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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O & SMB Solutions

UE2120/UE2120H
UE2120: 1포트 USB 2.0 연장 케이블
UE2120H: 4포트 USB 2.0 연장 허브

제품 사양

제품 기능

UE2120/UE2120H 사용자는 연결된 연장 케이블
을 통해 최대 12m까지 컴퓨터와 USB 장치 간의 거
리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케이블을 통해 전
송되는 USB 신호는 최상의 신호 무손실을 유지하
며, USB 2.0 표준 규격을 호환합니다. UE2120
는 안전한 케이블 간의 연결을 위해, USB 케이블의 
male과 female 끝 부분을 연결하는 잠금 장치라는 
특별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대 5개의 연장 케
이블을 직렬로 동시에 연결하여, 케이블의 거리를 최
대 60m까지 확장할 수 있습니다.

• USB 장치의 거리를 최대 12m(36')까지 연장
• 4개의 다운스트림 USB 2.0 포트 (UE2102H 해당) 
• USB 사양 버전 2.0/1.1 호환 
• 플러그 앤 플레이 - 추가 드라이버 불필요 
• 최대 5개의 연장 케이블을 직렬 연결하여 최대 60m까지 거리 

연장 가능 
• 안전한 연결을 위한 잠금 장치 (UE2120 해당) 
• 버스 전원 - 전원 어댑터 불필요 
• OS 지원 – Windows XP, Vista, 7, Mac, FreeBSD 

Windows XP, Vista, 7, 
Mac and FreeB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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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UE2120 UE2120H

커넥터 
다운스트림 포트

업스트림 
포트

1 x USB Type-A Male

포트
1 x USB 
Type-A 
Female

4 x USB 
Type-A 
Female

전원 N/A
1 x DC 5V 
( 선택 사항 )

LED 전원 1 (Green)

USB 사양
2.0 / 1.1 이상 / Full / 

Low Speed

케이블 길이 12 m 

사용 환경

사용 온도 0-40℃
보관 온도 -20-60℃
습도 0-80% RH

제품 외관

재질 플라스틱
무게 0.56 kg 0.63 kg
크기 
(L x W x H)

6.4 x 2.2 x 
1.3 cm

8.2 x 4.1 x 
1.7 c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