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위 확장 신뢰성 있는 강도 속도와 호환성

로지텍 Strong USB는 10미터와 25미터 길이로 제공

되며 회의실 및 개방형 사무실을 가로질러 자체 전원 
USB 장치 또는 허브를 호스트 PC에 연결합니다. 로
지텍 Strong USB는 USB 확장기가 필요하지 않기 때
문에 고장 지점을 제거하는 동시에 비용과 복잡성을 
줄여줍니다. 

일반적인 USB 케이블은 설치 중간이나 이후에도 파
손될 수 있지만 로지텍 Strong USB는 끝까지 안정

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유선형 커넥터, 200N의 
인장 강도 및 1000kg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로지텍 
Strong USB는 천장 위와 표준 ¾인치 도관 내에서 벽
을 통과할 수 있도록 증되었습니다.

USB 3.2 2세대 사양을 준수하며 USB 2.0, 3.0, 3.1 장치 
및 포트와의 역호환성도 지원합니다. 로지텍 Strong 
USB는 액티브 광 케이블로서 로지텍 Tap, Rally 카메

라, MeetUp 등의 자체 전원 공급 장치를 가진 기기를 
위해 최대 10Gbps를 제공합니다.

일반 USB 3.x 케이블의 최대 8배까지 연장할 수 있는 로지텍® Strong USB를 사용하면 USB 주변 장치와 호스트 PC를 최대 25미터까지 분
리해 놓을 수 있습니다. 아라미드 강화 액티브 광 케이블은 플리넘 정격으로, 안전한 작동과 안정적인 성능을 위해 Eca 인증을 받았습니다.

로지텍 상업용 플리넘 

STRONG USB



길이 10m & 25m 최대 3m 최대 100m

통신 속도 10Gbps 5~10Gbps 10Gbps

USB 3.x 호환 - - -

USB 2.0 호환 - - -

플리넘 정격 - -

Eca 인증 - - -

상업 설치용 아라미드 강화 - -

내벽 및 
천장 위 설치

- - -

¾” 도관을 통한 
라우팅

- - -

자체 전원 
공급형 장치 및 
허브와 함께 작동

- -

버스 전원 
공급형 장치 및 
허브와 함께 작동

- -

로지텍 STRONG USB VS. 일반 케이블

로지텍 Strong USB 일반 USB 3.x 일반 광 USB

호환성

USB 2.0/3.0/3.1/3.2

로지텍 Tap

로지텍 MeetUp

로지텍 Rally 카메라

자체 전원 공급형 USB 2.0/3.0/3.1/3.2 허브 및 
외부 전원 공급 장치를 갖춘 기기

로지텍 BRIO 및 기타 USB 버스 전원형 기기와 
호환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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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플리넘 정격

Eca/IEC 60332-1-2 인증 

부품번호 및 UPC

10미터 
부품번호: 939-001799 
UPC: 097855147097

25미터 
부품번호: 939-001802 
UPC: 097855147103

기술 사양

박스 내용물

로지텍 Strong USB-A에서 USB-C 케이블:  
10 또는 25m(32.8 또는 82ft)

좁은 공간용 USB-C 타입 연장 케이블:  
152mm(6인치)

설명서

 

보증

2년 제한 하드웨어

제품 사양

USB 3.2 2세대 액티브 광 케이블

USB 타입 A(male)에서 USB 타입 C(male)

처리량: 초고속 USB 10Gbps

상업 설치용 아라미드 강화

인장 강도: 200N

붕괴 하중: 1000kg

도관 지원 두께: 19mm(¾”)

 

규격

사용 가능 길이: 
10m(32.8ft) 
25m(82f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