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지텍 Tap

더 나은 회의를 위해 
TAP 하세요.

하는 터치 기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로지텍 Tap 은 선명한 10.1인치 터치스크린, 로

우 프로파일 인클로저 및 다양한 장착 액세서리

를 갖추어 슬림한 외관과 다양한 설치 옵션을 제

공하여 다양한 회의실 크기와 구조에 맞게 사용

할 수 있습니다. 

로지텍® Tap 터치스크린 컨트롤러는 USB를 통해 모

든 컴퓨터에 연결하여 팀 협업, 회의실 자동화, 환

경 제어 및 디지털 사이니지와 같은 다양한 애플리

케이션을 위한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복잡

한 통합 과정과 설치가 필요한 AV 컨트롤러와 달리 

로지텍 Tap은 추가 디스플레이로 쉬운 플러그 앤 플

레이 연결이 가능합니다. 개발자 및 시스템 인테그

레이터는 워크플로우를 단순화하고 작업을 자동화

로지텍 Tap은 Google®, Microsoft® 및 Zoom의 화

상 회의실 솔루션에 최적화된 최고의 컨트롤러입

니다. HangoutsTM Meet, Microsoft Teams Rooms, 

Skype® Room Systems 및 Zoom Rooms를 위해 사

전 구성된 로지텍 Tap 회의실 솔루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ww.logitech.com/Tap을 참조하십시오.



기능 및 특징

10.1인치 터치 디스플레이: 넓고 반응성이 뛰어난 터치스크
린은 지문과 눈부심이 없어 판독하기 쉽고 조작이 간편합
니다.

조용한 인클로저: 매끈하고 냉각 팬이 없는 디자인은 14의 
각도로 기울어져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고 기기연결, 케이
블, 고정장치 등을 위한 공간이 되어 드립니다. 

상시 준비 상태 유지: 내장된 동작 센서는 비가동 시 전력을 
절약하고 회의 참석자가 접근시 자동으로 전원을 켭니다. 

헤드폰 잭: 호스트 컴퓨터의 유선 오디오 기능을 테이블 위에
서도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사적인 대화 및 청각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이상적입니다.

듀얼 케이블 배선 출구: 견고한 금속 커버는 탈착 가능한 바
닥과 후면 배선 출구가 있어 케이블을 깔끔하고 안전하게 유
지합니다.

내장 케이블 고정: Tap은 연결을 단단하게 유지하기 위해 압
력 완화 및 설치 고정 시스템을 제공하며, 이는 인클로져 내
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USB 액세서리 포트: USB 스피커폰과 같은 액세서리를 연결
하거나 화면 복제를 지원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위해 두 번째 
Tap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장착 옵션: 내장된 100mm VESA 패턴은 수천 개의 
타사 마운트 및 액세서리와 호환됩니다. 선택 사항인 테이
블, 라이저 및 월 마운트로 더욱 뛰어난 설치 유연성을 제공
합니다. 

콘텐츠 공유를 위한 HDMI 입력: Google Hangouts Meet 
hardware, Microsoft Teams Room 및 Zoom Rooms를 사용
할 때 실시간 유선 콘텐츠 공유를 제공합니다.

도난 방지 보호: 보안 케이블을 Tap의 2개의 켄싱턴 락 슬롯 
중 하나(하단에 하나, 후면에 하나)에 연결하여 제자리에 단
단히 고정할 수 있습니다.

내벽형 정격 케이블링: 동봉된 10m 길이의 로지텍 Strong 
USB 케이블은 높은 인장 강도를 자랑하며 벽, 천장 위 및 도
관을 통과하는 케이블에 대한 플리넘 정격 및 Eca 인증을 받
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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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지텍 Tap은 뛰어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는 뛰어난 기능으로 회의 공간에서 안정적이고 놀라운 성능을 발휘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다양한 설치 마운트와 
케이블을 뒤쪽이나 하단에 배치할 수 있는 옵션은 Tap 을 모든 형태와 인테리어의 회의실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줍니다. 

하단

상단



라이저 마운트테이블 마운트

월 마운트 100mm VESA

장착 옵션

로지텍 Tap의 마운트와 내벽형 정격 케이블링을 활용하면 다양한 크기와 구조에 맞게 모든 회의실에서 동일한 사용자 경험을 얻을 수 있습니다. Tap 테이
블 마운트를 사용하여 안전하게 원하는 곳에 고정하고, 케이블 라우팅을 최적화하고, 180° 회전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Tap 라이저 마운트를 사용하면 
화면의 각도를 30로 높일 수 있어 큰 회의실에서도 잘 볼 수 있게 해 드립니다. Tap 월 마운트는 소형 회의실에서 테이블 공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내장된 
100mm VESA 패턴은 수천 개의 타사 마운트 및 액세서리를 지원합니다.

