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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nCryst™ Professional A/V Solutions

제품 사양

제품 특징

DisplayPort rev.1.4 케이블은 고화질 연결 및 고급 보조 채널링 기능으로 
32.4Gbps 데이터 속도를 지원합니다 .  ATEN DisplayPort 솔루션이나 
랩탑의 초고해상도 모니터 또는 기타  DisplayPort 인터페이스 장치와 
함께 사용하는 DisplayPort 지원 ( 게임 )PC 를 전문적으로 연결합니다 . 
DisplayPort rev.1.4 케이블은 고품질 비디오 및 오디오 환경을 위해 32 
채널로 최대  8K Dynamic HDR 을 지원합니다 . 
각 커넥터에는 분리 버튼으로 안전한 연결을 제공하는 래티가 있습니다 . 

• 최대 8K (7680 x 4320 @ 60Hz),  5K (5120 x 2880 @ 60Hz) , 

4K (4096 x 2160 @ 120Hz) , 이전 세대 DP 와 역 호환 

• 32.4 Gbps 의 HBR3(High Bit Rate 3)

• 다중 모니터를 데이지 체인 방식으로 연결하는 Multi-Stream 

Transport (MST) 기능

• 순방향 오류 수정

• 디스플레이 스트림 압축 (DSC- Display Stream Compression)

• 32 개의 비 압축 디지털 오디오 채널

• RoHS 준수

DisplayPort 케이블
2M (6.6ft) / 3M (9.8ft) – rev.1.4

7680 x 4320 8K

제품 기능 2L-7D02DP 2L-7D03DP-1

비디오 해상도 Up to 8K (7680 x 4320 @ 60Hz)

제품 외관

케이블 길이 2 m 3 m

케이블 색상 Black

케이블 외경 치수 6.5 + - 0.2 mm 8.0 + - 0.2 mm

도체 치수 30AWG 26AWG

도체 재질 Tinned Copper

커넥터 도금 Nickel

커넥터 타입 DisplayPort (20 pin) Male to Male

케이블 차폐 유형 Aluminum Magnesium Alloy

케이블 자켓 타입 PVC

사용 환경

사용 온도 80˚ C

등급 UL VW-1 (Flame rate), CSA

Model List
2L-7D02DP 2 m DisplayPort rev.1.4 케이블

2L-7D03DP-1 3 m DisplayPort rev.1.4 케이블

제품 정보는 예고 없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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