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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essional A/V Solutions

VE829
5x2 HDMI 무선 연장기

제품 사양

제품 특징

• 두 대의 HDTV를 위한 완벽한 비압축 HD 비디오를 최대 30m까지 무선 전송

• 두 대의 HDTV 사이에서 5개의 소스 (4xHDMI 커넥터, 1x컴포넌트 커넥터) 

중 어떤 것이든지 전환 및 독립적인 선택 가능

• 완벽 비압축 HD, 1080p, 3D 컨텐츠와 5.1 채널 디지털 오디오 지원

• 우수한 비디오 품질 - 480P, 720P, 1080i, 1080P

• 전송기 및 수신기의 USB HID 포트로 무선 키보드 연결이 가능하여 연결

되어 있는 컴퓨터와 노트북 제어 가능

• WHDI™ 기술 기반 - 낮은 대기시간 (<1ms)

• HDMI (3D), HDCP 호환

• 소프트웨어 또는 드라이버 설치 필요 없음

VE829T
무선 전송기

VE829R
무선 수신기

HDMI 5.1 Channel Wireless

기능 VE829T VE829R

커넥터

입력

HDMI 입력 4 x HDMI type A Female 
(Black)

N/A

컴포넌트
입력

1x S Video Female 
(black)

N/A

USB 입력 N/A
1x USB type A (키보드/

(Black)
IR 입력 N/A 1x  2.5 mm jack (Black)

출력

HDMI 출력
1 x HDMI type A Female 

(Black)
1 x HDMI type A Female 

(Black)
IR 출력 1x 2.5mm jack (Black) N/A

USB 출력
1x Mini USB port (USB 

HID + 서비스 포트) 
(Black)

N/A

장치 간 연결 무선 5Ghz 무선 5Ghz
전원 1x DC Jack 1 x DC Jack (Mini USB)

스위치
전원 1 x 선택 버튼 1 x 선택 버튼
소스 1 x 선택 버튼 1 x 선택 버튼

LED
소스 5 (Green) N/A
비디오 소스 N/A 1 (Green)
무선 상태 N/A 1 (Green)

해상도
HDMI 입력 480p, 720p, 1080i, 1080p
컴포넌트 입력 480i, 480p, 576i, 576p, 720p, 1080i, 1080p

오디오 5.1 채널 디지털 오디오
전송 거리 최대 30m 
소비 전력 DC5V, 9.5 W DC5V, 6.7W (mini USB)

사용 환경
사용 온도 0~40˚C
보관 온도 -20~60˚C
습도 비응축 상태에서 0~80% RH

제품 외관
재질 플라스틱
무게 280 g 130 g
크기 23.40 x 9.65 x 3.25 cm 9.50 x 9.50 x 3.55 cm

VE829 5x2 HDMI 무선 연장기는 최대 5개의 소스 장치를 연결하고, 
사용자가 두 대의 HDTV에 디스플레이 할 모든 소스를 독립적으로 전환 
및 선택하면서 비압축 HD 1080p를 보내는 장치입니다. 이러한 무선 
매트릭스 기능은 오디오/비디오 솔루션의 돌파구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한 곳(전송기 쪽)에서 케이블 TV를 보면서 동시에 다른 한 
곳(수신기 쪽)에서 블루레이 영화를 독립적으로 선택하여 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VE829은 가정이나 원하는 설정에서 최대 30m*까지 
3D 컨텐츠와 디지털 오디오를 지원하는 Full HD 1080p를 스트리밍 할 
수 있습니다.

이 솔루션은 무선 전송기와 무선 수신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HDMI, 
컴포넌트 연결과 더불어, 개선된 두 대의 HDTV 설정을 위한 루프 쓰루 
(로컬 포트)와 함께 이루어져 있습니다. USB HID 연결로 컴퓨터/노트북 
등을 추가 연결하여 VE829R에서 무선 제어를 받을 수 있습니다. IR 패스 
쓰루 방식으로 소스 장치의 무선 제어가 가능하며, DVD, 블루레이 
플레이어, DVR/케이블 박스, 게임 콘솔 및 컴퓨터와 같은 HD A/V 
전자기기를 통합할 수 있어 자기만의 엔터테인먼트 공간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마우스를 위한 USB HID)

* 해당 무선 제품은 강철, 콘크리트, 벽돌 또는 공장라인 및 병원 검사실 등
  신호간섭이 발생하는 곳에서는 화면 출력이 원활하지 않거나 전송거리가
  짧아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