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용자 매뉴얼

인증 받은 자의 상호 : 주식회사 다름 인터내셔널 
기기의 명칭(모델명) : USB 허브 (WL-UHP3407)
제조년월 : 별도 표기
제조자 : Winstars Technology Ltd. 
제조국가 : 중국
인증 번호 : R-R-DRu-WL-UHP3407
보증 기간 : 1년
전화 번호 : 02-2219-5447

안전 관련

- 사용자 매뉴얼을 주의 깊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향후 참조를 위해 사용자 매뉴얼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제품을 습한 곳으로부터 멀리 두십시오.

- 제품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AS 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AS 센터 번호 : 02-2219-5447 )

지적 재산권

해당 내용의 어떠한 부분도 사전 서면 허가 없이는 어떠한 

수단으로도 재사용 할 수 없습니다. 이 문서의 본문에 있는 

직접적인 승인과는 관계없이,  WAVLINK는 모든 트레이드 마크, 

등록된 트레이드 마크, 서비스 마크, 다른 보호된 이름 이나 심벌, 

혹은 관련 서류는 각각의 소유자에게 지적 재산권이 있습니다. 

면책 사항

해당 내용의 어떠한 부분도 사전 서면 허가 없이는 어떠한 수단으

로도 재사용 할 수 없습니다. 이 문서의 본문에 있는 직접적인 

승인과는 관계없이, WAVLINK는 모든 트레이드 마크, 등록된 

트레이드 마크, 서비스 마크, 다른 보호된 이름 이나 심벌, 혹은 

관련 서류는 각각의 소유자에게 지적 재산권이 있습니다. 

이 문서의 내용은 별도의 고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조사는이 문서의 정확성 및 완전성에 관한 보증을 보장하지 

않으며, 특별한 경우 발생한 손해, 우발적, 결과적 또는 기타 손해를 

포함하여 어떠한 이익 손실이나 상업적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WEEE 지침에 따른 제품 폐기

             제품의 서비스 수명이 종료될 경우에는, 이 제품은 

             가정용 혹은 일반 폐기물로 처리되지 않아야 합니다.

             이 제품은 재활용 폐기 혹은 전기적 제품 혹은 폐기 

             업체를 통한 제품의 폐기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개요

USB C 타입 입력

HDMI

USB 3.0

    SD / TF 

(마이크로 SD)

USB-C PD 입력

특징

- 멀티 포트 연결

   HDMI 포트 1개,  USB-C 포트 1개, USB 3.0 포트 2개, 

   SD/TF 카드 슬롯

- 데이터 전송

   USB 3.0 포트는 5Gbps 전송 속도를 지원합니다.

- PD 기능 

   USB C 포트는 최대 100W 의 전력 공급을 합니다.  

- 고화질 해상도 지원

   HDMI 포트는 USB 3.1 VESA 모드로 4K@30Hz 의

   고화질을 지원합니다. 

- 알루미늄 케이스

   고급 알루미늄 케이스를 채택하여, 열에 강하고,

   최대 성능을 발휘할 수 있게 합니다. 

일반

USB-C 4K 미니독은 작은 컴팩트 사이즈로 제작되었습니다.

알루미늄 케이스는 열에 잘 견딜 수 있는 재질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동에  편리함을 더하고, 사용자의 노트북을 100W로 충전할 수

있으며, HDMI 모니터에 화면을 전송할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LED 컬러 : 청색

 - 크기 : 133 X 36 X 11 mm (L x W x H)

 - 무게 : 대략 100g

 - 케이스 컬러 : 회색

 - 사용시 주변 온도 : 0°C ~ 40°C

 - 사용 OS

    Windows

    Mac OS

구성품

- USB-C 알루미늄 4K 미니허브

- 사용자 매뉴얼

설정

컴퓨터의 USB C 타입 포트에 연결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미니독은

멀티 디스플레이 모드를 지원합니다.

Windows 사용자용 (디스플레이)

1. 바탕 화면에서 오른쪽 클릭하여, 

  디스플레이 설정을 클릭합니다.

2. 디스플레이에서 모니터 1 혹은 2를 선택합니다.

3. 여러 디스플레이에서 스크롤을 내려 원하는 

    설정을 합니다.

    ( 디스플레이 복제 / 디스플레이 확장 )

MacOS 사용자 (디스플레이)

1. 시스템 환경 설정(System preferences) 에서 

  디스플레이 (Displays)를 선택합니다.

2. 정렬(Arrangement) 를 선택하여 원하는

     디스플레이를 선택합니다.

확장 모드

3. 미러 모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디스플레이 미러링 (Mirror Displays)  박스를 선택합니다

미러링 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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