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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작하기

구성 확인
이 장에서는 HP USB-C 여행용 도크의 주목할 만한 하드웨어 기능에 대한 설명과 설치 지침을 제공합니다.

참고: HP USB-C 여행용 도크의 일부 기능은 컴퓨터 모델에 따라 지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뒷면 구성 요소

구성 요소 설명

(1)  USB Type-C 케이블 노트북 또는 태블릿에 USB Type-C 충전 포트를 사용하여 도크
를 연결합니다.

(2) USB 3.0 포트 키보드, 마우스, 외장 드라이브, 프린터, 스캐너 또는 USB 허브 
등의 USB 장치(선택 사양)를 연결합니다.

(3) USB 2.0 포트 선택 사양인 키보드, 마우스, 외장 드라이브, 프린터, 스캐너 또
는 USB 허브 등의 USB 장치를 연결합니다.

(4) RJ-45(네트워크) 잭 네트워크 케이블을 연결합니다.

(5) 외장 모니터 포트 외장 VGA 모니터 또는 프로젝터를 연결합니다.

(6) HDMI 포트 고화질 TV, 호환되는 디지털 또는 오디오 구성 요소, 고속 
HDMI(고화질 멀티미디어 인터페이스) 장치 등의 선택 사양 비
디오 또는 오디오 장치를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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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B 도크 설정

1장: 컴퓨터에 연결
▲ 도크에 부착된 USB Type-C 케이블을 AC 전원 공급원에 연결되거나 충전된 컴퓨터의 USB Type-C 충전 

포트에 연결합니다.

참고: 이 도크는 단일 연결을 통해 데이터 전송과 전력 공급이 이루어지는 버스 파워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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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 절전 모드 및 최대 절전 모드 방지

외부 모니터를 사용하는 경우, 컴퓨터를 닫을 수도 있습니다. 외부 모니터 구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3페이지의 외부 모니터 구성을 참조하십시오.

컴퓨터가 닫혔을 때 절전 모드 또는 최대 절전 모드가 시작되지 않게 하십시오.

1. 제어판을 열고 전원 옵션 페이지를 선택합니다.

2. 덮개를 닫으면 수행되는 작업 선택을 클릭합니다. 아무것도 안 함을 클릭한 다음 확인을 클릭합니다.

3. 전원 사용에서 아무것도 안 함을 선택한 다음 변경 내용 저장을 클릭합니다.

참고: 전원 옵션 페이지에 액세스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은 컴퓨터의 도움말 및 지원을 참조하십시오.

소프트웨어 설치
이 섹션에서는 HP USB-C 여행용 도크 소프트웨어를 Windows® 10, Windows 8, 또는 Windows 7 운영 체제를 
사용하는 컴퓨터에 설치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소프트웨어는 도크의 플래시 메모리에 사전 설치되어 있습
니다.

1. 컴퓨터가 켜져 있고 Windows가 실행 중이며, 인터넷에 연결된 상태에서 도크와 컴퓨터를 USB 케이블로 
연결합니다. 장치 드라이버는 자동으로 설치됩니다.

2. 장치 드라이버가 자동으로 설치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 Windows 10—시작, 파일 탐색기, 내 PC를 차례로 클릭한 다음 HP Dock를 두 번 클릭합니다. HP 
Dock Software Installer.exe를 두 번 클릭합니다.

● Windows 8—HP Dock 앱을 클릭합니다. 또는 내 PC를 클릭한 다음 HP Dock를 클릭합니다. HP 
Dock Software Installer.exe를 두 번 클릭합니다.

● Windows 7—시작을 클릭한 다음 컴퓨터를 클릭합니다. HP Dock를 두 번 클릭한 다음 HP Dock 
Software Installer.exe를 두 번 클릭합니다.

3. 시작 화면이 나타납니다. 다음을 클릭합니다.

4. 최종 사용자 사용권 계약이 나타나면 동의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5. 설치를 클릭합니다.

6. 지금 다시 시작할지 나중에 할지 선택합니다. 도크는 다시 시작할 때까지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컴퓨터를 재시작하기 전에 먼저 컴퓨터의 드라이브에서 디스크를 모두 제거합니다. 마침을 클릭합니
다.

