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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gston의 MobileLite Duo 3C는 USB A형을 사용하는 장치에서 뿐 아니라 

USB C형 포트가 있는 최신 제품에서도 최적의 성능을 제공하는 microSD 

카드 리더입니다. 이 다기능 장치는 소형 금속 재질 폼 팩터를 갖추어 

주머니, 지갑 또는 배낭에 넣어 쉽게 휴대할 수 있으며 개인용은  

물론 전문가용으로도 이상적입니다. 연결이 용이한 범용 커넥터를  

갖춘 USB C형 포트를 사용하여 파일과 사진을 보다 빠르게 전송합니다. 

이 다기능 장치는 microSD/SDHC/SDXC, UHS-I를 읽고 최신 카드  

속도를 지원합니다.

MobileLite Duo 3C는 USB 3.1 1세대1(USB 3.0) 사양과 호환되며 비디오, 

사진 및 기타 대용량 파일을 전송할 때 놀라운 성능으로 시간을 

절약합니다. 이 제품은 하나의 카드 리더기를 사용하여 추후에 

사용자들이 USB 3.0으로 옮길 수 있도록 USB 2.0 포트를 가진 이전 

기종과의 호환이 제공합니다. MobileLite Duo 3C는 2년간 보증되며, 

무료 기술 지원과 Kingston®의 전통적인 신뢰를 제공합니다.

듀얼 인터페이스 microSD 리더

제품 기능/사양은 뒷면 참조 >>

MobileLite Duo 3C

>	초소형, 경량 microSD 카드 리더

>	USB A형 및 USB C형 포트를 수용하는 
듀얼 인터페이스

>	내구성과 휴대성을 제공하는  
금속 케이스

>	제한된 수의	확장 포트를 갖춘  
장치에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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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bileLite Duo 3C

사양

 >크기 43mm x 18mm x 11mm

 >작동 온도 0℃ ~ 60℃

 >보관 온도 -20℃ ~ 70℃

 >지원되는 카드 형식 microSD/microSDHC UHS-I/ 

microSDXC UHS-I

 >보증/지원 2년 보증, 무료 기술 지원

 >듀얼 인터페이스 — USB A 및 C형 인터페이스 덕택에 

구형은 물론 신형 시스템에서도 작동합니다.

 >초소형 — 주머니 또는 배낭에 휴대하기 간편한 경량 

스토리지 솔루션입니다.

 >내구성 및 휴대성 — 금속 케이스 덕택에 어디로 여행을 

떠나건 문제가 없습니다.

 >USB 3.1 1세대(USB 3.0) 지원1 — 사진 및 비디오를 빠르게 

다운로드하여 온라인에서 공유할 수 있습니다.

특징 /이점

1 USB 3.1 1세대 성능은 USB 3.0 또는 3.1 포트가 있는 호스트 장치를 필요로 합니다.

FCR-ML3C

부품 번호

호환성 표

USB 2.0 USB 3.0/USB 3.1

Windows® 10, 8.1, 8,  7 (SP1) √ √

Mac OS (v. 10.9.x 이상) √ √

Linux (v. 2.6.x 이상) √ √

Chrome OS™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