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anCryst™ Professional A/V Solutions

2-Port True 4K HDMI 분배기
VS82H

또한 마이크로 -USB 포트를 통해 연결된 장치에서 직접 충전이 가
능한 버스 전원장치 분배기입니다 . 위의 모든 기능을 통합한 VS82H
는 개인 , 기업 , 교육 및 산업 분야에 효과적인 솔루션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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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PUT 1

VanCryst VS82H

HDMI

Blu-ray player

HDCP 2.2 를 호환에 더해 VS82H 는 사용자가 항상 여러 대의 화
면에서 최고의 해상도를 표시할 수 있는 자동 EDID 탐지를 제공합니
다 . Dolby TrueHD 및 DTS-HD Master 7.1 오디오 채널 지원과
함께 VS82H 는 왜곡 없는 뛰어난 오디오 품질을 보장합니다 .

2-Port True 4K HDMI Splitter

TRUE

ATEN VS82H 분배기는 하나의 디지털 고화질 비디오 소스를 2 개
의 디스플레이로 전송 시 True 4K 의 우수한 비디오 해상도와 손실
없는 품질을 제공합니다 . DVD 플레이어 , 위성 셋톱 박스에서 모든
HDMI 디스플레이까지 HDMI 를 지원하는 장비를 지원합니다 .

Micro-USB

VS82H
HDMI

제품 사양
기능

VS82H

비디오 입력
인터페이스

1 x HDMI Type A Female (Black)

임피던스

100 Ώ

최대 거리

30cm / 4K@60Hz (4:4:4)

비디오 출력
인터페이스
A/V In

A/V Out

HDMI

HDMI

EDID

HDCP 2.2

2 x HDMI Type A Female (Black)

임피던스

100 Ώ

최대 거리

3m / 4K@60Hz (4:4:4)

비디오
최대 데이터 전송률
최대 픽셀 클락

18 Gbps (6 Gbps Per Lane)
600 MHz
HDMI 2.0 (3D, Deep Color, 4K);
HDCP 2.2 호환
최대 4096 x 2160 /
3840 x 2160 @ 60Hz (4:4:4)

지원 버전
최대 해상도
EDID 설정

Port 1 / Default

커넥터
Micro-USB x 1
( 펌웨어 업그레이드 & 전원 공급 )

USB 포트
소비전력

제품 특징

LED

• 하나의 True 4K 소스를 2 개의 HDMI 디스플레이로 동시에 전송

사용 환경

• 자동 축소 기능
– 최적 출력에 맞게 1080p 디스플레이를 위해 1080p 로 자동으로 해상도 조정
• HDMI; HDCP 2.2 호환
• True 4K 비디오 해상도 ( 최대 4096 x 2160 @ 60 Hz; 4:4:4); HDR 지원
• 최고 데이터 속도 최대 18 Gbps ( 레인당 6 Gbps) 지원
• Dolby TrueHD 및 DTS-HD Master 7.1 오디오 채널 지원
• 자동 EDID 탐지
– 여러 대의 화면 상에서 고화질 디스플레이 제공 및 최고 해상도 사용
• 우수하고 내구성 있는 알루미늄 금속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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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WATT(MAX)BTU
HDMI 출력 x 2 (Blue)
전원 x 1 (Blue)

LED
사용 온도

0 ~ 40° C

보관 온도

-20 ~ 60° C

습도

비응축 상태에서 0~80% RH

제품 외관
제품 외관

금속 ( 알루미늄 )

무게

0.09 kg

크기 (L x W x H)

8.80 x 6.00 x 15.00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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