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랙패드 제외

트랙패드 포함

Pro
- SLASHGEAR

Brydge Pro

Brydge Pro+

“... 시중의 애플 노트북 대체 태블릿용 액세서리 중 말할 
것 도 없이 가장 깨끗한 최고의 액세서리예요.”

애플 최신 IPAD용 고품질 키보드.

Brydge Pro+ 
트랙패드 포함

호환 제품:호환 제품:

색상:색상: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액세서리:함께 이용할 수 있는 액세서리:

iPad Pro용 혁신적 키보드. Brydge Pro+는 기존 
Brydge 키프레임에 내장 트랙패드 및 매그네틱 보호 
케이스가 결합되어 있어 최고의 투-인-원 기기를 
선보입니다.  

• iPad Pro 12.9-인치 (3 & 4 세대)
• iPad Pro 11-인치 (1 & 2 세대)

포함:포함: 스냅-온 매그네틱 커버

액정 보호 필름 가죽 케이스



소재소재

Brydge Pro+

연결성연결성

키보드 무게키보드 무게
 11-인치:

 12.9-인치:

통합 두께통합 두께

백라이트 조절 버튼백라이트 조절 버튼

내장 트랙패드내장 트랙패드

시야각시야각

배터리 수명배터리 수명

 보증보증

색상색상

Apple Magic Keyboard
For iPad Pro

Apple Smart
Keyboard Folio

Logitech Slim Folio Pro

경쟁 제품 비교 경쟁 제품 비교  
Brydge Pro+

알루미늄

블루투스 5.0

1.1 lb (550 g) 

1.5 lb (690 g) 

0.6 in (14.1 mm)

있음

있음: 3 단계

무제한: 0 - 180°

최대 3개월

1-년

패브릭

애플 스마트 커넥터

0.7 lb (279 g)

0.9 lb (407 g)

0.5 in (12.7 mm)

없음

없음

제한: 2 앵글

-

1-년

플라스틱/폴리우레탄

애플 스마트 커넥터

1.3 lb (600 g)

1.6 lb (710 g)

0.6in (15 mm)

있음

 있음

무제한: 90 - 130°

-

1-년

플라스틱/패브릭

 블루투스 LE

1.2 lb (522 g)

1.6 lb (707 g)

0.9 in (22.5 mm)

없음

있음: 3 단계

고정: 1 앵글

최대 3개월

1-년

Brydge Pro 
트랙패드 미포함

호환 제품:호환 제품:

포함:포함:

Brydge Pro 키보드는 태블릿과 노트북 사이 경계를 
허물어주어, 기기를 원할 때 원하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냅-온 매그네틱 커버

• iPad Pro 12.9-인치 (3 & 4 세대)
• iPad Pro 11-인치 (1 & 2 세대)

색상:색상: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액세서리:함께 이용할 수 있는 액세서리:

iTrack

출시 임박

iPadOS용 독립 데스크탑 트랙패드.
iPadOS로 작동되는 모든 iPad에 부드럽고 반응성 
좋은 스와이핑을 제공합니다.

색상:색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