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용 MX MASTER 3
무선 마우스

사양
인증

글로벌(요청 시 목록 제공)

호환성

후면 표에서 확인

무선 연결

Logi Bolt, Bluetooth

무선 범위

10m

사용 기한

1,000 만 번의 클릭

안정성

MTTF > 150,000 시간
전자 부품의 평균 고장 수명

특화된 고급 워크플로를 실행하는 사용자를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비즈니스용 MX Master 3 를 커스텀하여
각각의 특별한 워크플로에 맞는 동작을 구성해보세요.

보증

2 년 제한 하드웨어 보증

배터리

USB-C 충전식 Li-Po(500 mAh) 배터리, 완전 충전 시 70 일

배터리 표시등

있음

트래킹

Darkfield 센서

트래킹 DPI

센서 해상도(기본): 1000DPI(최소값 및 최대값): 200~4000DPI
(50 DPI 씩 증가하도록 설정 가능)

추천 대상:

스크롤링

MagSpeed

개발자, 크리에이터, 애널리스트 및 정밀 트래킹, 고속 스크롤

경도

오른쪽

기능이 있는 풀사이즈 마우스가 필요한 사람.

Easy-Switch

있음 / 3 채널

Logitech Options

있음 ‒ Options 지원 마우스

제품 장점

로지텍 Flow

있음 ‒ Flow 지원 마우스

제품 무게

141g

제품 규격

124.9mm H x 84.3mm W x 51mm D

패키지 포함 총 무게

320g

초저소음으로 1 초에 1,000 줄을 스크롤합니다.

패키지 규격

17.35cm H x 5.8cm W x 13.85cm L

● 로지텍 Darkfield™ 센서는 동급 최고의 4000 DPI

지속 가능성

종이 패키지: FSC®-인증

마스터 배송 유닛

4 PK

보관 온도

-5~45°C

작동 온도

0~40°C

소프트웨어

Windows 및 macOS 용 로지텍 Flow 가 포함된 Logitech Options(옵션)

운영 지침 위치

마우스 하단의 QSG 스티커

IT 관리자 대량 배포

장치 펌웨어 업데이트(DFU); Logitech Options 앱

● 풀사이즈, 오른손 마우스
● MagSpeed™ 전자기 스크롤 휠은 무음에 가까운

정밀도로 유리 를 포함한 거의 모든 표면에서 트래킹이
1

가능합니다.
● 커스텀 가능한 버튼 6 개 3(인기 비즈니스 앱을 위한 사전
정의된 마우스 컨트롤 프로필 3 과 커스텀 컨트롤)
● 2 가지 무선 연결 방법: Logi Bolt USB 수신기 및
Bluetooth® 저에너지 무선 기술
● Logi Bolt 는 보안 모드 1, 보안 모드 4 이며 Logi Bolt USB
수신기는 박스에서 꺼냈을 때부터 페어링되어 있습니다.2
● 충전식 Li-Po 배터리, 충전 중에도 사용 가능(USB-C 충전
포트)
● Easy-Switch™ 기술로 최대 3 개의 기기와 페어링 및
간편한 기기 전환
● 로지텍 Flow 크로스 컴퓨터 및 OS 컨트롤과 파일 공유 3
● 1 개의 Logi Bolt 수신기로 최대 6 개의 Logi Bolt 제품
페어링 가능 3

비즈니스용 MX MASTER 3
무선 마우스
호환성
Logi Bolt USB 수신기

Bluetooth® 저에너지 무선 기술

● Windows® 10 이상
● macOS® 10.14 이상
● Linux®4
● Chrome OS™4

● Windows 10 이상
● macOS 10.15 이상
● Linux4
● Chrome OS4

● iPadOS® 13.4 이상

부품 번호

바코드

지역

색상

910-006198

10097855169171

NAMR

그래파이트

910-006199

50992060983315

EMEA

그래파이트

910-006200

10097855169188

AP + LATAM

그래파이트

910-006201

10097855169195

대만, 대한민국

그래파이트

910-006202

69203779143111

중국

그래파이트

910-006203

4943765056362

일본

그래파이트

1.

최소 유리 두께 4mm.

2.

Logi Bolt 무선 제품은 기타 로지텍 USB 수신기와 페어링되지 않습니다.

3.

logitech.com/options 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는 Windows 및 macOS 용 Logitech Options 소프트웨어가 필요합니다.

4.

장치의 기본 기능은 별도의 드라이버 없이 Chrome OS 및 범용 Linux 배포판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선호하는 리셀러에게 문의하거나 logitech.com/workdesk 에 방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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