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ALLY
액세서리

로지텍® Rally 시스템은 다양한 회의실 크기와 형태에 맞는 구성을 위해 액세서리 제품군을 제공합니다. Rally 마이크 포드를 최대 7개까지 
지원하여 대형 회의실 전체에 걸쳐 음성 커버리지를 확장해 줍니다. 두번째 Rally 스피커는 크고 깨끗한 소리로 회의실을 가득 채워줍니다. 
Rally 마이크 포드 허브는 간편한 테이블 하단 배선과 깔끔한 외관을 위한 단일 케이블 연결을 제공합니다. Rally 마운트 키트에는 Rally 구
성 요소와 케이블을 테이블 하단 및 벽에 고정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RALLY 마운트 키트

뒤집어 설치할 수 있는 카메라 브래킷으로 벽면 설치 
및 천장 설치 지원

테이블 허브 및 디스플레이 허브용 케이블 리테이너
를 통해 케이블 연결 유지

통풍 브래킷으로 테이블 하단 또는 벽에 허브를 안
전하게 고정 

로우프로파일 스피커 브래킷이 표면에서 떠있는것
과 같은 느낌 연출

1

2

3

4

RALLY 마이크 포드

8개의 빔포밍 요소와 4개의 마이크로 구성되어 4.5m  
의 음성 픽업 범위제공

2.95m 케이블을 Rally 테이블 허브, Rally 마이크 포
드 허브 또는 따른 마이크 포드에 연결 할 수 있음

LED 상태 표시기가 있는 음소거 버튼

고급 패브릭으로 먼지와 지문이 묻지 않음

다른 마이크 포드를 데이지 체인으로 연결하는 입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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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LLY 마이크 포드 허브

마이크 포드 또는 추가 허브에 연결할 수 있는 3개
의 입력부

깔끔한 케이블링과 배치 용이성을 위한 단일 케이블 
연결

테이블 하단 장착용 하드웨어 포함

2.95m 케이블을 다른 마이크 포드 허브 또는 Rally 테
이블 허브에 연결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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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LLY 스피커

슬레이트 그레이 색상의 프리미엄 소재로 제작되어 
고급스런 회의실 조성

진동 방지 엔클로저로 진동 및 간섭 현상 제거

76mm 스피커 드라이버로 풍부하고 깨끗한 사운드 
제공

특허 출원 중인 서스펜션 시스템이 인클로저 내 진
동 차단

멋진 외관과 맑은 음향을 위한 음향 음향 투과 패브릭

Rally 디스플레이 허브에 단일 2.95m Mini XLR 케이
블을 연결하여 신호와 전력 모두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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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디오 커버리지 권장 사항

기능 및 특징

마이크 포드 1개와 스피커 1개로 구성된 Rally 시스템은 최대 10명의 참석자가 있는 중간 크기의 회의실에 대해 탁월한 오디오 커버리지를 
제공합니다. 추가 마이크 포드 하나당 6명의 추가 참석자를 위한 커버리지를 제공해주고 자동 보정으로 RightSound™ Mic Matrix를 만들
어 더 큰 회의실에 있는 모든 사람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Rally는 자동으로 크거나 작은 목소리를 모두 균일하게 만들어주고 
발화자를 초당 최대 125번까지 전환하여 생생한 대화를 전달합니다. 

참석자 수 Rally 마이크 포드 Rally 스피커

최대 10명

11 - 16

17 - 22

23 - 28

29 - 34

35 - 40

41 -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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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lly 마이크 포드

모든 음성을 선명하게 전달

모든 개별 마이크 포드에 RightSound 기술
과 다중 빔포밍 요소가 포함되어 있어 항상 
말하고 있는 사람에게 오디오 포커스를 자
동으로 맞춥니다. 

커버리지 확장

최대 7개의 Rally 마이크 포드를 데이지 체
인으로 연결하고 하나의 케이블로 Rally 테
이블 허브에 연결합니다.

고급스러운 로우프로파일 디자인

Rally 마이크 포드는 세련된 디자인이 돋보
이며 넓은 범위와 감도에 비해 믿기지 않
을 만큼 작습니다. 미끄럼 방지 패드가 있
어 마이크를 테이블 진동으로부터 차단합
니다. 

일정한 음량 유지

Rally 마이크 포드는 모든 음성을 수신하여 
자동으로 이퀄라이징하므로 부드러운 목
소리를 가진 발화자나 가장 멀리 있는 발
화자의 목소리를 모두 듣고 이해할 수 있
습니다.

RALLY 마이크 포드 허브

테이블 모양에 관계없이 장착 가능

Rally 마이크 포드 허브는 전통적인 보드룸 
형태의 회의실에서 부터 U 자형 테이블 레
이아웃에 이르기까지 모든 회의실 레이아
웃에 맞는 유연한 케이블링을 제공합니다.

배선을 보이지 않게 정리

케이블을 그로멧을 통과시켜 테이블 아래
로 보낼 수 있으므로 마이크 포드간의 배
선이 테이블위로 나오지 않도록 해 줍니다.

마이크 포드 이동성

Rally 마이크 포드 허브를 이용하면 각 마
이크 포드를 하나의 케이블로 연결할 수 있
습니다. 회의 참석자가 마이크 포드를 이
동하기를 원할 때 근처의 마이크 포드를 잡
아당기지 않아도 됩니다. 

Rally 스피커

회의실 오디오 전면 배치

Rally 스피커는 회의실 전면에 배치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목소리가 화면과 같은 방
향에서 나오므로 대화가 자연스러워지고 
실제처럼 느껴집니다.

