off 라벨과 window 정보를 on, off 

Network 설정 MSV 네트워크 설정 적용 

User Priority On, Off Window 우선순위 설정 (사용자 or 시스템) 

Zoom 입력 영상의 확대 및 축소 

Background Color 출력 배경색 설정 

User Layout Save 유저 Layout 모드 설정 및 저장 

< 표 11 > OSD 제공 기능 

 

7.2 MSV OSD 구성 

 

MSV 의 OSD 는 최대 4 개의 Layer 로 이루어져 있으며 Front 의 Menu, 방향, Enter 버튼으로 

제어된다. 일반적으로 Menu 버튼을 누름으로써 시작되며 활성화 된 OSD 의 화면 출력 형태는  

<그림 10>과 같다. 

OSD Layer Table 은 <표 >과 같으며 Front 의 방향, Enter, Menu 버튼에 따라 선택된 Layer 의 

하부 Layer 가 표시되고 highlight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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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nu 버튼: OSD 및 OSD Display 시작. 

 오른쪽 버튼: 하위 layer 로 이동과 최하위 layer 일시 설정 적용으로 동작. 

 왼쪽 버튼: 상위 layer 로 이동. 

 위, 아래 버튼: 같은 layer 에서 위 아래 방향으로 움직임. 숫자 입력시 플러스 마이너스로 

동작. 

 Enter 버튼: OSD menu 설정 적용 

 

 

< 그림 10 > 활성화 된 MSV O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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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Layer 2 Layer 3 Layer 4 Layer 

Screen Layout 

Quad   

3-Side   

3-Bottom   

CH1 Only   

CH2 Only   

CH3 Only   

CH4 Only   

Side-By-Side   

Top&Bottom   

User   

Window Setup 

CH1 

Layer 

1 

2 

3 

4 

Copy from 
On 

Off 

Zoom The value of number 

CH2 Ch1 과 동일  

CH3 Ch1 과 동일  

CH4 Ch1 과 동일  

Image Setup 

CH1 

Signal Format 

RGB 

YPbPr422 

YPbPr444 

Brightness The value of number 

Contrast The value of number 

H Start Adjust The value of number 

V Start Adjust The value of number 

CH2 CH1 과 동일  

CH3 CH1 과 동일  

CH4 CH1 과 동일  

Output Setup 

1080P   

720P   

480P   

1920x1200   

1600x1200   

1280x1024   



  

 

2013. 10. 10                           OPHIT CO., LTD. 

 

사용자 매뉴얼 V1.2 

MSV ( Multi Scaler Viewer ) 

 

29 

1024x768   

Other Setup 

Border  
On  

Off  

Network   

Input Info 
Always On  

Off  

Transparency  The value of number 

Priority 
Auto  

Off  

Save 

User1  

User2  

User3  

User4  

Background Color 

Black  

Blue  

Purple  

Gray  

Light Blue  

White  

Audio Setup 

Win1   

Win2   

Win3   

Win4   

Off   

< 표 12 > OSD Layer 테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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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MSV OSD 운용 
 

7.3.1 Screen Layout 설정 

 MSV 에서 제공하는 Layout Mode 정보 및 설정. 

 

 Case 1) 3-Side Layout Mode 선택시 

    Menu Button -> Screen Layout Select-> 3-Side Select -> Enter Button 

 

 

<그림 11> 3-Side Layout Mode 선택시 

Case 2) CH4 Only Mode 선택시 

    Menu Button -> Screen Layout Select -> CH4 Only Select -> Enter But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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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2 Window Setup 

 Window 우선순위 정보 및 Copy from 을 설정.  

 Zoom 기능은 특정 영역을 0~100 단위로 확대 할 수 있는 기능이다. 이 기능은 기본적으로 

전체 화면을 기준으로 동작하며 MSV Manager 로 접속하여 기준 화면을 변경 할 경우 해당 

화면을 기준으로 동작한다.  

 

 우선순위 설정 

Case 1) CH1 최상위 우선순위 설정시 

Menu Button -> Window Setup Select-> CH1 Select -> Layer Select  

-> Top Select ->Enter Button 

 

< 그림 11 > CH1 최상위 우선순위 설정시 

Case 2) CH2 최하위 우선순위 설정시 

Menu Button -> Window Setup Select -> CH2 Select -> Layer Select 

                                                      -> Bottom Select -> Enter Button 

 

 Copy from 설정 

Case 1) CH1 에 CH2 의 영상을 복사 할 경우 

Menu Button -> Window Setup Select -> CH1 Selct -> Copy from Select 

                                                     -> Win 2 Select -> Enter Button 

 

Case 2) CH1 의 복사를 해제 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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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3 > CH1 에 CH2의 영상을 복사 할 경우 

 

 

< 그림 14 > CH1의 영상 복사를 해제 할 경우 

 

 

 Zoom 설정 

Case 1) CH1 의 화면을 Zoom Level 10 으로 설정. 

   Menu Button -> Window Setup Select -> CH1 Select -> Zoom Select -> Change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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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5  > CH1 화면의 Zoom Level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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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6  > CH1 화면의 Zoom Level 0  10 

 
 

 

 

7.3.3 Image Setup 

 

Image Setup 은 MSV 각 window 의 Signal Format, Brightness, Contrast, H Start, V Start 를 

설정할 수 있다. 아래의 <Step> 은 Contrast 설정에 관한 Step 이다. Signal Format, Brightness, H 

Start, V Start 는 Contrast 설정 Step 과 동일하다. 단, H Start, V Start 는 Dsub input card 일때만 

컨트롤이 가능하다. 

