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트웨어 응용 프로그램과도 같이 작동할 수 있습
니다. 고급 비즈니스 인증 그리로 로지텍 협업 프
로그램(LCP)과의 향상된 통합으로1 사용자는 매
끄러운 토합 회의 경험을 받을 수 있습니다.

크리스털 클리어 미팅

로지텍 C925e 웹캠
로지텍 C925e 웹캠은 놀랍게도 저렴한 가격에 깨
끗한 비디오 화질을 제공하고 거의 어느 책상에
서도 향상된 대면 회의를 즐길수 있도록 구현합
니다.

78도의 시야, 오토 포커스 기능을 가진 풀 HD 화
질 그리로 RightLight™ 2 기술로 C925e 웹캠은 낮
은 조명과 역광 상황에서도 여러 거리에서 개선된 
화질을 경험할 수 있게 합니다. 전 방향 듀얼 스테

레오 마이크는 개인 사무실이나 오픈 작업 공간에
서도 순수하고 깨끗한 사운드를 선사합니다. 사용
자는 내장 프라이버시 셔터로 비디오 스트림에서 
프라이버시 및 보안을 신속히 얻을 수 있습니다.

로지텍 C925e 웹캠은 향상된 비디오 협업을 위해 
멋지게 디자인 되었습니다. USB 플러그 앤 플레이 
연결은 설정과 조작을 손쉽게 해줍니다 - 이미 사
용중인 소프트웨어를 포함하여 어떤 화상 회의 소

로지텍



로지텍 C925e 웹캠

1  Blue Jeans, BroadSoft, Lifesize, Vidyo, Zoom을 포함합니
다. 전체 목록과 최신 정보는 www.logitech.com/lcp를 참
조하십시오.

2  최신 버전은 www.logitech.com/ciscocompatibility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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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스포트라이트 

제품 사양

로지텍 C925e 웹캠 
부품 번호: 960-001075 
UPC 코드: 097855120267

  시스템 요구 사항 
 
Windows® 7, Windows® 8 또는 Windows® 10 
Mac OS® X 10.7이상 
SUSE Linux 11 SP2(Cisco VXC6215용)

기술 사양

카메라

초당 30프레임에서 최대 1080p 화상 통화(최대 1920 x 
1080픽셀)

통합 프라이버시 보호장치

H.264 비디오 압축

오토 포커스

노이즈 자동 감소 기능의 내장 듀얼 스테레오 마이크

자동 조명 보정

고속 USB 2.0 인증(USB 3.0 사용 가능)

노트북, LCD 또는 CRT 모니터에 적합한, 삼각대 사용이 
가능한 범용 클립

제품 크기 + 무게

클립 및 케이블 제외:
126 x 29 x 32 mm 
5.0 x 1.2 x 1.3인치 
170g/6.0온스

클립 및 케이블 포함: 
126 x 73 x 45 mm 
5.0 x 2.9 x 1.8인치 
170g/6.0온스

박스 내용물

로지텍 C925e 웹캠 
퀵스타트 가이드

인증

Skype for Business 인증, Microsoft® Lync®에 최적화, 
Skype® 인증, Cisco Jabber® 와 WebEx®에 호환2

최대 초당 30프레임의 HD 1080p 비디오

Full HD 1080p 30 fps는 비디오 전화에서 생생한 화질을 
보장합니다.

소용하기 편리

설정과 사용이 간단하고 USB 플러그 앤 플레이 연결로 화
상 회의를 손쉽게 해줍니다.

UVC H.264 인코딩 기술

카메라 내에서 비디오 처리가 진행되게 하여 PC 대역폭
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편리한 프라이버시 셔터

개선된 프라이버시 및 보안을 위한 간편한 렌즈 닫기.

78도의 시야각

카메라를 재배치하거나 자르거나 확대/축소할 필요 없이 
더 많은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로지텍 RightLightTM 2 기술 및 오토 포커스

웹캠이 지능적으로 조절하여 여러 거리에서 낮은 조명 
및 백라이팅 환경의 시각적 품질을 개선합니다.

여러 방향 듀얼 스테레오 마이크

사무실과 같은 보다 큰 공간 및 작은 회의실에서의 선명
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사운드를 캡처하도록 설계되었
습니다.

여러 장착 옵션

연결된 클립 또는 삼각대 포함 나사를 사용하여 LCD 화
면, 노트북 또는 책상 위 등 최적으로 작동하는 위치 어디
에나 카메라를 장착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 수준의 인증

업계 최고의 비즈니스 인증(Skype for Business 인증,  
Microsoft® Lync® 2013, Cisco Jabber® 및 WebEx® 호환2) 
그리로 로지텍 협업 프로그램(LCP) 멤버들1관의 향상된 
통합은 대부분 비즈니스 등급의 화상 회의 플랫폼에서 토
합 경험을 보장하게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