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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O & SMB Solutions

PU320
2포트 USB 3.0 익스프레스 카드

제품 사양

제품 기능

ATEN PU320은 USB 3.0 수퍼 스피드 디바이스를 지원
하는 2포트 USB 3.0 익스프레스 카드입니다. USB 2.0 
디바이스보다 최대 10배 빠른 스피드를 제공합니다. 
사용자의 PCI 익스프레스를 지원하는 노트북에 2개의 
USB 3.0 포트를 추가하여 간편하고 빠른 액세스 및 데
이터 전송이 가능합니다. 또한 PU320은 USB 2.0 및 
USB 1.1을 호환하며, 현존하는 대부분의 디바이스와도 
호환됩니다.

새로운 USB 3.0 표준은 최대 초당 5Gb의 전송률을 제
공합니다. 고화질 비디오 및 사진과 같은 대용량 데이터
를 백업할 수 있고, 외부 USB 3.0 디바이스를 단시간에 
빠르게 동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PU320 2포트 USB 
3.0 익스프레스 카드는 USB 포트당 900Ma 전원을 공
급하므로, 별도의 전원 장치 없이 추가로 외부 디바이스
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노트북에 2개의 다운스트림 포트 추가 가능 

• 완벽한 USB 3.0 사양 지원 

• 익스프레스 카드/34mm 타입 II 표준 준수 

• USB 1.1 및 2.0 장치와도 호환 가능 

• 향상된 전원 공급 장치를 위한 전원 어댑터 탑재 

• USB-IF 인증 

기능 PU320

커넥터
USB 2 x USB 3.0 Type A

전원 1 x DC 잭

최대 전송 속도 5 Gbps

소비 전력 DC5V, 11W

최대 전류
900 mA per port 

(with 전원 어댑터 )

사용 환경

사용 온도 0–50° C

보관 온도 -20–60° C

습도 비응축 상태에서 0-80% RH

제품 외관

재질 플라스틱, 금속

무게 32 g

크기 

(L x W x H)
11.56 x 4.00 x 1.40 cm

* 제품 사양과 외관은 별도의 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Windows XP 
and Hig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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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B I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