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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사양

특징

4K HDMI 1.4 Active 케이블 (15m, 20m) 은 오디오 / 비디오 
신호에 비압축 디지털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 ATEN 케이블
은 향상 된 이미지 선명도를 위해 전파 방해를 최소화하는 고품질
의 구리선을 사용하였습니다 . 4K DCI (4096 x 2160 @30Hz)
의 해상도를 지원하는 최소 15m ~ 최대 20m 길이의 HDMI 케이블 
을 제공합니다 .

• 뛰어난 비디오 품질 – 최대 4K (4096 x 2160 @30Hz;)
• 최대 10.2Gbps 전송 속도
• IC 칩 내장
• HDMI 이더넷 채널 기능 : 데이터 채널을 통해 네트워킹 전송 *
• HDMI (3D, 딥 컬러 , 4K); HDCP 2.2 호환
• 신호 간섭을 최소화하기 위한 케이블 3 중 쉴드 처리
• AWG26 케이블 규격 사용
• 안정적인 전송을 위한 금 도금 커넥터
• 최소 15m ~ 최대 20m 연장
• RoHS 준수
• 굽힘 반경 90° **

Note:
* 연결된 장치가 HDMI 이더넷 채널을 활성화한 경우에만 사용 가능
** 좌 / 우 100 회 케이블 굽힘 반경 90°검증 완료 ( 평균 13 회 / 분 ) 

제품명 2L-7D15H-1 2L-7D20H

비디오 해상도 4096 x 2160 @30Hz

제품 외관

케이블 길이 15m 20m

케이블 색상 Black

케이블 외경 치수 8.2 ± 0.2mm 10.0 ± 0.2mm

도체 치수 26AWG

도체 재질 주석 도금 구리 (Tinned Copper)

커넥터 도금 Gold

커넥터 타입 HDMI (19pin) Male to Male

케이블 차폐 유형 알루미늄 호일

케이블 Jacket 타입 PVC

사용 환경

사용 온도 80° C

등급 UL VW-1 (Flame rate), CSA

* 2L-7D15H-1, 2L-7D20H 는 단방향 HDMI 케이블이라는 점을 유의하십시오 .

금 도금 커넥터

90˚ 3cm (30mm)

3cm
(30mm)

굽힘 반지름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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