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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정보 

소개�

재택근무가 활성화된 시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홈오피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집� 사무실� 카페 

등� SOHO �Small Office Home Office� Dock은 어떤 환경에서도 원활하게 연결이 가능하며 작

은 사이즈로 휴대까지 간편한 포터블 허브입니다� 차세대 USB 3.1 Gen� 2의 10Gb�s 퍼포먼스를 

제공하는 CalDigit SOHO Dock으로 4K 모니터� SD 카드� 외장하드 등 필요한 모든 장치를 간편하

게 연결하세요�

사용 시 주의 사항

- 제품 사용 전� 매뉴얼을 꼼꼼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극도의 높은� 또는 낮은 온도의 환경에서 제품 사용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품 사용에 안전

한 온도는 4�4°C - 35°C �40°F ‒ 95°F� 사이입니다�

- 습한 환경에서 제품 사용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분이나 습기가 제품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USB 전력 사양을 준수하는 인증된 C 타입 충전기만 SOHO Dock으로 연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력 사양을 준수하지 않은 충전기를 사용하는 경우 제품 연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SOHO Dock으로 외장하드 등의 저장 장치를 연결하여 파일을 전송하는 동안 C 타입 충전기를 연

결하거나 분리하지 마세요� 장치의 연결이 끊어지거나 데이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전 사항

- 제품 근처에 물이나 액체를 가까이 두지 마세요� 제품에 물이 들어가면 감전� 또는 화재의 위험이

있습니다�

- 제품이 꺼져있는 상태에서 물이 들어가면 제품의 전원을 다시 켜지 마세요� 장치에 문제가 발생하

더라도 제품을 뜯어보거나 직접 수리하지 마세요� 부상의 위험이 있으며 제품 고장의 원인이 될 시

품질 보증서가 무효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CalDigit 기술지원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스템 요구 사항�

썬더볼트3� 썬더볼트 4, 또는 USB C 타입 컴퓨터�

macOS 10.14.5 이상

Windows 10 이상

구성품�

A� SOHO Dock 1개

B� C타입 케이블 �0�5m� 1개



호환성 및 연결

노트북 호환성�

SOHO Dock은 USB�C Gen�2 �10Gb�s�� USB�C Gen�1* �5Gb�s�� 썬더볼트3 �40Gb�s�� 그리고 

썬더볼트4 �40Gb�s� 노트북 및 컴퓨터와 모두 호환이 가능합니다��

*SOHO Dock은 2세대 �Gen�2� 허브이므로 USB�C 1세대 �Gen�1� 노트북과 연결시 성능이 저하

됩니다�

USB C 타입 1세대

�데이터 전송 속도 

5Gb�s�

USB C 타입 2세대

�데이터 전송 속도 

10Gb�s�

썬더볼트3 또는 4

�데이터 전송 속도 

40Gb�s�

맥�Mac
제한된 성능으로�

연결 가능

호환 가능��

최대 속도10Gb�s

호환 가능��

최대 속도 10Gb�s

윈도우
제한된 성능으로�

연결 가능

호환 가능��

최대 속도 10Gb�s

호환 가능��

최대 속도 10Gb�s

참고� 일부 윈도우 노트북은 C 타입 포트로 충전� 모니터 출력 등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

항은 노트북 제조업체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니터 연결

윈도우 사용자는 SOHO Dock으로 듀얼 모니터 확장형과 미러링 모두 출력이 가능합니다� 맥 사용

자는 듀얼 모니터 미러링 출력만 가능합니다 �macOS는 현재 MST�Multi�Stream Transport 기

능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확장형 모니터 출력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SOHO Dock으로 가능한 모니터 출력 최대 해상도는 다음의 차트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USB C 타입�

2세대 윈도

우�

노트북�

12인치 맥북 

�USB C 타입 

내장 모델��

맥북 프로�

아이맥�맥프로�

맥미니�

윈도우�

썬더볼트3�

노트북

아이패드�

프로 또는 

윈도우 태

블릿�

*최대 100W�

전력 공급
✓ ✓ ✓ ✓ ✓



싱글 4K 30Hz�

모니터 출력

✓ ✓ ✓ ✓ ✓

싱글 4K 60Hz�

모니터 출력�
✓ X� ✓ ✓ X�

확장형�

듀얼 4K 30Hz�

모니터 출력�

✓ X** X** ✓ X�

미러링�

듀얼 4K 30Hz�

모니터 출력�

✓ ✓ ✓ ✓ X�

미러링�

듀얼 4K 60Hz 

모니터 출력�

✓ X ✓ ✓ X�

*C 타입 충전 케이블 및 충전기는 구성품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독점 충전 기능이있는 윈도우 

