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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Tapo P100
미니 스마트 Wi-Fi 플러그

더 스마트한 생활

     가족에게 공유 간편한 설치     외출 모드      원격 제어        음성 제어   스케줄 & 타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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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특징

어디서나 가능한 원격 제어

Tapo 앱을 통해 어디서든 연결된 장치를 즉시 켜
고 끌 수 있습니다. 삶을 더 편리하게 하고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들을 제거할 수 있도록 설계 되었습니다. 
.
 

시간을 미리 설정하여 더 스마트하게 생활하세요

스케줄 및 타이머 기능을 사용하면 주간 일정 및 카운트 다운 
계획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연결된 모든 전자 장치가 미리 설정된
시간에 자동으로 작동하여 스마트하고 편리하게 그리고 
에너지를 절약 할 수 있습니다.



Datasheet

제품 특징

음성 제어로 손을 자유롭게

. 

Amazon Alexa 또는 Google Assistant 을 사용하여 
디바이스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OK Google, 토스터의 
전원 좀 켜줘” 라고 말해보세요.

가정 범죄 예방의 기능

외출 중에 있을 때에도 미리 연결된 (예. 램프) 디바이스를
작동시켜 집에 누군가 있는 것 처럼 보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장거리 여행을 할 때에도 악의를 가지고 가정을 노리는 
사람들로부터 지킬 수 있습니다.

*별도의 허브나 악세서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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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기능

원격제어 – Tapo  앱을 통해 어디서든 연결된장치를 
즉시 켜고 끌 수 있습니다.

스케줄 - 스케줄을 미리 지정해서 장치를 자동으로 
관리합니다.

타이머 –  연결된 장치들의 카운트다운 타이머
리스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음성 제어 – Amazon Alexa 또는 Google Assistant
를통해 스마트 플러그를 음성 명령으로관리합니다.

외출 모드 – 집에 누군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끔
자동으로 장치를 켜거나 끌 수 있습니다.

소형 디자인 - 인접한 소켓을 가리지 않는 소형 크기의 
플러그입니다.

간편한 설치와 사용 – 별도의 허브가 필요하지 않고, 
무료 앱을 통해서 쉽고 빠르게 관리 할 수 있습니다. 
블루투스 온 보딩 기술로 더 빠른 연결을 위한 간편한 
설정이 가능합니다.

가족에게 공유 – 가족 구성원들에게 관리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다중 안전 보장 -  난연성 소재가 화재 위험을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UL94-V0 PC 난연성 소재로 만들어 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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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C

·  AC 220 -240 V ~50/60 Hz 10 A 
· 2300 W, 10 A
· IEEE 802.11b/g/n, Bluetooth 4.2 (온 보딩에서만)
·   무선 유형: 2.4 GHz
·   시스템 요구사항:  Android 4.4 또는 그이상, iOS 9.0 또는 그이상 

그 외

·   구성품:
    미니 스마트 Wi-Fi 플러그 Tapo P100
    빠른 시작가이드
· KC R-C-TPN-TapoP100, CE, RoHS

·   작동 온도: 0 ºC–35 ºC 
·   작동 습도: 10%–90%RH, 비응결 상태
·   크기: 51*72.0*40 mm  
                                                  

  상태LED

플러그

     전원 버튼
소켓

·  프로토콜: IEEE 802.11b, 802.11g, 802.11n
·  무선 타입: 2.400-2.4835 GHz
·  신호 속도: 72Mbps at 2.4 GHz
·  전송 전력 : ＜ 20dBm (EIRP)
·  무선 기능: 무선 클라이언트
·  무선 보안: 보안 없음; WPA/WPA2; 

WPA-PSK/WPA2-PSK encryptions

                                                  

제품 사양

일반 무선
LED&버튼: 상태 LED, 전원 버튼
소재:

전원 공급:

최대 부하: 
프로토콜:

인증

*Bluetooth는 온 보딩에만 사용됩니다.
*연결된 전기 장비의 총 전력은 최대 부하 전류 (10A)를 초과하지 않아야합니다.
*습한 환경이나 실외에서 사용하지 마십시오.

더 많은 정보는 https://www.tp-link.com/ 를 방문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