로지텍 STRONG USB 케이블

혁신적인 로지텍 Strong USB 케이블은 간편한 USB 플러그 앤 플레이 방식
과 을 제공하며, 특수 케이블링을 위한 강력인장강도 및 내벽형 정격 등급을 
겸비하고 있습니다. 동봉된 10미터 길이의 로지텍 Strong USB 케이블은 일
반적으로 가장 긴 USB 케이블의 두 배입니다. 또한 로지텍 Strong USB는 아
라미드 강화, 플리넘 정격 및 Eca 인증을 받았으므로 벽, 천장 위 또는 표준 
3⁄4인치 도관 내부에 케이블을 숨길 수 있습니다. 

또한 더 큰 회의실 및 더 긴 연결을 위한 로지텍 Strong USB는 길이로도 사
용할 수 있습니다.

내벽형 정격: 내벽 및 도관 배선을 위한 플리넘 
정격 및 Eca 인증.

견고한 연결: Tap 케이블 고정 시스템으로 견
고한 연결 상태 유지.

높은 내구성: 높은 인장 강도 및 내구성을 위한 
아라미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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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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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이 x 너비 x 높이: 

58 x 244 x 179mm 

1.25kg

디스플레이 각도가 14°인 10.1인치 화면

올레포빅 및 눈부심 방지 코팅

1280 x 800 해상도

USB 2.0/3.0/3.1 타입 C(PC에 연결)

USB 2.0/3.0/3.1 타입 A(액세서리 연결용)

HDMI 입력(콘텐츠 공유용)

3.5mm/4극 헤드셋 잭

내장 초음파 스피커

내장 PIR 동작 센서

100mm x 100mm VESA FDMI(Flat Display 
Mounting Interface)

켄싱턴 락 슬롯(2)

로지텍 Tap은 다음과 같은 화상 회의실 솔루션용 
터치 컨트롤러로 인증되었습니다.

Google Hangouts Meet

Microsoft Teams Rooms 및 Skype Room 
Systems(SRS)

Zoom Rooms

DisplayLink® Plug 및 Display™: Tap은 USB를 통해 
Windows 10 및 Chrome OS를 비롯한 지원되는 운
영 체제를 위한 추가 디스플레이로 연결됩니다.

테이블 마운트

라이저 마운트

월 마운트

PC 마운트

로지텍 Strong USB 케이블: 10m 케이블 포함, 25m
는 선택 사항

로지텍 Tap 화상 회의실 솔루션은 일정 통합, 원터치 회의 참가, 실시간 컨텐츠 공유, 상시 준비상태 유지 등의 기능을 제공합니다. 로지텍 회의실 솔루션은 
Google, Microsoft, Zoom의 회의실 최적화 소프트웨어에 맞추어 사전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로지텍 회의실 솔루션은 Tap 터치 컨트롤러 소형 폼 팩터 컴
퓨터, 내벽형 정격 케이블, 로지텍 MeetUp 또는 Rally 컨퍼런스 카메라 등 모든 필요한 요소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www.logitech.com/tap에서 자세한 내용
을 알아보십시오.

Tap 터치 컨트롤러

로지텍 Strong USB 2.0/3.0/3.1 케이블  
10m

타입 A(male)에서 타입 C(male)

아라미드 강화

플리넘 정격

Eca/IEC 60332-1-2 인증 

3⁄4인치 도관 친화적

HDMI 1.4a 케이블 2.0m

국가별 플러그가 있는 전원 어댑터(100-240v) 
2.95m

VESA 장착 나사(4)

극세사 패브릭

설명서

2년 제한 하드웨어

부품번호: 939-001796

UPC: 097855147400

Windows® 10

Chrome OS™

USB 2.0, 3.0, 또는 3.1 타입 A 포트

로지텍 TAP 기술 사양

제품 규격

터치스크린

포트 및 인터페이스

호환성 및 인증

옵션 액세서리

로지텍 TAP 회의실 솔루션

박스 내용물

보증

부품번호 및 UPC 

시스템 요구 사항

www.logitech.com/tap

Logitech Korea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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