7. 최신 드라이버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http://www.hp.com/support로 이동하여 해당 국가 또는 
지역을 선택합니다. 소프트웨어 및 드라이버를 선택하고 도크 밑면에 있는 도크 모델 번호를 입력한 후 
제품 찾기를 선택합니다. 사용 중인 도크에 해당하는 링크를 클릭하여 최신 드라이버를 다운로드합니
다.

외부 모니터 구성
HP USB Dock 사용

HP USB Dock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도크에 연결된 모니터의 디스플레이를 다음과 같이 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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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작업 표시줄에서 HP USB Dock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2. 외장 모니터를 주 모니터에 연결하여 사용하려면 Extend(확장)를 누릅니다.

또는

외장 모니터를 주 모니터의 복사본으로 설정하려면 Mirror(미러)를 누릅니다.

또는

외장 모니터만 디스플레이로 설정하려면 Notebook monitor off(노트북 모니터 꺼짐)를 누릅니다.

또는

외장 모니터를 주 디스플레이로 설정하려면 Set as main monitor(주 모니터로 설정)를 누릅니다.

HP USB Dock를 사용하여 비디오 디스플레이 최적화, 업데이트 확인, 고급 설정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HP 
USB Dock 옵션은 운영 체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Windows를 사용하여 외부 모니터를 구성하는 방법은 
4페이지의 Windows 사용을 참조하십시오.

Windows 사용

Windows를 사용하여 도크에 연결된 모니터의 디스플레이를 구성합니다.

참고: Windows 7을 사용하는 컴퓨터에 도크를 처음 연결하면 Windows 속성 화면이 표시되고, 외부 디스플
레이가 기본 설정인 미러 모드로 자동 구성됩니다.

1. 컴퓨터에서 Windows 10을 실행하는 경우 작업 표시줄 검색 상자에 제어판을 입력한 다음 제어판을 선
택합니다. 모양 및 개인 설정을 선택합니다.

또는

컴퓨터에서 Windows 8을 실행하는 경우 화면의 오른쪽 상단 모서리에서 아래로 포인터를 이동하고 장
치를 클릭합니다. 두 번째 화면을 클릭합니다.

– 또는 –

컴퓨터가 Windows 7을 실행하고 있는 경우, 바탕 화면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한 후 화면 해상
도를 선택합니다.

2. Windows 10 또는 Windows 8을 실행하는 컴퓨터에서 외부 모니터를 주 모니터로 설정하려면 두 번째 화
면만을 선택합니다. Windows 7을 실행하는 컴퓨터에서 외부 모니터를 주 모니터로 설정하려면 이 디스
플레이를 주 모니터로 만들기를 선택합니다.

또는

Windows 10 또는 Windows 8을 실행하는 컴퓨터에서 외부 모니터를 주 모니터의 확장으로 설정하려면 
확장을 선택합니다. Windows 7을 실행하는 컴퓨터에서 외부 모니터를 주 모니터의 확장으로 설정하려
면 디스플레이 확장을 선택합니다.

또는

Windows 10 또는 Windows 8을 실행하는 컴퓨터에서 외부 모니터가 주 모니터를 복제하도록 설정하려
면 복제를 선택합니다. Windows 7을 실행하는 컴퓨터에서 외부 모니터가 주 모니터를 복제하도록 설정
하려면 디스플레이 복제를 선택합니다.

또한 Windows 키 +p를 눌러 디스플레이 설정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추가 소프트웨어 기능 사용
HP USB Dock 소프트웨어는 다음과 같이 도크에 연결된 모니터를 구성하는 추가 기능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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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reen Resolution(화면 해상도)—외장 모니터의 해상도를 변경합니다.

● Screen rotation(화면 회전)—외장 모니터의 디스플레이를 90, 180 또는 270도로 회전합니다.

● Off(끄기)—외장 모니터를 끕니다.

● Advanced(고급)—Windows 디스플레이 속성 상자를 엽니다.