 

Case 1) Contrast 조정 할 경우 

   Menu Button -> Image Setup Select -> CH1 Select -> Contrast Select  

-> Value Change -> Enter But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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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7 > Contrast 조정 할 경우 

 

Case 2) Brightness 조정 할 경우 

Menu Button -> Image Setup Select -> CH1 Select -> Brightness Select  

-> Value Change -> Enter Button 

 

 

 

 

 

 

 

 

7.3.4 Output Setup 

 

Output Setup 은 출력 해상도를 설정 할 수 있다. Front Panel 의 Resolution 버튼과 다르게 

원하는 해상도를 한번에 설정 할 수 있다. 

 

Case 1) 출력을 1080p 로 설정 할 경우 

   Menu Button -> Output Setup Select -> 1080p Select -> Enter But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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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8 > 출력 해상도 1080p 설정 

 

Case 2) 출력을 480p 로 설정 할 경우 

   Menu Button -> Output Setup Select -> 480p Select -> Enter Button 

 

7.3.5 Other Setup 

 

Other Setup 은 Border On/Off, Input Info(Label) Always On/Off, Network setup, Transparency, 

Priority Mode 등을 설정 할 수 있다. 

● Border On/Off - 채널에 영상이 있을 경우에만 On/Off 컨트롤이 가능. 

- 채널에 영상이 없을 시에는 항상 On. (채널의 영역을 나타내기 위해) 

● Input Info - Label 의 display 여부 설정. 

- Always On: 항상 display. 

- Off: move, resize, signal detect 등의 설정시 3 초간 display. 

● Network – MSV Network 정보 설정. (설정 후 반드시 재부팅 필요) 

● Transparency – 입력 영상의 출력 영역이 겹칠 경우 투명도 설정. 

● Priority – User Priority Mode, System Priority Mode 설정. 

● Save – User Layout 설정. 

 

 

 

< Input Info 설정 > 

Step1) Menu Button Push 

 Step2) OSD Menu Display: Layer1 – Screen Layout 선택됨. 

 Step3) Other Setup 선택: Layer1 – Other Setup 선택됨. 

Layer2 – Other Setup List Display 됨. 

Step4) Input Info 선택: Up/Down 방향키 사용. 

Step5) Right Button Push: Layer1 – Other Setup 선택됨. 

Layer2 – Input Info 선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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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yer3 – Input Info 설정 Table Display 됨. 

Step6) 원하는 설정값으로 이동: Up/Down 방향키 사용. 

Step7) Enter Button Push: 설정 적용. 

Step8) Menu Button Push: Other Setup 종료. 

 

 

< 그림 19 > Other Setup – Input Info Step 6, 7, 8 

 

 < Network 설정 - static > 

 

 Step1) Menu button Push 

 Step2) OSD Menu Display: Layer1 – Screen Layout 선택됨. 

Step3) Other Setup 선택: Layer1 – Other Setup 선택됨. 

Layer2 – Other Setup List Display 됨. 

Step4) Network 선택: Up/Down 방향키 사용. 

Step5) Right Button Push: Layer1 – Other Setup 선택됨. 

Layer2 – Network 선택됨. 

 Step6) Right Button Push: Network Pop-Up Window Display 됨. 

 

< 그림 20 > Other Setup – Network Step 6 

 

Step7) Manual Check: Right/Left 버튼으로 Manual 로 이동. (Manual highlighted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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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er Button Push – Manual Check 됨. 

Step8) IP Address Set: Right/Left 버튼으로 IP Box 로 이동 

Up/Down 버튼으로 IP 값 변경. 

 

 

< 그림 21 > Other Setup – Network Step 8 

 

 Step9) Subnet Set: Right/Left 버튼으로 Subnet Box 으로 이동 

                     Up/Down 버튼으로 Subnet 값 변경. 

 Step10) Gateway Set: Right/Left 버튼으로 Gateway Box 으로 이동 

                       Up/Down 버튼으로 Gateway 값 변경. 

 Step11) DNS Set: Right/Left 버튼으로 DNS Box 으로 이동 

                  Up/Down 버튼으로 DNS 값 변경. 

 Step 12) Network 설정 적용: Right/Left 버튼으로 OK Box 로 이동. 

                            Enter Button Push – Network Pop-Up Window 닫힘. 

 

< 그림 22 > Other Setup – Network Step 12 

 Step 13) System Reboot: Front Panel 의 Power Button 5 초간 누름. (종료) 

                        Front Panel 의 Power Button Push. (시작) 

 

< Network 설정 - Aut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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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work Auto 설정은 Router 나 Switcher 로 구성된 네트워크 환경, 즉 DHCP Server 가 존재하는 

환경에서만 사용 가능 하다. 

 

Step1~6) <Network 설정 – static> 과 동일. 

Step7) Auto Check: Right/Left 버튼으로 Auto 로 이동. 

                      Enter Button Push – Auto Check 됨. 

 

< 그림 23 > Other Setup – Network Step 7 

 

Step8) Network 설정 적용: Right/Left 버튼으로 OK Box 로 이동. 

Enter Button Push – Network Pop-Up Window 닫힘. 

(그림 20. Other Setup – Network Step 12 참조) 

Step 9) System Reboot: Front Panel 의 Power Button 5 초간 누름. (종료) 

Front Panel 의 Power Button Push. (시작) 

 

 

< Priority Mode 설정 > 

 

Priority Mode 설정은 Auto 일 경우 User Priority Mode 로 동작하며, Off 일 경우 System Priority 

Mode 로 동작한다 (Chapter 5.12 참조) 

 

Step1) Menu Button Push 

 Step2) OSD Menu Display: Layer1 – Screen Layout 선택됨. 

 Step3) Other Setup 선택: Layer1 – Other Setup 선택됨. 

Layer2 – Other Setup List Display 됨. 

