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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O & SMB Solutions

사양

특징

UH7230 Thunderbolt 3 멀티포트는 이더넷, 디스플레이포트, USB-C 
3.1Gen 1, 스피커와 마이크를 하나의 케이블을 통해 노트북에 연결 가능
합니다. 올인원 도킹 스타일로 최대 8개의 포트를 제공하여 Thunderbolt 
3 노트북에서 즉시 연결 및 해제가 가능합니다. UH7230은 DisplayPort, 
Thunderbolt 또는 USB-C 디스플레이에 설정 시, 단일 Thunderbolt 모
니터로 최대 5K (5120 X 2880 @60Hz), 듀얼 4K (4096 X 2160 
@60Hz)의 해상도를 멀티 디스플레이 설정이 가능합니다. 기가비트 이더
넷 포트는 최대 1기가비트 (1000Mbps)의 인터넷 속도를 보장 합니다. 
UH7230 멀티포트는 USB 전원 공급 2.0 이 가능하여 일치하는 USB-C 
Windows 또는 20V/4.25A, 15V/3A, 9V/3A와 5V/3A의 사양을 갖춘 
PD 프로파일이 있는 Mac 노트북에 전원을 공급해 줍니다.

UH7230 Thunderbolt 3 멀티포트는 작업실, 학교 또는 집에 있는 노트북
에서 빠르게 주변기기를 연결하고 비디오 컨텐츠를 재생해야 하는 환경에 
매우 적합합니다. 고화질의 영화나 이미지를 편집하거나 디자인을 해야    
하는 멀티 태스킹이 필요한 환경에 추가 모니터로 확장 가능합니다. 
Thunderbolt 3의 노트북과 최상의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

• 하나의 Thunderbolt 3 케이블로 Thunderbolt 3 (40Gbps) 와 

USB3.1 Gen 2 (10Gbps)프로토콜 모두 지원

• 최대 8개 장치를 하나의 Thunderbolt  3 케이블로 연결 가능하고 추

가로 5대의 Thunderbolt 장치로 데이지체인 가능

• 단일 Thunderbolt 3 디스플레이에 5K 해상도 또는 하나의 디스플레

이 포트와 하나의 USB-C / Thunderbolt 3 디스플레이에 듀얼 4K 

해상도 지원

• Thunderbolt 3 노트북 또는 Macbook Pro를 위한 85W 전원 공급 :  

20V/4.25A, 15V/3A, 9V/3A 및 5V/3A 전원 사양 지원 

• 아답터를 통해 기존 Thunderbolt 장치와 호환가능

• 기가비트 이더넷 포트

• 오디오 라인 입력 출력

• OS 지원 : Windows 10 32/64 비트 그리고 OS X Sierra 10.12 이

후 버전

Thunderbolt 3 멀티포트 (도킹 스테이션, 전원 충전 포트 내장) 
UH7230

Win, Mac
USB3.1 
Gen 1

DisplayPort
Quick 
Power 
Charge

제품명 UH7230

컴퓨터 연결 1 Thunderbolt 컴퓨터

장치 연결 최대 5 개 (Thunderbolt 데이지 체인 연결 시 )

커넥터

컴퓨터 1 x Thunderbolt 3 (USB-C) Female (Black)

장치
1 x Thunderbolt 3 (USB-C) Female (Black) 
3 x USB3.1 Gen1 Type-A Female (Blue) 
1 x USB3.1 Gen1 Type-C Female (Black)

LAN 포트 1 x 기가비트 이더넷 Female (Black)

오디오 입력 1 x 3.5mm 스테레오 입력 Female (Black)

오디오 출력 1 x 3.5mm 스테레오 출력 Female (Black)

전원 잭 1

비디오 출력
1x DisplayPort Female 

1x Thunderbolt 3 (USB-C) Female

비디오 해상도

싱글 뷰 : 
Thunderbolt 3 (USB-C) 모니터 - 5K @ 60 

USB-C 모니터 – 4096 x 2160 @ 60 
DisplayPort 모니터  - 4096 x 2160 @ 60 

듀얼 뷰 : 
Thunderbolt 3 (USB-C) 모니터 or

 USB-C 모니터 - 4096 x 2160 @ 60 
DisplayPort 모니터 - 4096 x 2160 @ 60

전원

소비 전력 DC20V , 170W

패키지
1 x Thunderbolt 3 (USB-C) 케이블 

1 x 전원 어댑터 w/ AC 전원 코드

사용 환경

사용 온도 0° ~ 40° C

보관 온도 -20° ~ 60° C

습도 비응축 상태에서 0 - 80% RH

제품 외관

재질 알루미늄

무게 0.37 kg

크기 (L x W x H) 22.20 x 8.20 x 2.60 cm

제품 정보는 예고 없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기가비트
이더넷

지원

랩탑의  USB-C 충전속도를  확인하세요.

Thunderbolt™
데이지 체인

 20V/4.25A 15V/3A  9V/3A or 
5V/3A

* 모든  USB포트는 배터리 충전을 지원합니다. 
   V1.2 ( 5 V / 1.5 A ) 단일 케이블 충전 최대 85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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