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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HDBaseT™란?

Pro A/V 업계는 해마다 새로운 기술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비압축 멀티미디어 전송 솔루션에서 가장 최신의 기술은 
HDBaseT 3.0으로 업계에서 유일한 완전한 비압축 HDMI 2.0 멀티미디어 및 5 play  솔루션입니다.

이 자료에서는 HDBaseT 3.0의 기능과 주요 차이점, HDBaseT 3.0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트위스티드 페어 
케이블과 함께 작동하는 ATEN 최초의 비디오 트랜시버를 살펴봅니다. 

HDBaseT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HDBaseT는 DDC 라인에 간섭을 일으키지 않는 비디오와 오디오에 대한 통과 채널입니다.
그러므로, HDBaseT는 HDCP(고대역폭 디지털 콘텐츠 전송 보호)및 EDID 신호들 또한 손상 없이 정상적으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HDBaseT는 케이블 하나로 AV, 이더넷, USB 2.0, 제어 신호 (IR, CEC, RS232), HDBaseT 신호를 통한 전력을 
포함해 5 play 기술을 융합할 수 있습니다.
HDBaseT는 하나의 케이블로 디지털 연결성을 제공하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HDBaseT로 케이블 
갯수를 줄이는 것 뿐만 아니라 케이블 범위를 확장하고 대역폭을 폭넓게 증가시킵니다.

HDBaseT는 Cat 6 / 6a 케이블 하나로 지연 없이 100m까지 최대 True 4K @60Hz 4:4:4 비압축 AV*, 다수의 제어 신호 
(CEC, RS-232 및 IR), USB 2.0, 이더넷과 전원을 전송하는 5 play기술을 자랑합니다.

이더넷

제어 전원

USB A/V



HDBaseT는 2단계 대역폭으로 비압축 HDMI 스트리밍을 전송할 수 있습니다 :

8 Gbps (HDMI의 10 Gbps와 동일) 와 HDBaseT 1.0 및 2.0

16 Gbps (HDMI의 18 Gbps와 동일) 와 HDBaseT 3.0

2. HDBaseT™ 3.0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

HDBaseT 3.0은 최대 100m/328ft까지 초고속 비압축 HDMI 2.0 오디오 & 비디오, 개별 스테레오 오디오,
1Gb 이더넷, USB 2.0, 제어 및 전원 신호를 지연 없이 하나의 케이블로 장거리 전송이 가능합니다.

장거리 전송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
HDBaseT 1.0는 1080P 신호를 최대 100m/328ft까지 Cat 5e로 전송할 수 있지만 4K @60Hz 4:2:0은 Cat 5e 케이블로 
70m/229ft의 거리만 전송할 수 있습니다. HDBaseT 2.0은 Cat 6 케이블을 통해 100m/328ft의 거리에서 4K @60Hz 
4:2:0를 전송하도록 기준을 높였습니다.
현재 HDBaseT 3.0은 Cat 6 케이블을 통해 100m/328ft 거리에서 비압축 4K @60Hz 4:4:4 신호를 전송합니다.

위에 언급한 특징 외에도, HDBaseT는 HDCP(고대역폭 디지털 콘텐츠 전송 보호)및 EDID 신호들 또한 손상 없이 
정상적으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HDBaseT 3.0은 HDBaseT 1.0이나 HDBaseT 2.0과 비교해 전송 대역폭이 2배라는 것입니다.
각 트위스티드 페어는 초당 500m 기호 속도로 “기호”를 조절한 4-bit를 전달해 결과적으로 나이퀴스트 주파수 
또는 반송 주파수가 샘플링 절반인 250MHz가 됩니다. 이것은 Cat 6 케이블 대역폭과 일치합니다.
HDBaseT 3.0은 Cat 6a 케이블의 대역폭과 일치하도록 500MHz 주파수에 대해 초당 1G-기호를 제공합니다.

오디오

비디오

데이터

제어

전원

오디오

비디오

데이터

제어

전원HDBaseT 소스 HDBaseT 싱크

비디오/오디오 이더넷 전원

제어 USB



이더넷

HDBaseT 3.0 이더넷의 사양은 다음과 같습니다 :

HDBaseT™ 2.0 / 3.0을 통한 USB

HDBaseT를 통한 USB 기능은 USB 2.0 규격을 준수하며 다음을 포함한 모든 USB 전송 타입을 지원합니다 :

HDBaseT를 통한 USB 기능은 종속 엔드포인트를 제공하는 최대 7대의 장치를 지원합니다.
대역폭과 관련해 HDBaseT 3.0와 2.0 사이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앞서 언급한 특징 외에도 HDBaseT 3.0은 HDBaseT 기능을 사용해 이더넷과 USB에 관한 다양한 사양을 제공합니다.