Step4) Priority 선택: Up/Down 방향키 사용. 

Step5) Right Button Push: Layer1 – Other Setup 선택됨. 

Layer2 – Priority 선택됨. 

Layer3 – Priority 설정 Table Display 됨. 

Step6) 원하는 설정값으로 이동: Up/Down 방향키 사용. 

Step7) Enter Button Push: 설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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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8) Menu Button Push: Other Setup 종료. 

 

< 그림 24 > Other Setup Priority 설정 Step8 

 

 

 

 

< Save 설정 – User Layout Save 기능 > 

MSV 에서 기존으로 제공하는 Layout Mode 중 User1~4 에 사용자가 원하는 Layout 을 저장 할 

수 있다. 

 Case1) User4 에 Layout 을 저장할 경우. 

   Windows Move & Resize -> Menu Button -> Other Setup Select  

-> Save Select -> User 4 Select -> Enter Button 

 

 
< 그림 25 > User4에 Layout 저장 할 경우 

 

Case1) User1 에 Layout 을 저장할 경우. 

   Windows Move & Resize -> Menu Button -> Other Setup Sel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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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ve Select -> User 1 Select -> Enter Button 

 

 
< 그림 26 > User1에 Layout 저장 할 경우 

 

 

< Background Color 설정 > 

출력 배경의 색을 사용자가 원하는 형태로 변경 할 수 있다. 

 

Case1) Background Color 을 Blue 로 설정 할 경우 

   Menu Button -> Other Setup -> Background Color Select -> Blue Select -> Enter Button 

 

 
< 그림 27 > Background Color를 Blue로 설정 할 경우 

 

7.3.6 Audio Setup 

 

Audio Setup 은 Win1, Win2, Win3, Win4, Off 메뉴가 있고 Window 를 선택하면 해당 window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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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dio 가 출력되고 off 를 누르면 audio 출력은 멈춘다. 

 

Case 1) Audio 출력 1 번 설정 

   Menu Button -> Audio Setup Select -> Win 1 Select -> Enter Button 

 

 

< 그림 28 > Audio 출력 1번 설정 

 

Case 2) Audio 출력 Off 

Menu Button -> Audio Setup Select -> Win 1 Select -> Enter Button 

 

 

 

 

8. MSV Manager 

 

MSV 는 Front Panel, OSD, MSV Manager, Android APK, User Console 를 통해 제어 할 수 있다. 

Front Panel, OSD, User Console 의 경우 MSV 의 모든 기능을 제공하지 않는다. 하지만 MSV 

Manager 와 Android APK 는 MSV 의 모든 기능 [표 14. Manager 제공 기능 ]을 지원한다. Front 

Panel, OSD 를 통한 제어는 Chapter4,6,8,9 을 참조하라. 

 

☞ MSV Manager 는 TCP/IP 를 통해 MSV 와 연결되며 반드시 MSV 의 IP 설정 후 사용해야 한다. 

 

기능 설명 

Window Borders On/Off Window Border On/Off 설정. 

Labels On/Off Window Label Name 및 window 정보 Display On/Off 설정 

User Priority On/Off Window 우선순위 설정 

Move Window 위치 이동 

Resize Window 크기 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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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 Resolution 1080P, 720P, 480P, 1920x1200, 1600x1200, 1280x1024, 1024x768  

Audio 입력된 Audio 의 출력 설정. 

Transparency Window 투명도 조절 

Priority Window 우선순위 설정 

Label Window Label Name 설정 

Copy From Window 복사 설정 

Pan & Zoom Window Zoom in 및 Scan 

Brightness 0~100 사이의 범위로 조정 

Contrast 0~100 사이의 범위로 조정 

Layout 
Quad, 3-Side, 3-Bottom, 채널 1,2,3,4 Only, Side-By-Side, 

Top&Bottom, User 모드 변경  

Signal Format input 채널의 영상 Format 을 RGB, YUV422, YUV444 로 변경 

H Start 화면 좌우 시작 위치 미세 조정 

V Start 화면 상하 시작 위치 미세 조정 

BackGround Color 출력 화면의 배경색 설정 

< 표 14 > Manager 제공 기능 

 

8.1 MSV Manager 설치 

 

 MSV Manager 는 Install 이 필요 없이 바로 실행 가능하다. 제공된 프로그램 압축 파일을 푼 후 

MSVManager.exe 파일을 실행하면 MSV Manager 가 구동된다.  

압축 해지된 폴더의 다른 파일들은 실행 파일과 같은 폴더 안에 존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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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9 > MSV Manager 설치 

 

8.2 MSV Manager 설정 

 

MSV Manager 는 설치된 윈도우 PC 와 MSV 가 통신 가능한 네트워크 상에 위치해야 한다. 

따라서 사용자는 MSV Manager 의 실행 전에 PC 와 MSV 의 IP 를 통신 가능하도록 설정해야 한다.  

MSV 의 IP 저장 후 사용을 위해서는 MSV 의 전원을 껐다 다시 시작을 해야 한다.  

 

8.3 MSV Manager 구성 

 

 MSV Manager 의 기본 구성은 아래 [그림 30. MSV Manager]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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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0 > MSV Manager 

 

① System Control – Ethernet Connection, select Screen/Channel, Version Information 

 Window Borders On/Off, Labels On/Off 

② Screen Layout – Window reposition, resize, Swap, Pan&Zoom 

                Screen label, X, Y, Width, and Height information  

③ Preset Mode Control – Select preset screen mode or save/select user screen mode 

④ Screen Information – Check and set output screen details 

⑤ Current Window Information - Check and set input details  

 

8.4 System Control[①] 

 

System Control 은 Connection, Screen, Channel, Version Info 버튼과 Window Borders On/Off, 

User Priority On/Off, Labels On/Off 체크박스로 이루어 지며, Screen 의 선택, 입력 Channel 의 

선택, MSV 와의 Network 연결 등을 설정 할 수 있다. 