진동 방지 인클로저

특허 출원 중인 서스펜션 시스템은 진동을 
차단하여 카메라가 흔들리는 것을 방지해 
주고, 높은 볼륨 레벨에서도 이미지가 선
명하고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편안한 볼륨

사운드가 하나가 아니라 두 개의 스피커에
서 나오므로 음성이 회의실 전체에 적합한 
볼륨 레벨로 퍼져나갑니다.

로지텍 RightSound
Rally 스피커의 RightSound 기술은 마이크 
포드의 민감도와 에코 캔슬링 성능을 유지
하면서 회의실 전체에 폭 넓은 오디오를 제
공합니다.



© 2018 Logitech. Logitech, Logitech 로고 및 기타 Logitech 마크는 Logitech의 소유이며 등록 상표일 수 있습니다. 그 
밖의 모든 상표는 해당 소유자의 자산입니다. 로지텍은 이 발행물에 명시된 어떤 오류에 대해서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여기에 수록된 제품, 가격 및 기능은 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www.logitech.com/rally-mic-pod-hub
www.logitech.com/mic-pod-for-rally
www.logitech.com/rally-speaker
www.logitech.com/rally-mounting-kit

 
 2018년 11월 발행

기술 사양

제품 사양

Rally 마이크 포드

픽업 범위: 직경 4.5m 
네 개의 전방향 마이크가 여덟 개의 음향 빔을 
형성 
AEC(음향 반향 상쇄) 
VAD(음성 구간 검출기) 
배경 소음 억제 
LED 상태 표시기가 있는 음소거 버튼 
캡티브 2.95m 12핀 케이블 
데이지 체인, 최대 7개의 Rally 마이크 포드 연결 
주파수 응답: 90Hz – 16kHz 
감도: >-27dB +/-1dB @ 1Pa 
마이크 데이터 속도: 48 kHz

 Rally 마이크 포드 허브

원하는 형태로 구성한 Rally 마이크 포드 또는 추
가 Rally 마이크 포드 허브를 위한 세 개의 12핀 
포트 제공  
테이블 하단 장착 하드웨어

캡티브 2.95m 12핀 케이블

 Rally 스피커

희토류 마그네틱을 이용한 고성능 76mm 드라
이버

특허 출원 중인 서스펜션 시스템이 진동에 의한 
카메라 흔들림과 오디오 간섭을 제거

Rally 디스플레이 허브에 Mini XLR 케이블을 연
결하여 신호와 전력 모두 공급

스피커 볼륨 95dB SPL @1W, 100dB SPL @7.5W, 
둘 모두 +/-2dB(½ 미터 기준) 

감도: 95+/-2dB SPL(½ 미터 기준)

왜곡: 200Hz–300Hz < 2.5%, 300Hz–10kHz < 
1%@7.5W

스피커 샘플링 레이트: 48 kHz

호환성 및 인증

Rally 마이크 포드

Microsoft Skype Room Systems 인증 및 
Microsoft Teams 인증 
Zoom 인증 
Google Hangouts™ Meet Hardware 인증

Microsoft® Cortana® 인증 
Cisco Jabber® 및 WebEx 호환

BlueJeans, BroadSoft®, GoToMeeting®, Vidyo™ 
및 USB 장치를 지원하는 모든 화상회의, 녹화 및 
방송 애플리케이션과 호환됩니다.

제품 치수

Rally 마이크 포드

21mm x 102mm x 102mm

Rally 마이크 포드 허브

16mm x 102mm x 102mm
 
Rally 스피커

103mm x 449mm x 80mm
 
스피커 브래킷

36mm x 266mm x 8mm
 
카메라 브래킷

63mm x 109mm x 166mm
 
테이블 허브 브래킷

12mm x 164mm x 115mm
 
디스플레이 허브 브래킷

12mm x 164mm x 115mm
 
케이블 리테이너

23mm x 164mm x38mm

시스템 요구 사항

Rally 마이크 포드

로지텍 Rally 또는 로지텍 Rally Plus

참고: Rally 마이크 포드는 로지텍 Rally 시스템
에 포함된 테이블 허브에 연결하며 개별 판매하
고 있는 Rally 카메라와는 호환되지 않습니다.

Rally 스피커

스피커가 하나인 로지텍 Rally 시스템

시스템당 최대 스피커 수: 2

Rally 마운트 키트

로지텍 Rally 또는 로지텍 Rally Plus

참고: Rally 마운트 키트는 로지텍 Rally 시스템 
전용으로 설계되었습니다. 개별 판매하고 있는 
Rally 카메라에는 다른 마운트 시스템이 포함되
어 있습니다.

박스 내용물

Rally 마이크 포드

Rally 마이크 포드 
설명서

 Rally 마이크 포드 허브

마이크 포드 허브  
마운트 하드웨어  
설명서

 Rally 스피커

2.95m Mini XLR 케이블을 포함한 Rally 스피커
(최대 3m 길이의 고객 제공 연장 케이블 지원)  
설명서 

Rally 마운트 키트

스피커 브래킷(2)
 카메라 브래킷
 테이블 허브 브래킷
 디스플레이 허브 브래킷
 케이블 리테이너(2)
 잠금 장치
 설명서

보증

Rally 마이크 포드

2년 제한 하드웨어 보증

 Rally 마이크 포드 허브

2년 제한 하드웨어 보증

 Rally 스피커

2년 제한 하드웨어 보증

Rally 마운트 키트

2년 제한 하드웨어 보증

부품 번호 및 UPC

Rally 마이크 포드

부품번호: 989-000430 
UPC: 097855142955

 Rally 마이크 포드 허브

부품번호: 939-001647 
UPC: 097855143143

 Rally 스피커

부품번호: 960-001230 
UPC: 097855142962

 Rally 마운트 키트

부품번호: 939-001644
UPC: 097855142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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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