SGMII / RMII MAC 인터페이스
Full Duplex
1Gbit (SGMII)
100Mbit (SGMII / RMII)
이더넷 장애 대응 모드 지원 없음











등시성 – 예: 웹캠, 오디오 장치
대량 입력 – 예: 디스크 드라이브 
간섭 – 예: 키보드, 마우스
제어 (모든 장치)









규격 2.0: 최대 190Mb/s (등시성 전송)
규격 3.0: 최대 350Mb/s (모든 전송)







한 눈에 보는 HDBaseT™ 3.0 비교표

다음 표는 HDBaseT 3.0의 특징을 설명한 것입니다 :

HDBaseT 1.0/2.0과 HDBaseT 3.0의 또 다른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아래의 표에서 주요 차이점을 확인하십시오 :

소스: HDBaseT

소스: HDBaseT

HDBaseT 연결 HDBaseT 연결 속도 HDMI 데이터 속도 지원되는 HDR 포맷 ATEN 모델(예시)

1.0/2.0
Uncompressed 8 Gbps 10 Gbps 4K UHD 24-30fps

4:2:0/4:2:2

1.0 : VE811/1812

2.0 : CE820/920

1.0/2.0 with DSC
Uncompressed 8 Gbps 11-18 Gbps

4K UHD 24-30fps
4:4:4

4K UHD 48-60fps
4:2:0/4:2:2

1.0 : VE1830

3.0
Uncompressed 16 Gbps 18 Gbps

4K UHD 24-30fps
4:4:4

4K UHD 48-60fps
4:2:0/4:2:2

VE1843

비디오 - HDBaseT 1.0 / 2.0 비디오 - HDBaseT 3.0

• HDMI 1.4 (HDMI 2.0 compatible) – 최대 340MHz pixel clock
• 비압축 Full HD/3D 및 4K/60/4:2:0
• EDID, HDCP, CEC 전송 지원
• 멀티 스트리밍 기능

• HDMI 2.0 – 최대 594MHz pixel clock
• 비압축 4K/60/4:4:4, HDR10/10+, DolbyVision
• EDID, HDCP, CEC 전송 지원 + HDCP 종료/전환(1.4<->2.X)
• 멀티 스트리밍 기능

오디오 - HDBaseT 1.0 / 2.0 / 3.0

• 디지털 오디오는 HDMI 칩셋에서 바로 전송
• 지원 가능한 모든 기준 예시: Dolby Digital, DTS, Dolby TrueHD, DTS HD - Master Audio, Dolby Pro Logic IIz, 7.1 & 9.1 등
• HDBaseT 2.0 / 3.0은 추가적으로 개별 스테레오 오디오 채널을 지원



3. ATEN HDBaseT™ 3.0 솔루션

True 4K HDMI / USB HDBaseT™ 3.0 트랜시버 (VE1843)

True 4K HDMI / USB HDBaseT 3.0 트랜시버 (VE1843)는 HDBaseT 3.0 기능을 제공하며 설비 환경에 따라 송신기 또는 수신기로 구성이 가능합니다.

A/V 전송 품질을 높이기 위해 ATEN은 최초로 비디오 트랜시버인 True 4K HDMI / USB HDBaseT 3.0 트랜시버 
(VE1843)를 출시했습니다. 사용자는 설비 환경에 맞춰 송신기 또는 수신기로 구성할 수 있으며 Cat 6a 케이블 하나로 
비압축 True 4K 신호를 지연 없이 최대 100m/328ft까지 전송합니다.

