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지텍 Tap 액세서리

TAP 액세서리

체에서 더 잘 보이게하기 위해서는 라이저 마운트를 
이용하여 Tap 의 화면 각도를 14 에서 30 로 높일 수 
있습니다. 두 마운트 모두 깔끔한 외관을 위해 그로밋 
케이블링을 지원하며 테이블 양쪽에서 쉽게 조작할 
수 있도록 180° 회전합니다.  

복도 및 소형 회의실에서는 스탠드업 회의용 월 마
운트를 이용하여 테이블 공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Tap은 또한 100mm VESA 패턴으로 설계되어 수천 개
의 타사 마운트 및 액세서리와도 호환됩니다.

로지텍 Tap 은 10.1 인치 터치 스크린을 통해 호환되는 
화상 회의 및 협업 애플리케이션을 손쉬운 터치 컨트
롤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드립니다. 또한 다양한 장착 
및 케이블링 옵션을 통해 대부분의 회의실에 Tap 을 
통합하고 설치 할 수 있으며, 회의실 컴퓨터를 회의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배치할 수 있습니다. 

테이블 마운트는 그로멧이 있는 컨퍼런스 룸 테이블
에 맞게 설계되어 Tap 을 로우 프로파일 형태로 고정
할 수 있게 해 줍니다. 대형 회의실의 경우 회의실 전

Tap을 어느 곳에 설치하든 내벽형 정격 로지텍 
Strong USB 케이블로 편리하고 견고한 케이블 라
우팅이 가능합니다. 10미터와 25미터 길이의 로지
텍 Strong USB는 일반 USB 케이블의 최대 5배 길이
를 제공하므로 Tap과 회의실 컴퓨터를 거의 모든 곳
에 장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로지텍 Strong USB는 
아라미드 강화, 플리넘 정격 및 Eca 인증을 받았으
므로 벽, 천장 위 또는 표준 3⁄4인치 도관 내부에 케
이블을 숨길 수 있습니다.



기능 및 특징

피벗이 포함된 로우 프로파일: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180° 회전이 가
능하며 Tap의 매끈한 외관과 14° 화면 각을 유지합니다.

대부분의 테이블에 적합: 최대 두께 50mm 및 그로밋 직경 51-89mm
인 테이블까지 맞춤 사용이 가능합니다.

피벗을 포함한 하이 프로파일: Tap의 화면 각을 30°로 올려 대형 회의
실에서 더 잘 볼 수 있으며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180° 회전이 가능합
니다.

대부분의 테이블에 적합: 최대 두께 50mm 및 그로밋 직경 51-89mm
인 테이블까지 맞춤 사용이 가능합니다.

테이블 마운트

라이저 마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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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 관리: 깔끔한 외관을 위해 그로밋을 통한 케이블 다운 라우팅
을 지원합니다.

케이블 관리: 깔끔한 외관을 위해 그로밋을 통한 케이블 다운 라우팅
을 지원합니다.

어떤 벽에든 깔끔한 설치: 플레이트와 클리트 구조는 얇은 두께로 매
끈한 외관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HDMI 케이블 클립: 유선 콘텐츠 공유를 지원하는 애플리케이션과 함
께 사용할 때 쉽게 액세스할 수 있도록 HDMI 케이블을 걸어놓을 수 
있습니다.

월 마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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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벽 케이블링: Tap의 후면 및 하단 케이블 출구로 벽 내부 또는 바닥 
아래로 케이블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로지텍 STRONG USB 케이블

내벽형 정격: 아라미드 강화, 플리넘 정격 및 Eca 인증으로 벽, 천
장 위 또는 표준 3/4인치 도관 내에서 높은 인장 강도와 내구성을 
제공합니다.

안정적인 연결: 로지텍 Strong USB는 사용자가 Tap을 회의실에서 
이동할 때에도 Tap의 내부 케이블 고정 및 압력 완화 시스템을 통
해 안전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호환성: USB 3.1, 3.0 및 2.0을 지원하는 액티브 광케이블은 MeetUp 
및 Rally 카메라와 같은 자체 전원 USB 타입 C 장치 또는 자체 전원 
공급 장치가 있는 모든 USB 타입 C 허브와 호환됩니다.

