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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킨 4포트 미니 허브, USB-C 탑재 노트북의 포트 확장 지원

벨킨의 새로운 MIXIT↑ USB-C 케이블 라인업으로 기기를 안전하게 충전하고 동기화(Sync)

[사진: 벨킨 USB-C 솔루션, 왼쪽부터 4포트 미니 허브, USB-C to USB-A 가정용 충전기, USB-C to USB-A
차량용 충전기, MIXIT↑™ USB-C 케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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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벨킨(대표: 김대원 아시아(APeA) 총괄 본부장

http://www.belkin.com/kr/)은 USB-C 솔루션 라인업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USB-C 솔루션
라인업은 사용자가 빠른 속도로 충전하고 데이터 전송 및 동기화(Sync)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올 봄에 새롭게 출시되는 벨킨의 USB-C 솔루션 라인업은 4포트 미니 허브, USB-C to HDMI 어댑
터, USB-C to USB-A 가정용 충전기, USB-C to USB-A 차량용 충전기, MIXIT↑™ USB-C 케이블로 구
성되어 있으며, 1월 6일부터 9일까지 개최되는 미국 CES(국제 전자제품 박람회) 2016 벨킨 부스에
서 선보인다.
USB-C 포트 2개와 USB-A 포트 2개로 구성된 벨킨 4포트 미니 허브는 USB-C가 탑재된 노트북의
기능성을 확장해준다. USB-C 테터드(tethered) 케이블을 노트북 포트에 꼽고 원하는 플래시 드라
이브, 마우스, 키보드 또는 프린터 같은 USB-C 주변기기나 액세서리를 간단히 연결하면 된다.
USB-C 포트가 탑재된 기기와 HDTV, 4K/Ultra HDTV와의 연결을 위한 벨킨 USB-C to HDMI 어댑
터는 60Hz 속도와 4K 해상도(4K@60Hz)를 지원하여 최고 수준의 화질을 경험할 수 있다.
집안에서나 차량 내 충전을 위한 USB-C to USB-A 가정용 그리고 차량용 충전 키트는 최신 USBC 탑재 스마트폰과 태블릿을 안전하게 충전할 수 있다. 각각의 충전 키트는 약 1.8m의 USB-A to
USB-C 케이블이 포함되어 있으며, 충전기는 2.1Amp의 출력을 제공한다. 또한, 범용인 USB-A 포
트는 다른 유형의 케이블을 사용하여 스마트폰, 태블릿, 웨어러블, 그리고 다른 기기를 충전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내구성이 높고 유연한 MIXIT↑ USB-C to USB-C 케이블은 USB-C 가 탑재된 모든
기기에 빠른 충전과 파일 전송을 위해 안전하게 연결할 수 있다. 또한, MIXIT↑ 제품군에는 기존
기기 충전을 위한 USB-C to USB-A 케이블이 제공된다.
벨킨의 제품 매니지먼트 디렉터인 멜로디 텍슨(Melody Tecson)은 “벨킨은 현재 기준을 지원하는
동시에 USB-C 세대로의 완벽한 전환을 위한 품질 높은 제품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업계의 선두주자로서, 벨킨은 소비자에게 새로운 기준의 의미에 대해서 이해시키는 것과 동시에
사람들의 삶 속에 완전히 녹아 드는 제품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고 이를 위해
벨킨은 USB-C 이점에 대해 알려주는 USB-C 리소스 센터(resource center)와 사용자의 기기에
맞는 케이블을 찾을 수 있는 파인드 더 라이트 케이블(find the right cable)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끝)

[제품 자료]
벨킨 USB-C 솔루션 라인업

벨킨 4포트 미니 허브







USB-C 포트 2 개
USB-A 포트 2 개
5Gbps 의 데이터 전송 속도 (공유 방식)
USB-C 호스트 기기를 통해 전원 공급
간편한 이용을 위한 Tethered Type-C 케이블
900mAh 로 주변기기 충전 (공유 방식)



가격: 69,000원

벨킨 USB-C to HDMI 어댑터




USB-C 수포트 및 HDMI 암포트
4K @60HZ 지원
15cm 길이



가격: 미정

벨킨 USB-C to USB-A 케이블 + 가정용 충전기






제공되는 USB-A to USB-C 케이블로 USB-C 기기에 연결
범용 USB-A 충전 포트에 다른 유형의 케이블 연결 가능
최고 2.1A 의 출력으로 스마트폰, 태블릿, 웨어러블 기기 등 충전
약 1.8 미터 길이의 USB-C 케이블로 차량 내 어디든 연결 가능
최고 480Mbps 속도로 데이터 전송 가능



가격: 미정

벨킨 USB-C to USB-A 케이블 + 차량용 충전기




제공되는 USB-A to USB-C 케이블로 USB-C 기기에 연결
범용 USB-A 충전 포트에 다른 유형의 케이블 연결 가능
최고 2.1A 의 출력으로 스마트폰, 태블릿, 웨어러블 기기 등 충전




약 1.8 미터 길이의 USB-C 케이블로 차량 내 어디든 연결 가능
최고 480Mbps 속도로 데이터 전송 가능



가격: 미정

MIXIT↑™ USB-C to USB-C 충전 케이블 (메탈릭)
MIXIT↑™ USB-C to USB-C 충전 케이블 (클래식)








2.0 USB-C to USB-C
USB-C 포트 탑재 기기 간 연결
양면으로 사용이 가능한 커넥터
480Mbps 데이터 전송 속도
3A 충전 출력
약 1.8m 길이
브래이디드 케이블은 블랙, 골드, 실버, 화이트, 그레이 색상 제공



표준 케이블은 블랙, 블루, 핑크, 퍼플, 레드, 그린, 화이트 색상 제공



가격: 미정

MIXIT↑™ 2.0 USB-C to USB-A 충전 케이블








2.0 USB-C to USB-C
USB-C 포트 탑재 기기 간 연결
양면으로 사용이 가능한 커넥터
480Mbps 데이터 전송 속도
3A 충전 출력
약 1.8m 길이
블랙, 블루, 핑크, 퍼플, 레드, 그린, 화이트 색상 구매 가능



가격: 미정

MIXIT↑™ 2.0 USB-C to Micro-USB 충전 케이블








2.0 USB-C to USB-C
USB-C 탑재 기기 간 연결
양면으로 사용이 가능한 커넥터
480Mbps 데이터 전송 속도
3A 충전 출력
약 1.8m 길이
블랙, 블루, 핑크, 퍼플, 레드, 그린, 화이트 색상 구매 가능



가격: 미정

벨킨 인터내셔널 소개:
벨킨은 사람으로부터 얻은 영감을 바탕으로, 사람들이 IT 기술을 통해 그들의 소중한 경험을
연결할 수 있는 사람 중심의 제품을 만든다. 다양한 수상에 빛나는 벨킨의 제품 군에는 Valet™
애플 워치+아이폰 통합 충전 독, QODE™ 키보드, 다양한 케이블 및 전원 관련 제품 등이 있다.
벨킨의 제품은 사람들이 집이나 학교, 직장 또는 이동 중에 즐겁고 효율적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1983년 개인 회사로 설립된 벨킨은 현재 전세계 30여개 국에서 1,500명
이상의 직원들이 일하는 회사로 성장하고 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벨킨 홈페이지, 벨킨 페이스북, 벨킨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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