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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nCryst™ Professional A/V Solutions

VC160A
VGA to DVI 컨버터

제품 사양

제품 특징

VC160A는 VGA-to-DVI 컨버터로, VGA 포트와 전원 어댑터에서 

듀얼 전원 소스를 이용하여 VGA 소스 데이터를 DVI 출력 디스플레이

로 변환시켜 줍니다. VC160A는 VGA 포트로부터 전원을 공급받습니

다. 만약 사용하시는 장치가 전원 공급이 어렵다면, VC160A를 사용

하여 전원 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VC160A는 컴팩트한 디자인으로 

설치하기 편리합니다. 따로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필요가 없으며, 고품

질의 비디오를 경험하기에 최적의 폭넓은 해상도를 지원합니다.

• 아날로그 VGA 시그널을 DVI 출력으로 변환 
• 멀티 플랫폼 지원 - Windows, Mac 
• 소프트웨어 불필요 - 설치 시 발생되는 문제점과 불편함을 해결 
• 경량의 컴팩트한 디자인 

• 듀얼 전원 소스 지원 - VGA 포트 또는 전원 어댑터 (VGA 포트가 
충분한 전원을 지원하지 못할 경우) 

• 우수한 비디오 품질 - 최고 1080P (HDTV) 또는 1920x1200 (PC) 

• 자동으로 비디오 입력 신호 감지 (LED로 분별 가능) 

• 스마트 비디오 디스플레이 - 출력 장치의 이용 가능한 해상도의 
이미지 품질을 극대화 

• 스크린 포지션 버튼 - 스크린 포지션이 각 출력 해상도를 조정 및 
복구 

기능 VC160A

커넥터

비디오 입력 1 x HDB-15 Female (Blue)

비디오 출력 1 x DVI-D Female (White)

전원 1 x DC 잭

LED
전원 1 (Green)

비디오 싱크 1 (Blue)

스위치
방향 조절 4 x 누름버튼

메모리 1 x 누름버튼

비디오
최대 1080P (HDTV) 

또는 1920 x 1200 @60Hz (PC)

소비 전력 DC 5.3V, 2.8W

사용 환경

사용 온도 0–50° C

보관 온도 -20–60° C

습도 비응축 상태에서 0~80% RH

제품 외관

재질 금속

무게 0.15 kg

크기 
(L x W x H)

7.90 x 7.81 x 2.44 cm

* 제품 사양과 사진은 별도의 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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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

VGA to DVI Converter  VC160A

Video
OutVideo In

Win, Mac
Resolution
1920 x 1200

Smart Video 
Displa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