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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O & SMB Solutions

제품 사양

제품 기능

4포트 USB 2.0 Cat 5 연장기 UEH4002A는 특허 받은 ExtreamUSB® 

기술의 통합으로 USB 주변 장치를 기본 5m 케이블의 한계를 넘어 확장

할 수 있습니다. UEH4002A와 USB 허브를 캐스케이드하여 컴퓨터에서 

최대 100m 떨어진 곳에 최대 30개의 USB 장치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UEH4002A는 안정적인 데이터 통신을 보장하기 위해 USB 2.0 표준의 

모든 기능을 활용하는 연결 장치이며, 내구성 및 고품질의 연결을 제공합

니다. UEH4002A는 플러그 앤 플레이 솔루션으로 모든 주요 운영 체제

와 호환이 가능하며 전용 Cat 5e 연결을 통해 플래시 드라이브, 키보드, 

마우스, 웹캠 및 대화형 화이트 보드와 같은 모든 USB 주변 장치를 지원

합니다. 통합된 4개의 포트 허브를 사용하면 추가 허브 없이 최대 4개의 

USB 장치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 최대 100m까지 USB 전송 거리 연장

• 모든 USB 2.0 장치를 최대 480Mbps 속도로 지원

• ExtreamUSB® - 깨끗한 USB 2.0 신호 및 플러그 앤 플레이 

   지원 (소프트웨어 및 드라이버 불필요)

• USB 전기 장치 및 타이밍을 완벽히 호환

• LED 표시 디스플레이 포트 포커스

• 모든 주요 운영 시스템: Windows®, OS X® 및 Linux®

4포트 USB 2.0 Cat 5 연장기 
UEH4002A

제품 정보는 별도의 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Win, Mac

기능 UEH4002AL UEH4002AR

커넥터

USB 포트
1 x USB Type B 

Female
4 x USB Type A 

Female

링크 1 x RJ45 Female 1 x RJ-45 Female

전원 N/A 1 x DC 전원 잭

USB 사양
USB 2.0 High/Full/

Low Speed
USB 2.0 High/Full/

Low Speed

USB 장치 수 N/A 4개의 USB 장치

캐스케이드 시
최대 USB 장치 수

N/A 최대 30개의 장치

소비 전력 버스 전원
셀프 전원

DC 5V, 15W

사용 환경

보관 온도 -20° ~ 70° C -20° ~ 70° C

습도
비응축 상태에서
0 - 80% RH

비응축 상태에서
0 - 80% RH

사용 온도 0° ~ 50° C 0° ~ 50° C

제품 외관

재질 금속 금속

무게 0.36kg (로컬 + 리모트)

크기 
(L x W x H)

10.00 x 7.60 x 2.60 
cm

10.00 x 7.60 x 2.60 
cm 

UEH4002AR

UEH4002AL

최대 30개의 USB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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