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CONNECT 2는 전원 및 데이터에 대해 단일 허브를 통해 모든 장치를 연결된 상태로 유지하는 

차세대 USB 도킹 스테이션입니다. 특허 받은 분할 독(Dock) 설계를 통해 책상 아래에서 다양한 연결 옵션을 

제공하는 동시에 모든 필수 포트가 작업대 위에 편리하게 손이 닿는 곳에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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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B-C, USB-A 및 썬더볼트 연결을 갖춘 범용 USB 도킹 

스테이션

  USB-A와 하위 호환 제공

  60W 또는 100W 파워 딜리버리(PD) 옵션(선택사항)

  최대 2대의 모니터에 4K 비디오 해상도 지원 

  전원 및 데이터를 위한 총 11개의 포트 포함

  전력 공급 전용 충전 포트 2개를 갖추고 있어 잠재적인 보안 

위험 완화

   어떠한 데스크에도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장착 옵션

  색상 옵션: 유광 알루미늄에 흰색 테두리, 은색에 회색 

테두리, 검정색에 검정색 테두리 

  추가적인 보안 및 도난 방지를 위해 허브와 독(Dock) 모두에 

Kensington 보안 잠금 슬롯 사용 가능

  3년 제한 보증

총 11개의 연결

데스크 상단 허브

  2개의 USB-A 데이터 포트

  1개의 USB-C 충전 포트

  1개의 USB-A 충전 포트

  1개의 3.5mm 오디오/마이크

데스크 하단 독

  3개의 USB-A 데이터 포트(1개의 고속 충전 포트)

  2개의  디스플레이 포트

  1개의 이더넷 잭

단독 분할 독(Dock)
으로도 사용 가능  
(모니터 암 없음)



Humanscale은 35년 이상 컴퓨팅 경험을 향상시키는 솔루션을 만들어 왔습니다. 당사의 제품은 

워크스테이션에서 현재의 기술을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M/Connect 2에는 

당사의 전문 지식과 경험이 USB 도킹 스테이션에 적용되어 있습니다. 모니터 암의 유무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는 분할 독(Dock) 디자인은 책상 상단의 케이블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사용 가능한 업무 공간을 넓히며, 

사용자 성과를 향상시킵니다. 

디자인 스토리

M/Connect 2 사용 전

M/Connect 2 사용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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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양
책상 상단 독

USB 포트 60W 또는 100W의 두 가지 모델 옵션을 통한 PD 충전 기능을 포함하는 USB-C 전체 
기능 지원

USB 포트 — 데이터 및 충전 2x USB-A 3.1(5V, 최대 0.9A)

USB 포트 — 충전 전용, 데이터 통신 불가 USB-C(5V, 최대 3.0A)
USB-A(5V, 최대 2.4A)

마이크/헤드폰 3.5mm 콤보 잭

책상 하단 독
HDCP 활성화 미지원

4k
3840x2160 p60
4096x2160 p60

2k
2560x1600 p60
2560x1440 p60

1k
FHD

비디오 1 출력
디스플레이포트++(듀얼 모드 DP1.2)

비디오2 출력
디스플레이포트++(듀얼 모드 DP1.2)

네트워크 기가비트 이더넷
전송 속도 10Mbit/100Mbit/1Gbit

USB 포트 2x USB-A 3.1(5V, 최대 0.9A)
1x USB-A 3.1(충전 포함)(5V, 2.4A)

운영 체제 Windows 7/7Pro(32비트/64비트), 
Windows 8.1/8.1Pro(32비트/64비트), 
Windows 10(32비트/64비트),
Apple OS X
Android
Chrome
Ubuntu

환경 온도 – 작동 0oC~40oC

온도 – 비작동 -20oC~60oC

상대 습도 – 작동 10%~80%(비응축 5~35oC)

상대 습도 – 비작동 5%~90%(비응축 -20~60oC)

고도 – 작동 해발 5,000m까지

고도 – 비작동 5,000m

RoHS 및 WEEE 지침을 충족하도록 설계됨

치수 책상 상단 독 150mm(너비) x 150mm(깊이) x 22.5mm(높이)

책상 하단 독 191mm(너비) x 90mm(깊이) x 23mm(높이)

무게 2.1kg(도크 및 허브)

AC 어댑터 입력 전압 90~264V(47~63Hz)

출력 전압 60W 모델: 20V(+/- 5%), 7.5A, 150W
100W 모델: 20V(+/- %), 9A, 180W

효율 미국 DoE VI 충족

부속품 포함
1x USB-C 전체 기능 지원 케이블 - 길이 1.0m, USB-C–USB-A 어댑터 장착 및 케이블 고정 장치

H
S

M
C

2B
10

21
_K

R

보다 쾌적한 작업 공간 조성   www.humanscal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