 

 

< 그림 31 > System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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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1 Network  

  

Connection 버튼은 MSV 와 MSV Manager 의 연결 수행하며, 버튼을 누를 경우 Connection 

Dialog 가 나타난다. Connection Dialog 에서 MSV 와의 연결 방식을 선택하고 해당 연결의 IP 

입력 후 Connect 버튼을 누르면 MSV 와의 연결이 이루어진다. 

 

 

< 그림 32 > Connection Dialog 

 

 MSV 와의 연결이 성립되지 않으면 [그림 31. 연결 실패]와 같은 PopUp Window 가 나타나며 

이는 MSV 와 Manager 가 동일 네트워크상에 있지 않거나 MSV 의 전원이 꺼져있는 경우이다.  

 

 

< 그림 33 > 연결 실패 

 MSV 와 Manager 의 연결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System Control 의 붉은색 LED 가 녹색 

LED 로 변경된다. 녹색 LED 로 변경된 후 각 Control 을 이용하여 MSV 의 제어가 가능하다.  

 

 

< 그림 34 > MSV와 MSV Manager의 연결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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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2 Screen, Channel 

  

 Channel 과 Screen 은 입력과 출력을 선택 할 수 있는 버튼이다. MSV Manager 는 4 개의 입력 

채널과 1 개의 출력 Screen 에 대한 설정과 정보를 표시하며 각 입력 채널의 우선순위에 따라 

영상의 출력 Screen 이 정해진다. 일반적으로 Screen Layout[②]에서 입력 채널과 출력 Screen 을 

선택 할 수 있지만 특별한 경우 특정 입력 채널 또는 출력 Screen 을 선택 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 사용하도록 Screen 과 Channel 버튼이 구성되어 있다. 

[그림 35]의 경우 입력 채널 1 번(녹색)과 입력 채널 2 번(파란색)이 겹칠 경우 입력 1 번(녹색)이 

우선순위가 높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입력 1 번(녹색)이 2 번(파란색)보다 우선순위가 

낮을 경우 입력 1 번(녹색)을 선택하려면 2 번(파란색)을 이동시킨 후 1 번(녹색)을 선택해야 한다. 

이때 Screen 과 Channel 버튼을 사용하면 손쉽게 원하는 입력 채널을 선택 할 수 있다. 

 

 

< 그림 35 > 입력 1번 Priority > 입력 2번 Priority    입력 1 번 Priority < 입력 2번 Priority 

 

 Screen 버튼은 모든 입력 채널의 선택을 하지 않은 상태로 Screen Layout 에 각 입력 채널의 

우선 순위 순서로 표시되며, Channel 버튼의 경우 입력 채널 1 번부터 4 번까지 순차적으로 

선택된다. 

Screen Layout 의 자세한 사항은 8.5 Screen Layout 을 참조하라. 

 

8.4.3 Version Info 

 

Version Info 버튼은 MSV 의 Version 과 manager 의 Version 을 확인 할 수 있다. 

 

8.4.4 Window borders On, Labels On, User Priority On 

 

MSV 는 Border Color 를 지정하여 입력 채널의 경계면을 나타낼 수 있다. 또한 입력 영상의 

유무, 입력 채널의 이름, “Copy from” 여부 등을 표시하는 Label 기능을 가지고 있다. Window 

Borders On, Labels On 을 Check 하여 기능의 사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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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설명 

Window Borders On 입력 채널의 경계선 사용 여부 설정. 

Labels On Label Name, 영상 유무, “Copy from” 정보 Label On/Off 

User Priority On 사용자 우선순위를 MSV 적용 여부 On/Off 

< 표 15 > Window Borders, Labels, User Priority On/Off 

 

8.5 Screen Layout[②] 

 

 Screen Layout 은 Screen 에 입력 4 개의 채널을 어떻게 배치하고 출력할지 제어 할 수 있다. 

아래의 녹색, 파란색, 주황색, 분홍색은 각각 채널 1, 채널 2, 채널 3, 채널 4 를 의미하며 전체 

영역은 출력 Screen 을 의미한다.  

 Screen Layout 은 입력 채널의 이동, 크기조절, Swap 등의 기능을 제공한다. 

 

 

< 그림 36 > Screen Layout 

 

8.5.1 입력 채널의 이동 

  

입력 채널의 이동은 각 채널의 중간영역을 마우스로 클릭하며 이루어진다. 원하는 입력 채널의 

중간 영역을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클릭한다. 입력 채널이 선택되면 입력 채널의 외곽에 검은색 

테두리가 생기며, 테두리는 해당 채널의 이동, 크기 조절 등의 기능을 제어 할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진다. 눌려진 상태에서 원하는 위치로 마우스를 움직인다. 원하는 위치에 이동시킨 후 마우스의 

왼쪽 버튼을 놓으면 MSV Manager 의 해당 채널이 이동되며 MSV 에서 출력하는 모니터의 출력 

영상에도 각 채널에 전송되는 입력 영상이 실시간으로 움직인다. [그림 37. 입력 채널의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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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7 > 입력 채널의 이동 

 

입력 채널이 이동할 때 해당 채널의 왼쪽 상단에 출력 해상도 기준 입력 채널의 위치가 표시된다. 

표시는 X, Y, Width, Height 의 순서로 표시되며 Pixel 단위이다. [그림 38. 입력 채널의 정보 표시] 

 

 

< 그림 38 >입력 채널의 정보 표시. 

