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지텍 SmartDock Flex

기능 및 특징

FLEX 로 시작하는 
더욱 강력한  
화상회의

Logitech® SmartDock Flex는 거추장스러운 AV 케이블, USB 케이블, 전원 케이블을 CAT6 케이블 하나로 묶어 SmartDock의 배
선을 간소화합니다. SmartDock Flex 확장 키트는 로지텍 SmartDock 하단에 설치하는 베이스와 회의실 전면 디스플레이 뒤에 
장착하는 확장 박스로 구성됩니다. 지저분하게 회의실에 케이블을 여러 가닥 늘어놓는 대신, SmartDock Flex 베이스와 확장 
박스를 하나의 CAT6 케이블(최대 15m)과 연결한 후, AV 케이블, 데이터 케이블, 전원 케이블을 확장 박스에 연결하면 됩니다.

Microsoft® 이외의 환경에서 진행하는 화상회의에서도, SmartDock Flex는 회의실의 카메라와 스피커폰, 디스플레이에 접속할 
수 있도록 AV 패스스루 연결을 지원합니다. 이제 Skype Rooms의 화상회의 장비를 Cisco WebEx®과 Zoom, BlueJeans, 그리고 거
의 모든 화상회의 및 웨비나 솔루션에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로지텍 SmartDock Flex 와 SmartDock 은 깨끗한 회의환경 구현, 빠른 화상회의 장비 설치, 회의실 레이아웃 확장을 가능하게 
해 주어, Skype Room Systems 를 사용하는 여러분들이 보다 강력한 화상회의를 하실 수 있도록 해 드립니다.

케이블 정리 
SmartDock Flex 를 사용하면 회의 테이블과 회의실 전
면 사이의 케이블을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고, USB 및 
HDMI 연장 케이블을 구입하여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
다. SmartDock Flex 는 SmartDock 하단에 장착할 수 
있는 베이스와, 안보이게 설치할 수 있는 확장박스로 
구성되어 있으며, USB와 듀얼 HDMI, 데이터, 전원을 
CAT6 케이블 하나로 통합 할 수 있는 최초의 유일한 
솔루션입니다.

회의실 레이아웃 확장
SmartDock 을 회의실 벽의 디스플레이 반대편에 자리
잡은 회의 참석자를 포함한 모든 참석자들이 조작 가능
한 거리에 배치 하십시오. SmartDock Flex는 최장 15m
의 CAT6 케이블을 테이블 아래, 벽, 천장, 표준 배선로, 

전선관 등을 통해 깔끔하게 배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이 케이블을 통해 데이터, 오디오, 전원을 공급합니다.
 
AV 패스스루
SmartDock Flex는 회의실 내 디스플레이와 외부 참석
자들 모두와 패스스루 접속을 추가하여 Skype Room 
Systems 활용도를 극대화 합니다. 슬라이드와 문서를 회
의실의 디스플레이에 공유하려면 HDMI를 통해 노트북을 
연결하면 됩니다. Microsoft 화상회의 환경이 아닐때에도 
회의나 웨비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노트북에서 회의에 
참여하고 HDMI와 USB를 이용하여 SmartDock Flex에 연
결하면 됩니다. 이제 회의실의 카메라와 스피커폰, 디스
플레이를 Cisco WebEx, Zoom, BlueJeans는 물론 대부분
의 회의 또는 웨비나 서비스와 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케이블 고정과 압력 완화
견고한 고정 및 압력 완화 메커니즘이 SmartDock Flex 
베이스와 AV 케이블이 보다 견고하게 연결되도록 만들
어 줍니다. CAT6 케이블의 양쪽 끝을 꼭 맞게 고정시
키면, 사용자는 전원, USB, HDMI 연결을 유지한 채로 
SmartDock Flex의 위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로지텍 GROUP용 허브
로지텍 GROUP ConferenceCam용 일체형 허브를 이용
하여 스피커폰을 SmartDock Flex 베이스에 연결하고 카
메라를 SmartDock Flex 확장 박스에 연결하여 테이블
을 지저분하게 만드는 케이블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
습니다.



Microsoft Surface Pro가 탑재된 로지텍 SmartDock

호환성 
Microsoft: Skype Room Systems 소프트웨어

기타 공급업체: SmartDock Flex 설치 시 사용자 노트북에

서 AV 패스스루를 통해 회의실 카메라, 스피커폰, 디스플

레이에 연결할 수 있으며, Skype Rooms를 Cisco WebEx, 
Zoom, BlueJeans는 물론 거의 모든 화상회의 및 웨비나 
서비스와 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다.

SMARTDOCK FLEX 베이스

로지텍 SmartDock에서 SmartDock Flex 베이스까지: 

1080p60까지 지원하는 HDMI 출력 단자 2개 

1080p30까지 컨텐츠 공유를 지원하는 HDMI 입력 단자 

USB 2.0 포트 

전원

SmartDock Flex 베이스에서 테이블 상단까지: 

HDMI 입력 단자 및 HDMI 패스스루 어댑터 

USB 2.0(AV 패스스루용으로 노트북과 회의실 카메라와 
스피커폰 연결) 

로지텍 GROUP 스피커폰 DIN 커넥터

SmartDock Flex 베이스에서 Flex 확장 박스까지: 

이더넷(RJ45) 포트 1개

HDMI 패스스루 어댑터

컨텐츠 공유 및 AV 패스스루 디스플레이용 HDMI 입력 
단자 

SmartDock Flex 베이스와 연결되는 HDMI 출력 단자

SMARTDOCK FLEX 확장 박스

최대 1080p60을 지원하는 증폭 HDMI 출력 단자 2개 

USB 2.0 포트 2개 

로지텍 GROUP 카메라 DIN 커넥터 전원(SmartDock에 
포함된 전원 공급장치 이용)

FCC

2년 제한 하드웨어 보증

SmartDock Flex 베이스

SmartDock Flex 확장 박스 

HDMI 패스스루 어댑터

5m CAT 6 AWG 23 SFTP 이더넷 케이블(고객이 요청하는 
경우 최대 15m 길이의 케이블 공급)

AV 패스스루용 2.95m Micro USB와 USB A 타입 연결 케
이블

2.95m HDMI A 타입과 HDMI A 타입 연결 케이블

케이블 타이

베이스 나사 

드라이버

설명서

AP: 960-001213

 

SmartDock Flex 베이스 
높이 x 너비 x 깊이:  
46mm x 206mm x 206mm

SmartDock Flex 확장 박스  
높이 x 너비 x 깊이:  
30.9mm x 143mm x 143mm

HDMI 패스스루 어댑터 
높이 x 너비 x 깊이:  
13.5mm x 26mm x 123.2mm

시스템 요구 사항

제품 사양 - 연결 부분 인증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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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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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YPE ROOM용 로지텍 솔루션 비교

Microsoft Surface Pro와 호환

표준 전선관을 통한 라우팅

로지텍 GROUP용 통합 허브

CAT6 확장 박스

HDMI 컨텐츠 공유

AV 패스스루

케이블 유형 CAT 6 AWG 23 SFTP

최대 15m(6mm)

5-in-1 전용 케이블

5m(14mm)

개별 케이블

3m(>14mm)케이블 길이(직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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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DockSmartDock +  
Flex 확장 키트

SmartDock + 확장 박스

FLEX 로 시작하는 
더욱 강력한  
화상회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