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지텍 Rally 카메라

선명한 화상회의를 위한 
프리미엄 PTZ 카메라 

로 만들어져 어떠한 비즈니스 환경에서도 완벽한 세

팅이 가능합니다. 또한 고선명 15X HD 줌과 넓은 90° 

시야각, 놀라운 비디오 화질을 제공하여 회의의 모든 

참석자를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로지텍 RightSight™ 카메라 컨트롤 기능*은 렌즈를 

자동으로 움직이고 조정하여 회의실의 형태 및 규모

와 상관 없이 회의 참석자 모두를 자연스럽게 담아냅

니다. 그리고 로지텍 RightLight™ 기술은 어두운 곳, 

Rally 카메라는 프리미엄 프리미엄 디자인과 UHD 화

질을 자랑하는 Logitech의 최고급 PTZ 카메라입니다. 

Rally 카메라의 첨단 광학렌즈와 혁신적인 기술은 어

떤 제품과도 비교할 수 없는 성능과 다양한 기능을 제

공하며, 누구나 쉽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Rally 카메라는 세계 정상급의 로지텍 광학렌즈와 4K 

센서를 내장하고 있고 상하좌우 이동과 기울기, 확대/

축소 시 소음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또한 최고급 소재

역광에서도 최적의 조도를 유지하여 얼굴을 강조하

고 자연스런 피부톤을 연출합니다. 

Rally 카메라는 마운트 및 케이블 옵션이 다양해 설

치가 쉽고 기존 오디오 시스템과 완벽하게 호환됩

니다. 또한, USB 플러그 앤 플레이 타입으로 별도의 

소프트웨어 설치 필요 없이 모든 화상회의 애플리

케이션들과 완벽하게 호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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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체제 
Windows® 7, Windows 8.1, 또는 Windows 10 
Mac OS X® 10.10 및 이상 
Chrome OS

1080P 보다 높은 해상도 
Windows 8.1 및 이상, Mac OS 10.10 및 이상 
USB 3.0 포트, C형 케이블  
호환 소프트웨어

90˚ 시야각, 좌우90˚ 상50˚ 하90˚ PTZ
넓은 90° 시야각이 회의 현장을 왜곡 없이 넓고 생
생하게 담아냅니다. 또한 향상된 저소음 PTZ 모터
를 탑재하여 프리셋간 이동이 매우 부드럽고, 조
용합니다.

로지텍의 프리미엄 광학 렌즈
최고 수준의 광학 표준에 맞춘 대형 집광 렌즈가 뛰
어난 선명도와 색채, 속도, 해상도를 선사합니다.

오토포커스
카메라가 어디를 비추건 자동으로 사람과 물체 모
두 완벽한 초점이 빠르게 맞춰집니다.

RF 리모컨
회의실 어디서든 Rally 카메라를 조작할 수 있으
며 불편하게 리모컨을 카메라에 향할 필요가 없
습니다.

3개의 카메라 프리셋
카메라 위치와 각도를 세 개(프리셋 1과 2, 홈)까
지 미리 설정해 두었다가 리모컨의 버튼을 눌러 
그 중 하나로 되돌아갈 수 있습니다.

USB 플러그 앤 플레이
추가 소프트웨어 설치 필요 없이 PC, Mac®및 
ChromeTM 장치에 쉽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로지텍의 최고급 PTZ 비디오 카메라
컨퍼런스룸부터 교육 시설, 회의실, 강의실까지 어
떤 크기의 회의 공간에서도 전문적인 비디오 협업
에 적합합니다.

4K UHD 30fps 화질
Rally 카메라는 HD와 UHD 해상도를 제공하여 초
고화질 영상과 뛰어난 색감으로 생생한 화상회의
를 가능하게 합니다.

로지텍 RightSightTM 카메라 컨트롤
렌즈를 자동으로 움직이고 조정하여 회의실의 형
태 및 규모와 상관 없이 회의 참석자 모두를 자연
스럽게 담아냅니다.* 자동 모드와 수동 모드로 컨
트롤 가능: 모든 참석자가 항상 최적의 상태로 화
면에 포착됩니다.

