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CE32100
4포트 USB 2.0 CAT 5 연장기 ( 최대100m )

UCE32100은 4 포트 USB 2.0 CAT 5 연장기로서 송신기와 수신기를 포함합니다. USB 2.0의 모든 기능을 활용하여 높은 수준의 데이터 통신 퀄리티와
내구성을 보장합니다.
UCE32100은 CAT 5 이더넷 케이블을 통해 전송 거리를 최대 100m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수신기의 전원 공급장치는 USB 타입의 어떤 보조기도기에
도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합니다. (예: POS, 플래시 드라이브, 웹캠, 스캐너 또는 프린터 등)
진정한 Plug-and-play 솔루션이라 할 수 있는 UCE32100은 모든 운영체계와 호환이 되며 뛰어난 내구성의 금속 하우징이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다양
한 산업군 활용을 위하여 빠르고 범용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벽면 부착 마운트와 딘 레일이 기본 제공되어 사용자 편의에 맞는 공간
활용이 가능 합니다

특장점
USB 2.0 25MB/S 전송속도
무선 장치간 높은 호환율로 무손실 전송
추가 허브 필요없이 최대 4개까지 포트 확장 가능
여러 장치에 한번에 전원을 공급할 수 있는 전원 공급 시스템
컴팩트 사이즈, 벽면 부착용 마운트, 딘 레일 제공
단선 걱정 없는 아답터 연결을 위한 DC Jack lock kit 포함
Window® , OS X ® , Linux ® 지원
별도의 프로그램 설치가 필요없는 Plug-and-play

사양
인터페이스

*로컬 유닛
업스트림 포트 : 1 x USB Type-B Female
다운스트림 포트 : 1 x RJ-45 Female
: 1 x Micro USB Female (펌웨어 업그레이드)
전원 : 1 x DC Jack
*리모트 유닛
업스트림 포트 : 1 x RJ-45 Female
다운스트림 포트 : 4 x USB Type-A Female
: 1 x Micro USB Female (Firmware Upgrade)
전원 : 1 x DC Jack
*USB 사양 : USB 2.0 High-Speed
*케이블타입 : CAT 5 UTP Cable
*신호 범위 : 100m
*LED
LED : 2 x LED
소비 전력 : 송신기 Bus-Powered
수신기 Self-Powered DC 5V, 20W
*사용 환경
사용 온도 : 0°C ~ 50°C
보관 온도 : -20°C ~ 70°C
습도 : 비응축 상태에서 0 - 80% RH

재질

Metal

제품 외관
무게

30 g

크기 (L X W X H)

4.47 x 4.02 x 1.52 cm

최대 비디오 해상도

TBD

노트

일부 랙 마운트 제품은,WxDxH의 표준 물리적 치수를 LxWxH 형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이어그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