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초고속 HDMI® 케이블 인증 프로그램에서는
8K를 포함하여 모든 HDMI 2.1 기능을 확실하게 지원할 것입니다.

HDMI Forum은 또한 새로운 케이블에는
초고속 HDMI 인증 라벨을 부착하여 인증 및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라스 베이거스 – 2020년 1월 6일 – HDMI Forum, Inc.은 고품질 초고속 HDMI® 케이블이 시장에
진출하여 4K와 8K 비디오, HDR, VRR, eARC 및 기타 HDMI 2.1의 모든 기능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모든 초고속 HDMI 케이블에 대한 의무 인증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오늘 발표하였습니다.
초고속 HDMI 케이블 인증에는 무선 간섭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한 현행 EMI 요건 충족 시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든 인증 케이블은 길이에 관계 없이 HDMI 승인 시험소(ATC)에서 시행하는
인증 시험에 통과해야 합니다. 일단 인증을 받으면, 각 케이블 패키지에 초고속 HDMI 인증
라벨을 부착하여 소비자들에게 제품의 인증 내역을 알릴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초고속 HDMI 케이블은 소스 기기에서 디스플레이 장치까지 HDMI 2.1 규격에 해당하는 모든
특징과 기능을 전달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HDMI 생태계에서는 초고속 HDMI 케이블이
HDMI 2.1 규격을 준수하게 하는 것이 필수 사항입니다,”라고 Advanced Micro Devices, Inc.
사장이자 HDMI Forum 회장인 David Glen 씨가 말했습니다. “HDMI Forum이 ATC에서만 인증을
받도록 의무 조항으로 정한 것은 이들 케이블이 HDMI 2.1 규격을 준수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위조 방지 초고속 HDMI 인증 라벨과 이것을 스캔한 결과를 보면 해당 제품이
HDMI 포럼의 요건을 준수하는 것인지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140개 이상의 케이블 제조사들이 기존 프리미엄 인증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으며, 리셀러들은
위조방지 인증 라벨과 정규 케이블 감사 테스트 및 공급망 확인용 스캐닝 앱을 이용해왔습니다.
새로운 프로그램 확대는 곧 시행될 예정이며, 정식으로 발표되면 HDMI 채용 회사들에게 통보할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HDMI Forum의 공인 에이전트인 HDMI Licensing Administrator, Inc.(HDMI
LA)에서 기존 인증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관리하게 될 것입니다. “업계에서는 HDMI 프리미엄
인증 프로그램을 5년 동안 이용해왔고, 많은 HDMI 케이블 제조사들이 이미 자사의 고속 HDMI
케이블을 시험과 인증을 거쳐서 위조방지 라벨을 부착하고 있습니다,”라고 HDMI LA의 CEO Rob
Tobias가 말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새로운 초고속 HDMI 케이블까지 포함하게 되면
인증 절차가 더 원활해질 것입니다.”

HDMI Forum, Inc. 소개
HDMI Forum, Inc.은 가전제품, 개인용 컴퓨터, 모바일 기기, 케이블 및 구성품의 세계 주요
제조업체들로 이루어진 비영리 호혜 추구 법인체입니다. 공개 무역 협회인 HDMI Forum의
임무는 HDMI 사양의 미래 버전 개발에 더 많은 업계 회사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상호운용
가능한 HDMI 적용 제품의 생태계를 더욱 확장하는 것입니다. HDMI Forum 및 회원 가입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www.hdmiforum.org를 참조하십시오.
HDMI Licensing Administrator, Inc. 소개
HDMI LA는 HDMI Forum이 HDMI 규격 버전 2.1의 라이선스 허가를 위해 임명한 에이전트이자,
HDMI 설립사들이 이전의 모든 HDMI 규격의 라이선스 허가를 위해 임명한 에이전트입니다.
HDMI LA는 마케팅, 홍보, 라이선싱 및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www.hdmi.org에서 확인하십시오.
HDMI LA CES 부스는 라스베이거스 컨벤션 센터(LVCC) 사우스 홀 1, 부스 20220에 있으며, HDMI
2.1 기술 시연과 초고속 HDMI 케이블 시제품을 전시할 것입니다.
다운로드할 수 있는 그래픽 파일: 초고속 HDMI 인증 레이블이 부착된 초고속 HDMI 케이블 www.
hdmi.org/press/pressresources

HDMI, HDMI High-Definition Multimedia Interface, Premium HDMI Cable Certification Program,
Ultra High Speed HDMI, Ultra High Speed HDMI Cable Certification Program 용어와, Ultra High
Speed HDMI Certification 라벨, the Ultra High Speed HDMI Cable 로고 및 HDMI 로고는 HDMI
Licensing Administrator, Inc.의 상표 또는 등록상표입니다.
언론

hdmi@feintuchpr.com

북미 미디어 연락처:

1-212-808-4903 / 1-212-808-4901

Doug Wright / Henry Feintuch
Feintuch Communications

Brad Bramy
HDMI Licensing Administrator, Inc.
bbramy@hdmi.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