절전 모드, 최대 절전 모드, 종료 및 다시 시작

컴퓨터가 절전 모드 또는 최대 절전 모드를 시작하는 경우 모니터가 꺼집니다. 컴퓨터가 절전 모드 또는 최대 
절전 모드를 종료하는 경우 연결된 모니터가 이전 모니터 설정으로 돌아갑니다.

컴퓨터를 다시 시작하거나 종료한 다음 다시 켜는 경우 연결된 모니터가 이전 모니터 설정으로 돌아갑니다.

외부 모니터 구성 5



2 도크 사용

도크 가이드라인
● 운영 체제—최적의 성능을 위해 도크를 Windows 10, Windows 8 또는 Windows 7 운영 체제를 사용하는 

컴퓨터와 함께 사용하십시오. 3핀 어댑터가 있는 컴퓨터만 지원됩니다.

● 연결 및 분리—컴퓨터가 켜져 있는지와 상관없이 도크를 컴퓨터에 연결하거나 컴퓨터에서 분리할 수 
있습니다.

● 외부 장치—도크가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을 때 외부 장치를 도크의 포트 또는 컴퓨터의 포트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6 2 장   도크 사용



네트워크에 연결
도크를 통해 컴퓨터를 네트워크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 작업을 수행하려면 이더넷 케이블(별도 구매)이 필
요합니다.

경고! 감전, 화재 또는 장비 손상의 위험을 줄이려면 모뎀 케이블 또는 전화 케이블을 RJ-45(네트워크) 잭으
로 연결하지 마십시오.

1. 도크를 컴퓨터에 연결합니다.

2. 이더넷 케이블의 한쪽 끝을 도크의 RJ-45(네트워크) 잭에 연결하고 다른 쪽 끝을 RJ-45 벽면 잭 또는 라
우터에 연결합니다.

참고: 네트워크 케이블에 TV와 라디오의 수신 간섭을 차단하는 잡음 억제 회로(3)가 들어 있는 경우 
케이블의 회로 끝이 컴퓨터를 향하도록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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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B 장치 연결
본 도크의 뒷면 패널에는 USB 3.0 포트 및 USB 2.0 포트가 각각 1개씩 총 2개의 USB 포트가 있습니다. USB 포
트를 사용하여 선택 사양인 외부 USB 장치(예: 키보드 및 마우스)를 연결합니다.

참고: 외부 장치가 도크 전원 사양과 호환되는지 확인하십시오. 호환되지 않는 장치를 사용하면 장치가 연
결된 포트가 비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포트를 재설정하려면 11페이지의 문제 해결을 참조하십시오.

VGA 케이블을 사용하여 비디오 장치 연결(일부 제품만 해당)
참고: 도크에 VGA 비디오 장치를 연결하려면 VGA 케이블(별도 구매)이 필요합니다.

프레젠테이션을 위해 컴퓨터 화면 이미지를 외장 VGA 모니터 또는 프로젝터로 표시하려면 모니터 또는 프로
젝터를 도크의 VGA 포트에 연결합니다.

참고: 도크는 한 번에 하나의 디스플레이 장치만 지원합니다. HDMI 디스플레이 장치가 도크에 연결된 상태
에서는 VGA 디스플레이 장치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VGA 디스플레이 장치를 연결하기 전에 HDMI 디스플레이 
장치를 분리해야 합니다.

▲ 표시된 것처럼 VGA 케이블을 사용하여 모니터 또는 프로젝터와 도크의 VGA 포트를 연결합니다.

참고: 이 도크는 도크의 외장 모니터 포트에 연결된 디스플레이 장치에서 블루레이 또는 다른 보호된 콘텐
츠 보기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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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MI 케이블을 사용하여 비디오 장치 연결(일부 제품만 해당)
참고: 도크에 HDMI 장치를 연결하려면 HDMI 케이블(별도 구매)이 필요합니다.

참고: 도크는 한 번에 하나의 디스플레이 장치만 지원합니다. VGA 디스플레이 장치가 도크에 연결된 상태
에서는 HDMI 디스플레이 장치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HDMI 디스플레이 장치를 연결하기 전에 먼저 VGA 디스
플레이 장치를 분리해야 합니다. 