컴퓨터를 보이지 않는 곳에 배치: 10미터 및 25미터 길이의 케이블
을 이용하여 회의실 컴퓨터를 회의 참석자들로 부터 멀리 떨어뜨려 
보이지 않도록 배치할 수 있으며, 컴퓨터의 소음, 열, 케이블로부터 
자유로와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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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 고정: 2피스 케이블 고정 클램프로 압력을 완화하고 USB, HDMI, 
전원 및 네트워크 케이블을 단단하고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SFF PC에 적합: 견고한 강철 마운트는 소형 폼 팩터(SFF) 및 
Chromebox 컴퓨터 및 75mm 또는 100mm VESA 패턴이 있는 장착 플
레이트에 적합합니다.

PC 마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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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드어웨이 디자인: 벽의 디스플레이 뒤 또는 테이블 아래에 PC를 
보이지 않게 장착하기 위한 하드웨어가 포함되어있습니다.



© 2019 Logitech. 로지텍, 로지텍 로고 및 기타 로지텍 마크는 로지텍의 소유이며 등록 상표일 수 있습니다. 그 밖의 모
든 상표는 해당 소유자의 자산입니다. 로지텍은 이 발행물에 명시된 어떤 오류에 대해서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여기에 
수록된 제품, 가격 및 기능은 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테이블 마운트

제품 규격 
테이블 마운트를 장착한 Tap 
61 x 244 x 179mm

호환성 
로지텍 Tap 
테이블 두께: 20-50mm 
그로밋 두께: 51-89mm

박스 내용물 
테이블 마운트 어셈블리 
케이블 클립 
설명서

보증 정보 
2년 제한 하드웨어

부품번호 및 UPC 
부품번호: 939-001811 
UPC: 097855147325

라이저 마운트

제품 규격 
라이저 마운트를 장착한 Tap 
102 x 244 x 174mm

호환성 
로지텍 Tap
테이블 두께: 20-50mm그로밋 두께: 51-89mm

박스 내용물 
라이저 마운트 어셈블리 
케이블 클립 
설명서

보증 정보 
2년 제한 하드웨어

부품번호 및 UPC 
부품번호: 939-001814 
UPC: 097855147332

월 마운트

제품 규격 
월 마운트를 장착한 Tap 
58 x 244 x 179mm

호환성 
로지텍 Tap

박스 내용물 
월 마운트 어셈블리(플레이트 및 클리트) 
HDMI 케이블 클립 
장착 하드웨어 
설명서

보증 정보 
2년 제한 하드웨어

부품번호 및 UPC 
부품번호: 939-001817 
UPC: 097855147349

로지텍 STRONG USB 케이블

제품 사양 
USB 타입 A(male)에서 USB 타입 C(male) 
액티브 광케이블 
아라미드 강화 피복 
3⁄4인치 도관 친화적

제품 규격 
사용 가능한 길이: 
10m 
25m

호환성 
USB 2.0/3.0/3.1 
로지텍 Tap 
로지텍 MeetUp 
로지텍 Rally 카메라 
자체 전원 USB 2.0/3.0/3.1 허브 및 외부 전원 공급 
장치가 있는 기기 
로지텍 BRIO 및 기타 USB 버스 전원 장치와 
호환되지 않음

인증 정보 
플리넘 정격 
Eca/IEC 60332-1-2 인증 

박스 내용물 
로지텍 Strong USB-A에서 USB-C 케이블: 10 또는 
25미터 
좁은 공간을 위한 USB-C 연장 케이블:  
152mm 
설명서

보증 정보 
2년 제한 하드웨어

부품번호 및 UPC 
10미터 
부품번호: 939-001799 
UPC: 097855147097

25미터 
부품번호: 939-001802 
UPC: 097855147103

PC 마운트

제품 규격 
케이블 고정 클램프를 장착한 PC 마운트 
26 x 164 x 250mm

호환성
75 x 75mm 또는 100 x 100mm VESA 패턴의 소
형 폼 팩터(SFF) 컴퓨터

박스 내용물 
PC 마운트 
VESA 장착 플레이트 
케이블 고정 클램프 
장착 하드웨어 
설명서

보증 정보 
2년 제한 하드웨어

부품번호 및 UPC 
부품번호: 939-001825 
UPC: 097855148100

기술 사양

www.logitech.com/t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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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블 라이저 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