 

8.5.2 입력 채널의 크기 조절 

 

 입력 채널의 크기 조절은 각 채널의 외곽영역을 마우스로 클릭하며 이루어진다. 원하는 입력 

채널의 외곽 영역을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클릭한다. 입력 채널이 선택되면 입력 채널의 외곽에 

검은색 테두리가 생기며, 마우스의 포인터가 크기조절 화살표로 변하며 이는 현재 선택된 입력 

채널의 크기 조절이 가능함을 의미한다. 눌려진 상태에서 원하는 크기로 마우스를 움직인다. 

원하는 크기로 변경시킨 후 마우스의 왼쪽 버튼을 놓으면 MSV Manager 의 해당 채널의 크기가 

변경되며 MSV 에서 출력하는 모니터의 영상에도 실시간으로 적용된다 [그림 39. 입력 채널의 

크기 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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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9 > 입력 채널의 크기 조절 

 

 입력 채널의 크기 조절은 특수한 기능을 하나 더 제공한다. 원하는 입력 채널의 영상을 최대화 

하고 이전의 크기로 복구 시키는 기능이다. 이 기능은 입력 채널의 외곽을 클릭할 필요 없이 

해당 입력 채널을 마우스 더블 클릭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그림 40. 최대화 및 복귀] 

 

 

< 그림 40 > 최대화 및 복귀 

 

8.5.3 Window Swap 

 

Window 의 Swap 은 각 입력 채널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누르면서 이루어진다. 원하는 

window 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누른 후 Swap 할 입력 window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놓으면 두 개의 window 가 Swap 된다. [그림 41 입력 채널의 Swap] 

 입력 채널의 Swap 은 해당 window 의 위치가 바뀌며 해당 채널의 번호를 변경 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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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1 > 입력 채널의 Swap 

 

8.6 Preset Mode Control[③] 

 

Preset Mode Control 은 Screen Layout[②]에서 각 입력 채널을 이동, 크기 조절, Swap 등과 

별도로 MSV 에 설정된 Preset Mode 로 입력 채널들을 배열하는데 사용된다.  

MSV 에서는 기본적으로 9 개의 Preset Mode 를 제공하며 사용자가 추가로 4 개의 Preset 을 설정 

할 수 있다. MSV Manager 는 MSV 와 연결이 되면 최종으로 설정했던 Preset Mode 로 설정된다.  

 

 

< 그림 42 > Preset Mode Control 

 

 

8.6.1 Preset Mode 적용 

 

MSV 에서 제공하는 Preset Mode 는 [표 16. Preset Mode]를 참조하라.  

Quad Mode 

 

3Side M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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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Bottom Mode 

 

SideBySide Mode 

 

TopAndBottom Mode 

 

Ch[1~4]Only Mode 

 

User[1~4] Mode 

 

< 표 16 > Preset Mode 

8.6.3 User Preset Mode 등록 

 

User Preset Mode 의 등록은 Preset Mode Control 의 Combo Box 와 Save 버튼으로 설정 할 수 

있다. User Preset Mode 등록은 아래의 Step 을 참고하라. 

 

<User Preset Mode 등록 순서> 

 

 

Step1) 입력 채널들을 원하는 위치로 이동 및 크기 조절. 

Step2) 원하는 User Preset Mode를 Combo Box에서 선택. 

Step3) Save 버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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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3 > User Preset Mode 등록 순서 

 

8.7 Screen Information[④] 

 

Screen Information 은 출력 Screen 의 정보를 표시해주며, 출력 Screen 해상도, Audio 출력, 

Transparency, 각 window 의 우선순위와 라벨을 설정 할 수 있다. 

 

 

< 그림 44 > Screen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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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1 Display Screen Information 

 

 Preset Mode: 마지막으로 적용되었던 Preset Mode 표시. 

 Out Resolution: 현재 Screen 출력 해상도.  

               (1080P, 720P, 480P, WUXGA, UXGA, SXGA, XGA ) 

 Audio: 현재 출력되는 Audio 의 채널과 On/Off 여부. 

 Transparency: Window 투명도 값. 

 Type: 각 입력 채널의 Hardware Type  

                 (DVI, DSUB, SDI, HDMI) 

 Resolution: 입력 채널의 영상 해상도 정보. 

 Priority: 입력 채널의 Display 우선 순위.  

        (작을수록 높은 우선순위를 가지며 1~4 사이에서 조절 가능하다. 

        단, 선택된 Window 는 잠시 최상위 우선순위를 가진다. ) 

 Label: 입력 채널의 이름. 

 

8.7.2 출력 해상도 변경 

 

 출력 해상도의 변경은 1080P, 720P, 480P, WUXGA, UXGA, SXGA, XGA 내에서 가능하다. 출력 

해상도는 MSV Manager 에서 각 window 의 좌표를 표시하는 기반이 된다. 사용자가 출력 

해상도를 변경 할 경우 기존 window 의 위치는 변경된 해상도를 기반으로 다시 설정된다. 

 

 

< 그림 45 >  1080P/480P 출력에서의 입력 채널 좌표 변환 

 

8.7.3 Audio 설정 

 

 Audio 설정은 원하는 입력 Audio 의 선택과 On/Off 로 진행된다. MSV 는 입력되는 4 개의 

Audio 신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출력 할 수 있다. Audio 신호의 선택은 Combo Box 의 CH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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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4 로 선택 가능하며 On/Off Check Box 로 출력 여부를 결정 할 수 있다. 

 

 

< 그림 46 > Audio Control 

8.7.4 Transparency 변경 

 

 Transparency 의 설정은 입력 채널들이 겹쳐서 출력될 경우 각 채널들간의 Display 투명도를 

설정 할 수 있다. Transparency 의 값은 0 일 경우 불투명 100 에 가까워 질수록 투명해진다. 