고해상도 TV 또는 모니터에서 컴퓨터 화면 이미지를 보려면 다음 지침에 따라 고해상도 장치를 연결합니다.

1. HDMI 케이블의 한쪽 끝을 도크의 HDMI 포트에 연결합니다.

2. 케이블의 다른 쪽 끝을 고화질 TV 또는 모니터에 연결합니다.

HDMI 오디오 설정

HDMI는 고화질 비디오 및 오디오를 지원하는 유일한 비디오 인터페이스입니다. HDMI TV를 도크에 연결한 후 
다음 단계에 따라 HDMI 오디오를 켤 수 있습니다.

1. 작업 표시줄의 오른쪽 끝에 있는 알림 영역에서 스피커 아이콘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한 다음 
재생 장치를 선택합니다.

2. 재생 탭에서 디지털 출력 장치의 이름을 선택합니다.

3. 기본값 설정을 클릭한 다음 확인을 클릭합니다.

오디오 스트림을 컴퓨터 스피커로 되돌리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작업 표시줄의 오른쪽 끝에 있는 알림 영역에서 스피커 아이콘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한 다음 
재생 장치를 클릭합니다.

2. 재생 탭에서 스피커를 누릅니다.

3. 기본값 설정을 클릭한 다음 확인을 클릭합니다.

HDMI 케이블을 사용하여 비디오 장치 연결(일부 제품만 해당) 9



3 도크 분리

컴퓨터에서 도크를 분리하려면 다음 단계를 따르십시오.

1. 작업 표시줄의 오른쪽 끝에 있는 알림 영역에서 하드웨어 안전하게 제거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2. USB 도크를 안전하게 제거를 클릭합니다. 하드웨어 안전하게 제거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3. 컴퓨터에 연결된 도크의 USB Type-C 케이블을 분리합니다.

4. 케이블을 도크 밑면에 고정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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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제 해결

일반 문제 해결
다음 표에는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및 해결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용 및 연결 문제

문제 발생 원인 해결 방법

도크의 포트 또는 잭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도크가 컴퓨터에 제대로 연결되지 않았습
니다.

컴퓨터에서 USB 케이블을 분리한 다음 케
이블을 컴퓨터에 다시 연결합니다.

도크가 USB Type-C 충전 포트에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USB Type-C 케이블을 컴퓨터의 USB Type-
C 충전 포트에 연결합니다.

도크의 USB 포트가 비활성화되었습니다. 포트에 연결된 USB 장치가 도크의 전원 사
양과 호환되지 않거나 전력을 너무 많이 소
비합니다.

USB 장치가 도크 전원 사양과 호환되는지 
확인하십시오.

참고: HP에서는 전원 요구 사항으로 인해 
도크에 외장 드라이브를 사용하는 것을 권
장하지 않습니다.

USB 3.0 포트는 최대 5V, 900mA를 지원합
니다. USB 2.0 포트는 최대 5V, 500mA를 지
원합니다.

포트를 재설정합니다.

1. 사용할 수 없게 된 포트에서 장치를 
분리합니다.

2. 컴퓨터에서 도크를 분리한 다음 다시 
연결합니다.

도크를 컴퓨터에 연결하면 WLAN과 LAN이 
모두 연결됩니다.

WLAN 연결에서 LAN 연결로의 전환은 지원
되지 않습니다.

WLAN 연결 해제:

Windows 10을 사용하는 경우:

1. 시작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
한 다음 네트워크 연결을 선택합니다.

2. Wi-Fi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
릭한 다음 사용 안 함을 클릭합니다.

Windows 8을 사용하는 경우:

1. 화면 오른쪽 위 모서리에서 아래로 포
인터를 이동하고 설정, PC 설정 변경
을 차례로 선택합니다.

2. 무선을 선택하고 무선 장치가 꺼짐으
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Windows 7을 사용하는 경우:

● 시작, 제어판, 하드웨어 및 소리, 
Windows 모바일 센터를 차례로 선택
합니다. 무선 네트워크 끄기를 클릭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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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

● 알림 영역에서 숨겨진 아이콘 표시 화
살표를 클릭한 다음 HP Connection 
Manager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HP Connection Manager 창에서 
WLAN 전원 아이콘을 클릭하여 끕니
다.