VE1843는 HDMI 오디오 임베딩/디임베딩 기능을 제공하므로 쉽게 별도의 오디오 소스를 비디오 컨텐츠에 삽입하거나 
또는 반대로 HDMI 입력 소스와 출력 소스에서 오디오 신호를 증폭기 또는 스피커로 분리하여 오디오 품질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오디오 임베딩/디임베딩 기능으로 VE1843은 최대 100m/328ft까지 고품질 신호 전송이 필요한 회의실, 연회장, 
전시회 및 아트리움 같은 장소에서 중소 규모의 비디오 프레젠테이션 을 하는데 적합합니다.
다음 페이지의 다이어그램을 통해 VE1843과 HDBaseT 3.0을 함께 사용하여 송신기와 수신기에서 캐스케이드하는 
방법과 장치를 VK 컨트롤 시스템, PC, 태블릿, 오디오 등에 연결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

https://www.aten.com/kr/ko/products/pro-av/%EB%B9%84%EB%94%94%EC%98%A4-%EC%97%B0%EC%9E%A5%EA%B8%B0/ve1843/


실제 응용 사례: VE1843 및 HDBaseT™ 3.0

요구 사항 :

1.
2.
3.
4.

강의를 녹화 및 대형 강의실 뒷자리에 앉은 학생들을 위한 TV 모니터를 통한 실시간 강의 출력
True 4K 비디오 품질 
IR 또는 이더넷을 통해 카메라 원격 제어
다양한 장비 확장을 위한 USB 연결

VE1843 송신기

VE1843
(전면)

VK 컨트롤 시스템
로컬 출력

VE1843
(후면)

VE1843
(전면)

VE1843
(후면)

VE1843 수신기

HDBaseT 3.0의 기술과 결합한 VE1843가 교육 환경에서 사용자 요구 사항을 반영하고 필요한 솔루션을 제공한
실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배경 : 일본의 한 대학은 대형 강의실 내 모든 위치에서 강의가 쉽고 명확하게 전달될 수 있는 최신식 시스템 
구축을 원했습니다.



VE1843은 HDBaseT 3.0를 통해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전송하기 위해 송신기와 수신기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대형 강의실 어느 위치라도 있더라도 강의 내용을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ATEN 솔루션 : VE1843를 설치하여 케이블 하나로 최대 100m까지 IR, USB, 이더넷, 4K HDMI를 전송해 True 4K 
기능을 제공하고 Pro A/V 제품을 통합하였습니다.

매립 프로젝터

모니터

비디오 제어 USB 네트워크 HDBaseT

VE1843(Tx)

VE1843(Rx)

VM6404HB

모니터

랩탑

랜 스위치

프로젝터 스크린

IR-원격

매립 4K
PTZ 카메라



HDBaseT™ 케이블 솔루션

4. 마무리

HDBaseT 3.0은 4K UHD 60Hz 4:4:4로 100m/328ft에서 4K UHD를 활성화하기 위해 Cat 6A U/FTP 케이블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HDBaseT 1.0/2.0의 경우 Cat 5e케이블이 최소 요구 사항이지만 @60Hz 4:2:0 또는 
@30Hz 4:4:4에서 최대 4K UHD의 모든 해상도에 대한 전송 거리를 최대화하기 위해 ATEN 2L-2910 Cat6 케이블이 
권장됩니다.

HDBaseT 3.0은 Pro A/V 장거리 멀티미디어 전송의 진화된 움직임을 나타내며 사용자의 요구사항에 앞서 나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HDBaseT 1.0과 2.0이 여전히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HDBaseT 3.0은 비압축 전송에 대한 
새로운 최적의 기준을 제시해 사용자의 요구를 충족하며 새로운 표준이 될 것입니다.

HDBaseT 얼라이언스의 기여 회원(Contributor Member)으로서 ATEN은 AV/IT 기술 통합을 촉진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HDBaseT 기술을 활용한 VE1843 트랜시버에서 다양한 범위의 모듈러 매트릭스 스위치
(예: VM1600A / 3200), 연장기, 분배기 (VS1818T / 1814T)에 이르기까지 완벽한 HDBaseT 라인업을 구축하여 
다양한 환경에서의 Pro A/V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ATEN HDBaseT 솔루션으로 비압축 멀티미디어를 전송하는 방법을 확인하려면 ATEN 담당자에게 연락하십시오.
또는 HDBaseT 설명서를 읽거나 ATEN 솔루션 페이지를 방문하십시오.

https://www.aten.com/kr/ko/products/pro-av/%EB%B9%84%EB%94%94%EC%98%A4-%EC%97%B0%EC%9E%A5%EA%B8%B0/ve1843/
https://www.aten.com/kr/ko/product-landing-page/hdbaset/products/
https://www.aten.com/kr/ko/product-landing-page/hdbaset/product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