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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정보

ThunderboltTM 3 Mini Dock 제품 사용 전, 메뉴얼을 꼼꼼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극도의 높은, 또는 낮은 온도의 환경에서 제품 사용을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제품

사용에 안전한 온도는 0°C - 70°C 사이입니다.

습한 환경에서 제품 사용을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분이나 습기가 제품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

제품 근처에 물이나 액체를 가까이 두지마세요. 제품에 물이 들어가면 감전, 또는 화재의 

위험이 있습니다.

ThunderboltTM 3 Mini Dock 미 사용 중 제품에 물이 들어가면 제품을 ThunderboltTM 3, 

또는 USB-C 포트로 연결하지 마세요. 문제가 발생하면 제품을 뜯어보거나 직접 수리하지 

마세요. 부상의 위험이 있으며 제품 고장의 원인이 될 시 품질 보증서가 무효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CalDigit 기술 지원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사용시 주의 사항

안전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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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운영 체제

ThunderboltTM 3 컴퓨터

macOS 10.12 Sierra 또는 이후 버전

Windows 10 또는 이후 버전

 
   
구성품

1 x CalDigit ThunderboltTM 3 Mini Dock - 듀얼 HDMI

HDMI
HDMI

USB 3.0 USB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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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nderboltTM 3 Mini Dock 제품 도표

Mini Dock - Dual HD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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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hunderboltTM 3 Mini Dock 사용법

ThunderboltTM 3 Mini Dock 케이블을 컴퓨터의 ThunderboltTM 3 포트로 연결해주세요.

모니터의 HDMI 케이블을 ThunderboltTM 3 Mini Dock의 HDMI 포트로 연결해주세요.

모니터와 컴퓨터가 곧바로 연결이 됩니다.

USB 또는 Gigabit Ethernet 케이블을 ThunderboltTM 3 Mini Dock의 알맞은 포트로

연결해주세요.

1.

2.

3.

4.

ThunderboltTM 3 Mini Dock 듀얼 HDMI 사용법

제품 호환성

듀얼 모니터 디스플레이 셋업

Thunderbolt™ 3
Mini Dock Dual HDMI

Thunderbolt™ 3 Mac ✓
Thunderbolt™ 3 PC ✓

USB-C Mac X

USB-C PC X

ThunderboltTM 3 Mini Dock은 다음과 같은 컴퓨터와 호환됩니다.

ThunderboltTM 3 Mini Dock을 통해 4K 해상도의 모니터 2개를 60Hz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미러, 

또는 확장형 디스플레이 둘 다 가능합니다.

듀얼 모니터 셋업 전, 컴퓨터 OS의 디스플레이 세팅을 먼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NOTE

ThunderboltTM 3 Mini Dock은 듀얼 모니터 디스플레이 지원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실제 모니터 해상도는 GPU, OS, Driver 또는 Firmware 

에 따라 제한이 될 수 있으니 아래의 테이블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몇몇의 Windows ThunderboltTM 3 시스템은 듀얼 모니터 디스플레이를 

지원하지 않으니 이 점은 시스템 제조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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듀얼 모니터 디스플레이 지원 해상도

Ethernet

USB

ThunderboltTM 3 Mini Dock에는 Gigabit Ethernet 네트워크에 연결할 수 있는 Gigabit 

Ethernet 포트가 있습니다. 컴퓨터 기본 설정에 따라 ThunderboltTM 3 Mini Dock에 연결된 

네트워크로 인터넷이 연결됩니다. 이 설정은 “시스템 환경설정”에서 “네트워크”를 클릭하시면 

변경이 가능합니다. 또한, 컴퓨터가 멀리있어도 네트워크 연결로 깨울 수 있는 wake-on-LAN 

지원이 가능한 이더넷 포트입니다.

ThunderboltTM 3 Mini Dock의 USB 포트는 다음과 같은 레벨의 성능을 지원합니다.

