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할 수 있습니다. 내장형 동작 센서는 누구든 실내
에 들어오면 시스템을 활성화합니다. 1080p60 
HDMI 입력 및 캡처로 노트북에서 콘텐츠를 공유
할 수 있습니다. 선택 사양인 확장 박스를 사용하
면 HDMI, USB, LAN 및 전원을 사용하는 5m짜리 
단일 케이블로 회의 테이블에 깨끗하고 효율적인 
설치가 가능합니다. 회전식 캐스트 메탈 베이스
는 Surface Pro 4에 향상된 보안 기능을 제공합니
다. 쉽게 열 수 없도록 된 나사와 K-락을 함께 사

로지텍® SmartDock는 Skype® for Business 협업 
경험에 혁명을 일으키는 AV 컨트롤 콘솔입니다. 
회의실에 들어가서 원터치 방식으로 최적화된 화
상 회의를 시작하기만 하시면 됩니다. 
SmartDock은 Microsoft®와 공동으로 설계된 것
으로, 듀얼 HDMI 디스플레이1, 3개의 USB 3.1 포
트 및 기가비트 이더넷을 지원하는 Surface® Pro 
4에 대한 확장 I/O를 지원하므로 IT 관리자는 로
지텍 ConferenceCams와 같은 권장 장치를 연결

일반 도크보다 똑똑합니다.

로지텍 SmartDock
용하면 태블릿을 항상 제자리에 두고 회의할 준
비를 할 수 있습니다.
SmartDock를 사용하면 순수한 우아함만으로
도 총체적 컨트롤 요구를 충족시켜 일관된 방식
으로 우수한 Skype for Business 협업을 이룰 수 
있습니다.



로지텍 SmartDock

AV 콘솔
SmartDock 및 Microsoft Surface Pro 4는 회의 공간에
서 Skype for Business 협업 경험을 최적화합니다. 노트
북 컴퓨터를 책상에 두고, 회의 공간에 걸어 들어가서, 원
터치 방식으로 최적화된 Skype for Business 화상 회의를 
시작하십시오.

안전한 고정식 Surface Pro 4용 마운트
쉽게 열 수 없도록 되어 있는 나사와 K-락은 향상된 안전
성을 제공하고 Surface Pro 4가 항상 가장 중요한 회의
에서 빠지지 않고, 맡은 바의 임무에 따라 준비할 수 있
게 해드립니다!

회전식 캐스트 메탈 지지대 플랫폼
이 강하고, 견고하고, 우아하게 설계된 베이스는 우수한 
산업 디자인과 함께 Surface Pro 4를 위한 프리미엄급 마
운트를 제공합니다.

Surface Pro 4용 확장 I/O
듀얼 1080p 디스플레이 포트1, 1080p60 콘텐츠 공유를 위
한 HDMI 입력, 3개의 USB 3.1 A형 포트, 기가비트 이더넷 
및 헤드셋 미니 플러그와 함께 다양한 배치 및 장치 연결
을 지원합니다.

IR 동작 센서
회의실에서 움직임이 감지되면 시스템을 편리하게 깨우
고 회의실이 비어 있으면 에너지를 절약하는 최대 절전 
모드를 활성화합니다.

간편한 설치
선택 사양인 확장 박스는 HDMI, USB, LAN 및 전원 코드
를 5m짜리 단일 케이블에 결합하여 회의 테이블에 깨끗
하고 깔끔한 설치를 가능하게 해드립니다.

확장 박스 옵션에서 로지텍 GROUP에 대한 통합 지원
SmartDock 확장 박스를 로지텍 GROUP과 함께 사용하
면 GROUP 허브, 전원 공급장치 및 관련 케이블이 필요 
없습니다.

Microsoft와의 제휴로 설계
로지텍과 Microsoft 간의 긴밀한 협업으로 Surface Pro 
4 및 Skype for Business와 완전하고 매끄럽게 통합되
었습니다.

플러그 앤 플레이 카메라 설정
제공된 4.9미터/16인치 케이블로 카메라를 동력형 허브
에 연결하기만 하면 간단히 작동할 수 있습니다.

모든 로지텍 ConferenceCams와 SmartDock의 연동
SmartDock은 다양한 회의실 AV 장치와 함께 연동됩니다. 모
든 로지텍 ConferenceCams는 SmartDock와 연동됩니다. 

Skype for Business에 최적화
SmartDock는 공유 회의 공간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고품
질의 Skype for Business 협업 환경을 제공합니다.

SmartDock

1 Microsoft에서 지원할 경우.
2 가격 정보는 가까운 채널 리셀러에게 문의하십시오.
3  로지텍 ConferenceCam의 번들 옵션을 사용하려면 채널 리셀러
에게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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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사양

SmartDock 
부품 번호: 960-001110 
UPC: 097855125095

확장 박스 
부품 번호: 960-001095 
UPC: 097855125118

SmartDock + 확장 박스 
부품 번호: 960-001114 
UPC: 097855125101

가격에는 Microsoft Surface Pro 4² 및 Skype for Business 
회의실 클라이언트가 제외됩니다.

기능 및 장점

박스 내용물

SmartDock 
전원 공급장치 
이더넷 케이블 
HDMI 케이블 2개 
조립 공구 
설명서 
로지텍 SmartDock 
 
SmartDock 확장 박스 
5m /16ft 연장 케이블 
VESA 장착판 100x100mm 
후크 및 루프 패드 
설명서 
로지텍 SmartDock 확장 박스

SmartDock + 확장 박스
로지텍 SmartDock 및 로지텍 SmartDock 확장 박스에 포
함된 모든 구성 요소

제품 크기 + 무게

SmartDock  
239 x 334 x 209mm 
9.4 x 13.2 x 8.2" 
2,738g/6.04lb

확장 박스  
34 x 128 x 128mm 
1.3 x 5.0 x 5.0" 
360g/0.79lb

케이블 길이  
HDMI: 3m/9.8' 
네트워크: 3m/9.8' 
전원: 3m/9.8' 
확장 박스: 5m/16.4'

인증

SmartDock 
Windows 10 
FCC 
UL

확장 박스 
Windows 10 
FCC 
UL

보증

2년 제한 하드웨어

SmartDock 확장 박스 사용자 인터페이스

시스템 요구 사항

Microsoft Surface Pro 4 - Skype for Business 회의실 
클라이언트 
Skype for Business 계정 
이더넷 
HDMI 입력을 갖춘 외부 디스플레이 
100-240v AC 전원

SmartDoc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