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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양

특징

UC3238 은 USB-C 랩탑을 HDMI 디스플레이에 연결하기 위한 가

장 완벽한 단일 케이블 솔루션으로 , 추가적인 동글이나 HDMI 확장 

케이블 없이 깔끔한 설치 및 케이블 관리가 가능합니다 .

4K(3840 X 2160@60Hz) 해상도의 HDMI 2.0 을 지원합니다 . 사

용자는비디오 스트리밍 또는 게임을 위해 고화질 비디오 및 오디오를 

컴퓨터에서 HDTV 로 전송할 수 있으며 , 디스플레이 복제뿐만 아니라 

확장 디스플레이 또한 지원합니다 .

게다가 , UC3238 은 외부 드라이버 또는 추가 전원이 필요 없습니다 . 

USB-C 포트 컴퓨터와 DP Alt 모드가 내장된 스마트폰 , Android, 

Mac OS X 및 Windows 운영체제와호환되며 , 사용 및 휴대가 편리

합니다 .

2.7m 의 장거리 연결성 및 최대 전도율을 제공하고 신호 전송을 향상

시킬 수있는 USB-C 인터페이스를 갖추고 있습니다 .

• ’DP Alt 모드’ 기능을 활용하는 USB-C 랩탑 또는 스마트폰을단일 케이

블로 HDMI 호환 디스플레이에 연결 *

• 최대 4K@60Hz(3840 X 2160@60Hz) 해상도 지원

• 최대 2.7m 장거리 연결 지원

• 추가적인 동글 및 HDMI 확장 케이블 불필요

• 플러그 앤 플레이 - 드라이버 또는 외부 전원 아답터 불필요

• 모든 주요 운영 체제에서 사용 가능 : Windows®, OS X® Android**

* Intel 7 세대 (kabyLake) 이상의코어 프로세서가 탑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또한 

USB-C 포트를 통한 비디오 출력을 위해 DP Alt 모드를 지원해야 합니다 .

**Android 는 미러 모드만 지원 합니다 .

USB-C to 4K HDMI 컨버터 (2.7m)-UC3238
UC3238

제품 정보는 예고 없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USB 3.1 
Gen1Win, Mac

제품명 UC3238

컴퓨터 연결 1

커넥터

USB 포트 1 x USB-C Male

비디오 출력 1 X HDMI A 타입 Male

비디오

최대 픽셀 클럭 594MHz

최대 해상도 3840 x 2160 @ 60Hz

지원 버전
DP Alt 모드가 내장된 USB3.1 C 타입

(Thunderbolt ™ 3 호환 ), USB 빌보드 장치 
클래스 , HDCP2.2, HDMI2.0

오디오

출력 1 X HDMI A 타입 Male

사용 환경

사용 온도 0° - 40° C

보관 온도 -20° - 60° C

습도 비응축 상태에서 0-80% RH

제품 외관

재질 플라스틱

무게 0.16 kg

크기 (L x W x H) 6.40 x 2.10 x 1.10 cm

HDMI 디스플레이
UC3238

랩탑
(MAC / Windows)

모바일
(Android)

또는

ATEN KOREA Co., Ltd. 
서울시 금천구 디지털로9길 32 (가산동) 갑을그레이트밸리 B동 303호

Tel: 02) 467-6789     Fax: 02) 467-9876     

www.aten.co.kr     E-mail: marketing@ate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