 

 

< 그림 47 > Transparency Control 

 

8.7.5 Window(입력 채널) 우선순위 변경 

 

 Window 의 우선순위는 출력 Screen 에 4 개의 window 를 표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Window 가 겹칠 경우 우선순위가 높은 window 를 우선적으로 보여주며 우선 순위가 낮을 경우 

뒤의 배경으로 깔리게 된다. 이것은 출력 Screen 뿐만 아니라 MSV Manager 의 Screen 

Layout 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입력 window 1 번의 우선순위가 가장 높고 크기가 

Screen 을 꽉 채우고 있을 경우 2 번, 3 번, 4 번 window 의 영상 정보는 Screen 및 Scr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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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yout 에 표시되지 않는다. 이에 사용자는 우선적으로 표시될 window 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Window 의 우선순위 설정은 Priority 에 원하는 우선 순위를 삽입하면 된다. 우선순위는 

1~4 의 범위이다. 두 개의 window 중 우선 순위가 높은 window 가 우선순위가 낮은 window 를 

전부 가리고 있을 경우 사용자는 System Control[①]의 Screen/Channel 을 이용하여 낮은 

window 의 선택이 가능하다. 아래의 예시를 참고하라. 

 

Case 1) 입력 채널의 우선순위가 CH1(1), CH2(2), CH3(3), CH4(4) 일 경우. 

 

 

< 그림 48 > Case 1 

 

Case 2) 입력 영상의 우선순위가 CH1(4), CH2(3), CH3(2), CH4(1) 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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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9 > Case 2 

8.7.6 Window Label 변경 

 

 Label 의 총 길이는 9 자이며 영문과 숫자만 입력이 가능하다. 

 

8.8 Current Window Information[⑤] 

 

 Current Window Information 은 window 의 정보를 표시해주며, Copy from, Border, 

Pan&Zoom 등의 window 에 대한 정보를 설정 할 수 있다. 

 

 

< 그림 50 > Current Window Information 

 



  

 

2013. 10. 10                           OPHIT CO., LTD. 

 

사용자 매뉴얼 V1.2 

MSV ( Multi Scaler Viewer ) 

 

58 

8.8.1 Display Information 

 

 Input Channel: 현재 선택된 입력 채널의 번호를 나타냄. 

 Copy from: 선택된 입력 채널에 복사 영상의 출력 여부를 설정함. 

 Pan&Zoom: Pan&Zoom 설정 정보 

 Contrast: 선택된 입력 채널의 Contrast 값 설정. 

 Brightness: 선택된 입력 채널의 Brightness 값 설정. 

 Input Channel Resolution: 선택된 입력 채널의 영상 정보. 

 X, Y, W, H: 선택된 입력 영상이 출력 Screen 에 표시되는 위치와 크기. 

 Customize Border Color: 선택된 입력 채널의 경계선 색. 

 Other Setup: 입력된 영상의 Signal Format 과 H/V Start 값 설정. 

 

8.8.2 Copy from 

 

 Copy from 은 다른 입력 채널의 영상을 원하는 screen 에 복사하는 것이다. Copy from 의 경우 

선택된 채널의 영상 유무와 관계없이 복사할 입력 채널의 영상의 유무에 따라 동작한다. 

복사할 입력 채널을 선택하고 On/Off 를 체크하면 특정 입력 채널의 영상이 현재 선택된 입력 

채널의 영상으로 복사된다. 

 

 

< 그림 51 > Copy from 설정 

 

 

입력 채널 3 번에 입력 채널 1 번의 영상을 Copy from 할 경우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진행된다. 

 

 

Step1) 입력 채널 3번 선택. 

Step2) Current Window Information에서 “Copy from” Combo Box CH1로 선택. 

Step3) On/Off 박스 체크. 

== > 입력 3번과 1번에 1번의 영상이 전송됨. 



  

 

2013. 10. 10                           OPHIT CO., LTD. 

 

사용자 매뉴얼 V1.2 

MSV ( Multi Scaler Viewer ) 

 

59 

 

8.8.3 Contrast / Brightness 

 

 Contrast / Brightness 는 선택된 입력 영상의 Contrast 와 Brightness 를 설정 할 수 있다. 

0 ~ 100 사이에서 설정 가능하다. 

 

8.8.4 Customize Border Color 

 

 Border Color 은 각 입력 채널의 경계선의 색을 설정 할 수 있다.  

 

8.8.5 Pan& Zoom 

 

 Pan&Zoom 은 window 의 영상을 zoom 과 scan 할 수 있는 기능이다. 

입력 채널의 3 번 입력에 대한 영상의 Pan&Zoom 은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진행된다. 

 

 

Pan&Zoom Enable 은 해당 입력 채널 영상의 Pan&Zoom 기능을 사용할지 결정할 수 있다. 

또한 Pan&Zoom Fix the window 는 Pan&Zoom 설정 Mode 진입 여부를 설정한다. 

Pan&Zoom 기능은 장비의 재부팅시 기존의 설정을 유지하지 않는다.  

 

 

 

 

 

 

 

 

 

 

 

 

< Pan&Zoom 영역 설정 > 

Step1) 입력 채널 3번 선택. 

Step2) Current Window Information에서 Pan & Zoom Enable Check. 

Step3) Current Window Information에서 Fix the window Check. 

Step4) 입력 채널 3번위 Pan&Zoom할 영역의 시작점에서 마우스 왼쪽 클릭 후 마우스를 드레그 

하여 Zoom 영역 설정. 

 

< Pan&Zoom 영역 Scan > 

Step1) 입력 채널 3번위 Pan&Zoom된 영역에 마우스 우클릭 후 원하는 방향으로 드레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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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UART 
 

 UART Control 은 MSV back Panel 의 RS-232 Port 를 통해 사용자가 Text 기반의 명령을 내릴 수 

있다. UART Control 은 기본기능만 제공하며 MSV 의 세부 제어는 MSV Manager 를 이용하라. 