노트북� 또는 전원 공급이 지원되지 않는 C 타입 포트를 내장한 노트북의 경우 충전이 가능하지 않

습니다�

**확장형 듀얼 모니터 출력은 윈도우에서만 가능합니다�

추가 장치 연결

무전원 모드 �호스트에 의해 전원이 공급되는 경우��

USB C 타입�

2세대 윈도

우�

노트북

12인치 맥북 

(USB C 타입 

내장 모델) 

맥북프로�

아이맥�맥프로�

맥미니�

윈도우

썬더볼트3�

노트북

아이패드�

프로 또는 

윈도우 태

블릿

USB C 포트 ✓ ✓ ✓ ✓ X**

USB A 포트 ✓ ✓ ✓ ✓ X**

SD 4.0

카드 리더�
✓ ✓ ✓ ✓ ✓

micro SD 4.0 ✓ ✓ ✓ ✓ ✓



카드 리더

아이패드 또는 태블릿에 연결하여 외장하드와 같은 USB 저장 장치를 연결하는 경우� SOHO Dock

으로 18W 이상의 C 타입 충전기*를 연결해주시기 바랍니다� 18W 미만의 충전기는 연결된 USB 장

치를 작동하기에 전력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패스쓰루 전원 모드 �C 타입 충전기로 전력이 공급되는 경우��

USB C 타입�

2세대 윈도우

노트북

12인치 맥북 

(USB C 타입 

내장 모델) 

맥북프로�

아이맥�맥프로�

맥미니�

윈도우�

썬더볼트3�

노트북

아이패드�

프로 또는 

윈도우 태

블릿

USB C 포트 ✓ ✓ ✓ ✓ ✓

USB A 포트 ✓ ✓ ✓ ✓ ✓

SD 4.0

카드 리더�
✓ ✓ ✓ ✓ ✓

micro SD 4.0 

카드 리더
✓ ✓ ✓ ✓ ✓

* C 타입 충전기는 구성품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독점 충전 기능이있는 윈도우 노트북� 또는 

전원 공급이 지원되지 않는 C 타입 포트를 내장한 노트북의 경우 충전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태블릿� 스마트폰 호환성�

SOHO Dock은 아이패드 프로�에어� 윈도우 태블릿 및 USB�C 스마트폰과도 호환이 가능합니다�

호환 가능한 모델

아이패드 프로 �USB�C 

내장 모델�
USB�C 내장 모델

아이패드 에어 �4세대 이

상�
4세대 이상 �USB�C 내장 모델�



윈도우 태블릿 USB�C 내장 모델

USB�C 스마트폰 USB�C 내장 모델



SOHO Dock 사용하기

무전원으로 노트북을 연결하는 경우

1. 구성품에 포함된 CalDigit USB�C 케이블을 SOHO Dock의 �computer� 포트로 연결해 주세

요�

2. 케이블의 반대편을 노트북 또는 컴퓨터의 C 타입�썬더볼트3�썬더볼트4 포트로 연결해 주세요�

3. 연결된 노트북의 전력을 사용하여 SOHO Dock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USB�C 충전기를 연결하여 연결하는 경우

1. 구성품에 포함된 CalDigit USB�C 케이블을 SOHO Dock의 �computer� 포트로 연결해 주세

요�

2. 케이블의 반대편을 노트북 또는 컴퓨터의 C 타입�썬더볼트3�썬더볼트4 포트로 연결해 주세요�

3. SOHO Dock의 충전기 전용 포트*로 USB�C 충전기를 연결해 주세요�

SOHO Dock의 충전기 전용 포트

4. 연결된 충전기의 전력으로 SOHO Dock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타사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 10Gb�s� 5A USB�C 케이블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C 타입 충전기는 구성품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독점 충전 기능이있는 윈도우 노트북� 또는 전