해상도 비디오 디스플레이 주사율 듀얼 모니터 가능 여부

2K (2560 x 1600) 60 Hz Yes

Full HD (1920 x 1080p) 60 Hz Yes

4K  60 Hz Yes

2K (2560 x 1600) 30 Hz Yes

Full HD (1920 x 1080p) 30 Hz Yes

Thunderbolt™ 3 Mini Dock Dual HDMI

USB 포트 개수 2

USB
USB-A 3.0 (5Gb/s). 5V/0.9A. UASP 지원

USB-A 2.0 (480Mb/s). 5V/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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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 Mini Dock으로 Apple USB SuperDrive 지원이 가능한가요?
a. 아니요.

2. Mini Dock 모선 전원으로 외장 하드까지 전력 공급이 가능한가요?
a. 모선 전원으로 지원이 가능한 외장 하드이면 Mini Dock으로 전력 공급이

가능합니다. USB-A 3.0 포트로는 최대 4.5W (5V/0.9A)의 전력 공급이 가능합니다.

USB-A 2.0 포트로는 최대 2.5W (5V/0.5A)의 전력 공급이 가능합니다.

Mini Dock에 연결된 기기나 외장 하드가 Mini Dock의 지원 가능한 전력치를 초과하면 제품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습니다.

  
3. USB-C 노트북 컴퓨터나 2018년 iPad Pro와 같이 Thunderbolt 3 인터페이스가 
탑재되어 있지 않은 기기에도 연결이 가능한가요?
a. 아니요. Thunderbolt 3 인터페이스가 탑재되어야만 Mini Dock과 호환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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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digit ThunderboltTM 3 Mini Dock 제품 사양

제품 규격 및 무게 
           • 높이: 0.74 inches (18.8 mm)

           • 너비: 4.88 inches (124 mm)

           • 폭: 2.55 inches (65 mm)

           • 케이블 길이: 7.87 inches (200 mm) 

           • 무게: 5.1 oz (145g)

인터페이스
           • 1 x ThunderboltTM 3

           • 2 x HDMI 2.0. HDCP 2.2 지원

           • 1 x USB-A 3.0 (5Gbps). UASP 지원 

           • 1 x USB-A 2.0 (480Mb/s)

           • 1 x Gigabit Ethernet

전력 
             모선 전원

 
시스템 운영 체제
             ThunderboltTM 3 컴퓨터

             macOS 10.12 Sierra 또는 이후 버전 

             Windows 10 또는 이후 버전

사용 환경 
            사용시 온도: 32°F – 158°F (0°C - 70°C). 

            보관시 온도: -40°F – 257°F (-40°C - 125°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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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사양 및 내용물 구성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ThunderboltTM과 ThunderboltTM 로고는 미국과 그 외의 나라에서 등록된 Intel Corporation의 상표입니다. 

HDMI, HDMI 로고, High-Definition Multimedia Interface는 HDMI Licensing LLC의 등록된 상표입니다. 

설명서에 언급된 그 외의 모든 상표들은 각 해당 회사의 상표입니다.

기술 지원
제품 사용 중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CalDigit 기술 지원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mail: support@caldigit.com
                                  • 전화: (714) 572-6668
                                  • 웹사이트: https://www.CalDigit.com/Support

기술 지원부에 문의 시, 다음의 정보를 제공해주세요:

                           1. 제품 serial number (시리얼 넘버)

                           2. 운영체제 및 버전

                           3. 컴퓨터 제조사 및 모델명

                           4. ThunderboltTM 3 Mini Dock에 연결된 장치 목록

품질 보증서
                           • ThunderboltTM 3 Mini Dock의 보증 기간은 2년입니다.

                           • CalDigit 보증서의 자세한 사항은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CalDigit.com/Warranty

더 많은 CalDigit 제품에 대한 추가 정보는 www.caldigit.com 웹사이트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3. 기술 지원 및 제품 품질 보증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