 

명령 입력 방법 설명 

help help UART Command List. 

preset preset 2 Param[1] - 0 – Quad 

1 – 3Side 

2 – 3Bottom 

3 – SidebySide 

4 – TopBottom 

5 ~ 8 – CH[1~4] Only 

9 ~ 12 – User[1~4] 

chmove 

& 

chresize 

chmove 2 100 200 300 400 Param[1] – 입력 채널 번호 (1~4) 

Param[2] – 입력 채널의 X 좌표 (0~1920) 

Param[3] – 입력 채널의 Y 좌표 (0~1080) 

Param[4] – 입력 채널의 Width (0~1920) 

Param[5] – 입력 채널의 Height (0~1080) 

chmax chmax 2 Param[1] – 입력 채널 번호. (1~4) 

chswap chswap 3 1  Param[1] – 스왑할 입력 채널 번호 (1~4) 

Param[2] – 스왑할 입력 채널 번호 (1~4) 

chcopyfrom chcopyfrom 2 on 3 Param[1] – 복사되는 입력 채널 번호. (1~4) 

Param[2] – 복사 On/Off 

Param[3] – 복사할 입력 채널 번호 (1~4) 

chcontrast 

& 

chbrightness 

chcontrast 2 200 Param[1] – 조절할 입력 채널 번호 (1~4) 

Param[2] – Contrast, Brightness 값. (0 ~ 100) 

chborder chborder 1 255 255 255 Param[1] – 조절할 입력 채널 번호 (1~4) 

Param[2] – 입력 채널 Border Red 값. (0 ~ 255) 

Param[3] – 입력 채널 Border Green 값. (0 ~ 255) 

Param[4] – 입력 채널 Border Blue 값. (0 ~ 255) 

chlabel Chlabel 2 OPHIT Param[1] – Label 변경할 입력 채널 번호 ( 1 ~ 4) 

Param[2] – Label String ( 9 자리 ) 

prio prio 3 2 1 4 Param[1] – 입력 채널 1 번의 우선순위 

Param[2] – 입력 채널 2 번의 우선순위 

Param[3] – 입력 채널 3 번의 우선순위 

Param[4] – 입력 채널 4 번의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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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belonoff labelonoff on Param[1] – on or off 

borderonoff borderonoff off Param[1] – on or off 

audio audio 2 on Param[1] – 출력으로 내보낼 입력 채널 번호 ( 1 ~ 

4 ) 

Param[2] – on or off 

front front lock Param[1] – lock or unlock 

outres outres 2 Param[1] – 0 – 1080p 

           1 – 720p 

           2 – 480p 

           3 – WUXGA 

           4 – UXGA 

           5 - SXGA 

           6 – XGA 

ip ip 192.168.0.100  

255.255.255.0  

192.168.0.1 

8.8.8.8 

Off 

Param[1] – Ipaddress 

Param[2] – Subnet Mask 

Param[3] – Gateway 

Param[4] – Dns 

Param[5] - DHCP 

< 표 17 > User Console CMD 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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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APK 
 

10.1 권장 환경 및 설치 방법 

 Android 버전: Android 4.0 이상. 

 해상도: 1280x800  

주의) Samsung galaxy tab 10.1 기준이며 다른 tablet 에서는 호환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설치방법 

      step 1) MSV_Manager.apk 파일을 tablet 의 폴더로 복사. 

      step 2) Settings -> Security -> Unknown sources 를 체크. 

      step 3) MSV_Manager.apk 를 클릭 후 설치진행.  

      step 4) 실행. 

 

10.2 전체 레이아웃 구성 
 

 

< 그림 52 > App Main화면 

: Network Disconnection 상태 표시 

: Network Connection 상태표시 

: 아이콘을 누를 때마다 1 에서 순차적으로 4 번까지의 순서로 윈도우가 선택된다   

: Network Disconnection 명령 

: Network Connection 설정  

: 현재 layout 을 저장함 

: 저장된 Layout 을 불러옴. 

Screen: Screen 설정  

      Window: 각 window 설정 

      Audio: Audio out 설정 

      Other: App 의 정보 및 부가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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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세부 기능 설명 

10.3.1 네트워크 연결 

 연결 순서 

   Step 1)     아이콘 클릭. 

   Step 2)     아이콘 클릭 

 

 

< 그림 53 > Network List 화면 

 

     Step 3) Network 이름과 MSV 의 IP 및 Port 번호 입력. 

 

< 그림 54 > Network IP 입력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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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4) 입력한 Network 를 클릭하여 MSV 와 연결. 

 

< 그림 55 > Network List Item 선택 화면 

 

Step 5) 연결완료 되면 successful connection! ip 메시지와 함께 network 연결상태 아이콘이  

           으로 변함. 

 

 

< 그림 56 > Network 연결 후 Main 화면 

 

Step 6) 연결을 끊고 싶으면     아이콘을 클릭.  

 

주의) App 이 MSV 에 연결이 되면 MSV 의 Front Button 은 사용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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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SV 연결에 실패한 경우는 아래 그림과 같은 문구가 나타난다. 

 

< 그림 57 > Network 연결 실패 화면 

 

 실패의 원인 

1) 다른 컨트롤 장비가 MSV 에 연결되어 있는 경우.  

(MSV 는 다중 연결을 지원하지 않는다.) 

 2) 네트워크 불안 또는 해당 IP 를 가진 MSV 가 없는 경우. 

