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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nCryst™ Professional A/V Solutions

사양

ATEN의 VB905는 True 4K 신호를 소스 장치로부터 디스플레이까

지 최대10m(입력 5m, 출력 5m) 연장합니다. VB905는 3레벨

(20m)까지 캐스케이드로 장거리 전송이 가능하며 우수한 색상과 고

품질의 이미지를 보장합니다.

VB905는 DisplayPort가 가능한 모든 장치를 지원합니다. 설치 유연

성을 위해 부스터를 랙에 장착 할 수 있으며 업무 및 가정 환경에서 관

리 할 수 있는 탁월한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특징

• True 4K 신호를 최대 10m(입력 5m, 출력 5m)까지 연장 가능

• DisplayPort 1.2a 그리고 HDCP 2.2 호환

• 우수한 비디오 품질 - 4096 x 2160 @60Hz (4:4:4)의 True 4K 

해상도

• HDR 지원

• 캐스케이드 3레벨 가능하여 True 4K 신호 최대 20미터까지 연장

• 단일 장치는 소스 장치에서 전원 공급 가능

• 플러그 앤 플레이

• 랙 마운트 가능

알림: 낮은 데이터율 또는 높은 품질의 케이블일때 장거리 전송 가능합니다.

4K DisplayPort 부스터
VB905

제품명 VB905
비디오 입력

인터페이스 1 x DisplayPort Female (20-pin)

최대 거리 5M / 4096 x 2160 @ 60Hz (4:4:4)

비디오 출력

인터페이스 1 x DisplayPort Female (20-pin)

최대 거리 5M / 4096 x 2160@60Hz (4:4:4)

비디오

최대 데이터 속도 21.6 Gpbs (5.4 Gbps Per Lane)

지원 버전
DP1.2a

HDCP 2.2

최대 해상도 4096 x 2160 @ 60Hz (4:4:4)

커넥터

전원 1 x DC Jack

소비 전력 5V, 2.6A

사용 환경

사용 온도 0 - 40° C

보관 온도 -20 - 60° C

재질 비응축 상태에서 0 - 80% RH

제품 외관

재질 금속

무게 0.05 kg

크기 (L x W x H) 5.84 x 3.53 x 2.06 cm

VB905 (전면)

VB905 (후면)

또는

5 m

5 m

True 4K 컨텐츠
4K @ 60 Hz (4:4:4)

True 4K 디스플레이
4K @ 60 Hz (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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