원 공급이 지원되지 않는 C 타입 포트를 내장한 노트북의 경우 충전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충전기는 충전기 전용 포트로 연결해주시기 바랍니다� 18W 이하의 충전기는 충전이 불가할 수 있

습니다�



참고� 맥북 충전기의 USB�C 케이블로 SOHO Dock을 연결하시는 경우 호환이 가능하지 않습니

다� 구성품에 포함된 CalDigit USB�C 케이블� 또는 10Gb�s의 USB�C 케이블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페이스 개요 

호스트 포트



SOHO Dock에 내장된 USB�C �호스트� 포트는 10Gb�s 성능을 제공합니다� 컴퓨터 연결 전용 포

트이며 데이터 전송은 불가합니다��

HDMI 2�0b�

HDMI 2�0b 포트로 최대 4096 x 2160 60Hz*�모니터 또는 TV 연결이 가능합니다� HDR 10 컨텐츠 

또한 지원됩니다��

*4K 60Hz는 DP 1�4를 지원하는 USB�C 포트를 내장한 노트북만 가능합니다�

DisplayPort 1.4 

SOHO Dock의 DP 포트는 최대 4096 x 2160 60Hz*�모니터를 지원하며 HDR10 또한 지원합니

다�

*4K 60Hz는 DP 1�4를 지원하는 USB�C 포트를 내장한 노트북만 가능합니다�

참고� 제품에 내장된 비디오 인터페이스 이외의 모니터를 연결하시는 경우� �액티브� 젠더�케이블

을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액티브가 아닌 제품은 변환된 신호를 전달할 수 없으며 모니터 출력이 

불가합니다� �예� 액티브 DP to VGA�RGB��

SD & microSD 카드 리더

SOHO Dock은 SD 4�0와 microSD 4.0 카드 리더를 내장하고 있습니다� 두 카드 리더 모두 UHS�

II를 지원합니다��

SOHO Dock으로 SD 카드 삽입 시�SD카드의 핀이 아래로 향하게 끔 삽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SOHO Dock으로 microSD 카드 삽입 시�SD카드의 핀이 위로 향하게 끔 삽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SD 카드와 방향이 반대입니다��

 

Pass�Through 충전 포트

SOHO Dock의 패스 쓰루 충전 포트는 최대 100W의 전력 공급을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연결된 노

트북 또는 태블릿으로 전력 공급이 가능하며� USB 장치 또한 충전이 가능합니다 �노트북이나 태블

릿으로 공급되는 실제 전력량은 충전기의 전력량과 SOHO Dock으로 연결된 USB 장치에 따라 상

이할 수 있습니다�� 충전 포트는 충전기 연결 전용이며 모니터 출력� 또는 데이터 전송이 불가합니

다�

패스 쓰루 충전은 18W 이상의 충전기 사용이 요구되며 USB�C의 전력 사양이 100W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100W 이상의 충전기를 사용하시는 경우 노트북이 더 빠르게 충전되지는 않습니다�

참고� 일부 윈도우 노트북은 USB�C 포트로 충전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충전 기능 지원 여부는 노트

북 제조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충전기 전력량 전원 모드 참고

18W 미만 무전원 모드

18W 미만의 충전기를 사용하시는 경

우 SOHO Dock은 노트북의 전력을 

사용하게됩니다 �무전원 모드�� 18W 

이상의 C 타입 충전기를 사용하시는 

경우 패스 쓰루 충전이 가능합니다�



18W�100W 사이 패스 쓰루 충전 모드 18W�100W 사이의 충전기를 사용하

는 경우 충전기에서 제공되는 전력으

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100W 이상 패스 쓰루 충전 모드

100W 이상의 C 타입 충전기 연결 시 

호환이 가능합니다� USB�C의 100W 

전력 공급 사양을 초과하지 않으며 노

트북이 더 빠르게 충전되지 않습니다�

SOHO Dock의 노트북 충전 전력량

아래의 표는 Apple C 타입 충전기를 SOHO Dock으로 연결 시 노트북으로 제공되는 전력량에 대

한 정보입니다� 타사 C 타입 충전기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USB�C 충전기�

전력량

노트북 전력량

연결된 USB�

장치가 없는 경우

USB A 타입 장치

가 연결된 경우

USB C 타입 장치

가�

연결된 경우

USB A 타입� C 타

입 장치가 모두 연

결된�

경우

Apple 18W 8W 2W 2W 1W

Apple 30W 20W 14W 14W 8W

Apple 61W 50W 44W 44W 38W

Apple 87W 76W 70W 70W 64W

Apple 96W 84W 78W 78W 72W

100W 이상 90W 84W 84W 78W

USB�C 3.2 Gen� 2 포트

데이터 전송 속도 10Gb�s의 USB�C 포트는 초고속 SSD 연결이 가능합니다� 데이터 전송 전용이며 

모니터� 또는 충전기 연결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USB�A 3.2 Gen� 2 포트



10Gb�s의 USB�A 포트를 통해 마우스� 키보드� 외장하드 등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전송 전

용이며 6�5W의 전력 공급이 가능합니다�

Bus�Powered �무전원� 모드

SOHO Dock은 연결된 노트북의 전원을 사용하는 무전원 허브입니다� 노트북의 USB�C 포트로 할

당된 전력을 초과하지 않도록 알맞은 수의 포트를 내장하고 있으며 이 모든 포트는 동시에 안전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Pass�Through �패스쓰루� 충전 모드

C 타입 충전기를 SOHO Dock으로 연결하는 경우 제공되는 전력은 노트북� USB�C� 그리고 USB�A 

포트로 공급됩니다� 연결된 USB 장치가 추가될수록 노트북으로 제공되는 전력은 낮아집니다�

발열관리

SOHO Dock은 알루미늄 재질로 만들어졌습니다� 플라스틱과 달리 열을 발산하여 장치의 수명을 

늘리고 재활용까지 가능한 친환경 소재입니다� 연결된 장치가 많을수록 열을 발산하기 위해 SOHO 

Dock은 자연스럽게 따뜻해지며 이는 내부 부품의 수명을 연장시키는 효과적인 기술입니다��

SOHO Dock으로 충전기가 연결된 경우 전력이 공급되기 때문에 열이 더 발생할 수 있으며 제품의 

정상 작동 온도�(0 - 50° C� 이내로 작동합니다�

발열 관리를 위해 평소 바람이 잘 통하고 개방된 공간에 제품을 두고 사용할 것을 권장해드립니다� 

제품과 주변의 다른 장치 사이에 충분한 공간을 두어 공기가 잘 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품 사양

인터페이스

USB C 타입 10Gb�s �호스트 연결� 포트 1개

USB C 타입 10Gb�s �데이터 전용� 포트 1개

USB A 타입 10Gb�s �데이터 전용� 포트 1개

USB C 타입 �전력 공급� 포트 1개

HDMI 2�0b 포트 1개

DisplayPort 1.4 포트 1개

SD 4.0 UHS�II 카드 리더 1개

microSD UHS�II 카드 리더 1개

전력

무전원 또는 C 타입 충전기로 패스쓰루 전력 공급

C 타입 호스트 충전

최대 100W까지*

제품 규격

높이 : 1.9 cm

가로 : 6.43 cm

세로 : 9.3 cm

무게� 90 g

시스템 요구 사항

macOS 10.13.6 이상

Windows 10 이상

iPadOS 13.6 이상

USB C 타입 노트북 또는 태블릿

썬더볼트3 또는 썬더볼트4 노트북

구성품

SOHO Dock

C 타입 케이블 �0�5m�

품질 보증 기간

2년



*C 타입 충전기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술지원 및 제품 품질 보증서

기술지원

제품 사용 중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CalDigit 기술지원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mail：korea@caldigit�com

전화：1668-1695

기술 지원부에 문의 시� 다음의 정보를 제공해 주세요�

1. 독�허브 제품명 및 시리얼넘버�

2. 노트북 모델명 및 운영체제�

3. 문제가 발생하고있는 장치 모델명 및 연결포트�

4. 문의 내용� 

품질 보증서

SOHO Dock의 품질 보증 기간은 2년입니다�

더 많은 CalDigit 제품에 대한 정보는�https���www�caldigit�com��웹사이트에서 찾으실 수 있습

니다�

https://www.caldigit.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