오디오 문제

문제 발생 원인 해결 방법

오디오가 재생되지 않습니다. 드라이버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드라이버를 설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3페이지의 소프트웨어 설치를 참조하십시
오.

연결된 홈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에 오디오
가 없습니다.

오디오가 제대로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도크가 홈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에 제대로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비디오 문제

문제 발생 원인 해결 방법

비디오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드라이버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드라이버를 설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3페이지의 소프트웨어 설치를 참조하십시
오.

HDMI에 연결된 외부 모니터의 화면 해상도
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외부 모니터의 화면 해상도가 최대치인 
2048 x 1280보다 높습니다.

단일 링크 모니터를 사용합니다.

외부 모니터의 글꼴 및 기타 문자가 크게 
표시됩니다.

외부 모니터 화면 해상도는 최대 한도 
1600 x 1200 또는 1680 x 1050보다 높습니
다.

화면 해상도를 최대 한도 이하로 설정하십
시오.

그래픽 응용프로그램이 외부 모니터를 감
지하지 못합니다.

일부 그래픽 응용 프로그램은 도크에 연결
된 외부 모니터를 감지하지 못합니다.

HP USB 도크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외부 
모니터를 구성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3페이지의 외부 모니터 구성을 참조하십시
오.

일부 Intel 그래픽 응용프로그램을 사용하
면 외부 모니터를 기본 모니터로 설정할 수 
없습니다.

구형 Intel 그래픽 응용프로그램은 외부 모
니터를 기본 모니터로 설정하는 것을 지원
하지 않습니다.

http://www.hp.com/support에서 최신 
Intel 드라이버를 다운로드하십시오.

컴퓨터 모니터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도크가 컴퓨터에서 분리되기 전에 외부 모
니터가 도크에서 분리되었습니다.

도크를 컴퓨터에서 분리한 후 외부 모니터
를 도크에서 분리하십시오.

Blu-ray 또는 다른 보호된 콘텐츠를 재생할 
때 외부 모니터 포트에 연결된 비디오 장치
가 검은색 화면을 표시합니다.

본 도크는 도크의 외장 모니터 포트에 연결
된 외부 디스플레이 장치에서 블루레이 또
는 다른 보호된 콘텐츠 보기를 지원하지 않
습니다.

컴퓨터의 디스플레이를 사용하거나 외부 
디스플레이 장치를 컴퓨터에 연결하십시
오.

12 4 장   문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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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정보
● 도크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와 도크 사용에 관한 정부 기관 및 안전 정보를 확인하려면 도움말 및 지원에 

액세스하십시오.

● HP 웹 사이트(http://www.hp.com)에서는 제품 소식과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제공합니다.

지원 문의
이 장의 문제 해결 방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 지원 팀에 문의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제품에 문제가 발생하여 문의를 하는 경우 다음 정보를 준비하면 빠른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참고: 도크의 일련 번호 및 기타 정보는 도크의 밑면에 있는 서비스 레이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컴퓨터 및 도크의 모델명과 모델 번호

● 컴퓨터 및 도크 일련 번호

● 컴퓨터 및 도크를 구매한 날짜

● 문제가 발생한 상황

● 나타난 오류 메시지

● 사용 중인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 컴퓨터와 도크에 연결된 구성 요소의 제조업체 및 모델

HP 컴퓨터를 사용하여 지원 팀에 문의하려면 시작을 선택한 다음 도움말 및 지원을 선택합니다. 지원 문의를 
클릭하여 지원 전문가와 채팅 세션을 시작합니다.

미국 내 지원은 http://www.hp.com/go/contactHP를 참조하십시오. 전 세계 지원은 http://welcome.hp.com/
country/us/en/wwcontact_us.html을 참조하십시오.

다음 지원 유형 중에서 선택합니다.

● HP 전문 기술자와 온라인 상담

참고: 대화에서 특정 언어가 지원되지 않을 경우 영어로 대화가 가능합니다.

● HP 지원 세계 각국 지사 전화번호부 검색

● HP 서비스 센터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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