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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O & SMB Solutions

US221A/US421A
2/4포트 USB 2.0 주변기기 스위치

제품 사양

제품 기능

US221A/US421A는 하나의 USB 주변기기(프린터, 스캐너, 

대용량 저장 장치 드라이브 등)의 사용을 공유하기 위해 최대 

2/4대의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2/4포트 USB 2.0 

주변기기 스위치입니다.

주변기기 초점은 스위치에 있는 선택버튼을 사용하거나 소프트

웨어 기반의 구성 유틸리티를 사용함으로써, 또는 자동 스위치 

기능을 통해 컴퓨터가 수동으로 초점을 맞춥니다.

 

Windows 및 Mac, 다기능 프린터를 지원하는 US221A/

US421A는 멀티미디어 사무실 환경에서 최신 USB 2.0 주변 

장치를 공유할 수 있는 최적의 방법입니다.

• 2대(US221A)/4대(US421A)의 PC가 1대의 USB 주변기기를 공유 

• 간편한 포트 선택 - 선택 버튼, 설정 유틸리티, 자동 스위치 기능 

• 자동 스위치 기능 - 프린트 서버 필요없음 

• USB 2.0 호환 

• 최대 전송 속도 480 Mbps 지원 

• 멀티플랫폼 지원 - Windows, Mac 

• 디스플레이 포트 초점 LED 표시 

• 과전류 보호 

• 버스 전원 

• 핫 플러그 가능 

• 버저가 컴퓨터의 스위칭을 표시 

• 다기능 프린터 지원 

기능 US221A US421A 

컴퓨터 연결 2 4

컴퓨터 선택 선택버튼, 소프트웨어, 자동 스위치

커넥터
컴퓨터 부분 2 x USB Type B 4 x USB Type B 

장치 부분 1 x USB Type A 1 x USB Type A

LED
장치 부분 1 (Orange) 

선택 2 (Green) 4 (Green) 

스위치 1 x 선택버튼 4 x 선택버튼

전원 공급 USB 버스 전원

사용 환경

사용 온도 5–40°C  

보관 온도 -20–60° C

습도 비응축 상태에서 0–80% RH

제품 외관

재질 플라스틱

무게 54 g 97 g 

크기 
(L x W x H)

7.18 x 6.58 x 2.44 
cm

10.40 x 7.96 x 
2.20 cm

* 제품 사양과 외관은 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Share a USB
Peripheral Device
with up to 4 us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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