10.3.2 Save & Load 

현재의 Layout 을 저장하고 싶을 때     아이콘을 눌러 저장 할 수 있다. 단, MSV 와 네트워크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한다. 최대 4 개까지 저장이 가능하며 저장된 Layout 데이터를 불러오고 싶을 

때는 

    아이콘을 클릭하여 불러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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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3 Move & Resize 

Move: 윈도우의 가운데를 잡고 움직이면 된다. 

Resize: 윈도우의 모서리를 잡고 움직이면 된다. 

 

< 그림 58 > Resize 시 컨트롤 가능 위치 

10.3.4 Screen 메뉴 

 

< 그림 59 > Preset – 3Side 

 

왼쪽 하단에 선택된 채널의 Screen 정보가 보여진다. 

 

메뉴 Description 

Preset Layout 선택 기능. 

Quad, 3Side, 3Bottom, Side by Side, Top&Bottom, Ch 1,2,3,4 only mode 

Resolution Output Resolution 선택  

1080P, 720P, 480P, UXGA, WUXGA, XGA, SXGA 

Transparency 투명도 조절. 범위: 0~100 

Border ON 하면 border 표시. OFF 하면 border 없음. 

Label ON 하면 label 이 표시. OFF 하면 label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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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n & Zoom 윈도우 상의 지정 영역을 확대하여 보여주거나 확대 영역 선택. 

Priority ON 하면 Priority 순서대로 윈도우가 정렬되고 off 하면 컨트롤된 채널이 항상 

위에 나타난다. 

< 표 18 > Screen 메뉴 

 

 Pan & Zoom 

채널을 선택하고 En 을 선택 후 Draw 모드에서 선택된 윈도우에 네모 박스를 그리면 해당 

부분만 확대된다.  

 

 

< 그림 60 > Pan&Zoom - Draw 

 

모드를 Move 로 놓고 Pan&Zoom 박스를 움직이면 확대된 상태에서 영상을 Scan 할 수 있다. 

 

 

< 그림 61 > Pan&Zoom – M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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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5 Window 메뉴 

 

 

  

 

 

 

 

 

 

 

 

 

< 그림 62 > Pan – Move 

 

메뉴 Description 

Copy From 선택된 채널의 영상을 복사하여 출력 할 수 있다. 

Border Color RGB 의 조합으로 border color 를 지정 할 수 있다. 

Label Input Label 의 정보를 입력 할 수 있다. 

Priority Priority 를 정할 수 있다.  선택된 Priority 를 가진 윈도우와 Priority 

값이 swap 된다. 

Format RGB, YPbPr422, YPbPr444 모드로 변경이 가능하다. 

Contrast 0~100 까지 contrast 를 변경 할 수 있다. 

Brightness 0~100 까지 Brightness 를 변경 할 수 있다. 

H/V Start Horizontal 과 Vertical 의 영상 시작 좌표를 변경 할 수 있다. 

< 표 19 > Window 메뉴 

 

 

 

 
 

 

 

 

 

 

 

 

 

 

 

 
 



  

 

2013. 10. 10                           OPHIT CO., LTD. 

 

사용자 매뉴얼 V1.2 

MSV ( Multi Scaler Viewer ) 

 

69 

10.3.6 Audio 메뉴 

 

Ch1, Ch2, Ch3, Ch4 중 원하는 채널을 클릭 후 on 을 누르면 선택된 채널의 오디오가 출력된다. 

Mute 를 on 에 놓으면 오디오는 출력되지 않는다. 

 

10.3.7 Other 메뉴 

 

 Information: 우 상단에 app 버전 과 현재 각 channel 정보를 보여준다. 

 

 

 

 

 

 

 

 

 

 

 

< 그림 63 >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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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rranty 
We, OPHIT hereby warrant the final purchase of our product as follows. 

In the case of troubles on our products, please contact the seller purchased. 

 

One(1) year limited warranty 

Our customers have right to be served with free charge when there is trouble in this product 

during one(1) year from the day purchased. 

 

Out of warranty services 

When you request services (in the case of non-manufacturing defect but the troubles by 

misusage), may served with charge of follows. 

• Defects of products caused by accident, disaster. 

• Damages of products caused by the customer’s carelessness or mistaken application. 

• Damages of products caused by the application of parts or products not supplied or sold 

by our company. 

• Damages of products and related defects caused by not our staff or the man or group 

not nominated by us for services. 

 

 

Warning 
- Do not dismantle the housing or modify the product. 

Dismantling the housing or modifying the product may result in electrical shock or burn. 

- Refer all servicing to qualified service personnel. 

Do not attempt to service this product yourself as opening or removing housing may expose 

you to dangerous voltage or other hazards. 

- Keep the product away from liquids. 

Spilling into the housing may result in fire, electrical shock, or equipment damage. If an object or 

liquid falls/spills into the housing, unplug the product immediately.  

Have the product checked by a qualified service engineer before using it again. 

- Do not touch the product with wet hands. 

 Touching the housing and plug with wet hands is dangerous and can cause electrical sh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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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HIT CO., LTD. 

www.ophit.com 

Head office 

#908~910, 103-dong, Digital Empire II, 486 Sin-dong 

Yeongtong-gu, Suwon-city, Gyeonggi-do, 443-734, KOREA 

TEL : +82-31-695-5543  FAX : +82-31-695-5545 

E-mail : support@ophit.com 

Factory 

3F Suntechnovil, 5-27, Mangpo-Dong, Yeongtong-gu,  

Suwon-City, Gyeonggi-do,  443-440, KOREA 

TEL : +82-31-205-4191   FAX : +82-31-205-4197 

 

OPHIT CO., LTD. reserves the right to make changes in the hardware, packaging and any 

accompanying documentation without prior written notice. 

 

Copyright ⓒ OPHIT 2013 all right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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