로지텍 RightLightTM 기술
WDR(Wide Dynamic Range)이 적용된 RightLight 
기술은 낮은 조명에서든 밝은 자연광/역광 조건에
서든 최적의 조도를 유지하고 사물과 배경 대신 
참석자들의 얼굴을 우선하여 자연스러운 피부톤
을 연출합니다.

지속적인 펌웨어 업그레이드
펌웨어 도구를 이용하여, 항상 최신 기능과 개선사
항들을 쉽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화상회의 애플리케이션과 호환
모든 화상회의 애플리케이션과 호환이 가능합니다.

다양한 설치 옵션
Rally 카메라는 함께 제공되는 구성품들로 테이블 
또는 벽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옵션으로 구매 가
능한 VESA 마운트를 이용해 모니터 위, 아래에 설
치할 수도 있습니다. Rally 카메라에는 보다 다양
한 설치가 가능하도록 표준 삼각대 나사가 포함되
어 있습니다.

자동 역상 지원
Rally 카메라는 상하를 바꾸어 설치했을때, 이를 자
동으로 감지하여 이미지의 방향과 카메라 이동 방
향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15X 무손실 줌
회의실 끝에 위치한 사람과 물체, 화이트보드, 기
타 작은 부분을 확대하거나 축소하여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Kensington® 보안 슬롯
보안 슬롯에 도난 방지 잠금장치를 사용하여 카메
라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기능 및 특징

시스템 요구사항

2년 제한 하드웨어 보증

제품 사양

USB C형 
MIPI 커넥터 
확장 슬롯

연결 보증

Rally 카메라 
높이 x 너비 x 깊이:  
182.5 mm x 152 mm x 152 mm

Rally 카메라 설치용 브라켓 
높이 x 너비 x 깊이:  
88 mm x 110 mm x 170 mm

Rally 카메라 전원 스플리터 
높이 x 너비 x 깊이:  
21.4 mm x 81 mm x 60.5 mm

USB 3.0 케이블 
2.2m

전원 어댑터 케이블 
3m

제품 크기

필수 소프트웨어: 없음  
Logitech Camera Setting App을 통해 고급 옵션 
이용 가능:  
http://support.logitech.com/downloads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모든 클라우드 기반 화상 회의 애플리케이션과 호
환되는 UVC/플러그 앤 플레이

Skype® for Business 인증, Microsoft Teams 호환

Cisco® 호환

Google® Hangouts Meet, Zoom, BlueJeans, 
BroadSoft, GoToMeetingTM, Vidyo, 등 USB 카메
라를 지원하는 모든 화상 회의, 녹화, 방송 애플리
케이션과 호환

호환성

Rally 카메라 
리모컨 
USB 3.0 C형 케이블 
전원 어댑터(지역별 플러그 포함) 
전원 스플리터 및 케이스 
카메라 마운트 및 설치용 구성품 
사용설명서

박스 내용물

제품 번호: 960-001226
UPC: 097855140234

카메라 
UHD 영상 지원: 
        ◦ 30fps: 4K, 1440p, 1080p, 900p, 720p, SD 

해상도
       ◦ 30fps/60fps: 1080p, 720p 
부드러운 전동식 상하좌우 이동, 기울기(PTZ) 및 
확대/축소
상하좌우 이동(Pan): ±90° 
기울기(Tilt): +50° / -90° 
15x 무손실 줌 
90° 시야각 
오토포커스 
3개의 카메라 프리셋 
Kensington 보안 슬롯 
비디오 음소거/음소거 해제 LED 
표준 삼각대 나사

RightSense™ 기술 
WDR(역광 보정기능)이 탑재된 RightLight 
RightSight 자동 카메라 컨트롤

리모컨 
RF 리모컨 
CR2032 배터리(포함)

전원 
AC 전원 어댑터(지역별 플러그 포함) 
전원 케이블(3m)

마운트 
전원 스플리터와 케이블 관리 기능이 있는 월마
운트

추가 소프트웨어

*RightSight 자동 카메라 컨트롤
 RightSight는 추가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하여 이
용할 수 있으며 Windows 10을 지원합니다. 

OS 지원 현황은 www.logitech.com/rallycamera
를 참조하십시오.

www.logitech.com/rallycamera

Logitech Korea Ltd
402B, CCMM B/D, 12,
Yeoido-Dong Young Deung Po-Ku
Seoul, Korea

* 사용하시려면 "추가 소프트웨어"를 참조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