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든 회의실 

모든 참석자들을 위한

간편한 컨텐츠 공유

Logitech® Screen Share는 어떠한 회의실 전용 컴퓨터에서라도 손쉬운 유선 컨텐츠 공유기능을 제공해 드립니다. HDMI를 통해 
노트북이나 태블릿을 연결하기만 하면 공유를 시작할 수 있으므로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암호를 입력하거나 인터넷에 연결할 
필요도 없습니다. 회의실 안의 참석자들은 간단히 본인의 기기를 연결하여 빠르게 컨텐츠를 스트리밍 할 수 있습니다.

Screen Share 는 회의실 컴퓨터의 HDMI 캡쳐 장치와 내장 애플리케이션를 기반으로 작동, 컨텐츠를 회의실 디스플레이에 바로 
보여주며, 어떤 미팅이나 화상회의 서비스를 통해서도 컨텐츠 공유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면 스마트폰, 태블릿, 카메라 및 미
디어 플레이어를 포함한 대부분의 장치에서 공유가 가능합니다. 

Screen Share는 친숙한 플러그-앤-프리젠트 방식, 강력한 안정성, 빠른 응답 성능을 모두 갖추었습니다. 초소형 본체에 최신 기
능을 탑재한 Screen Share는 손쉽고 간단하게 설치 및 사용할 수 있으며 모든 회의실에 설치할 수 있을 만큼 합리적인 가격을 
자랑합니다.

화면 공유 캡처 장치
부품 번호: 939-001553 
UPC: 097855135933

Windows® 71, Windows 8.1 또는 Windows 10

Mac OS X 10.10 이상

최대 30 fps의 1080p HD 비디오 및 HDMI를 
통한 HD 오디오 지원

입/출력 
입력: HDMI 1.4a 이상 
출력: USB3.0 또는 USB2.0
기타 
USB를 통해 전원 공급 
상태 LED

성능 
입력: 1280 x 720 (720p) 또는 1920 x 1080 
(1080p), 최대 60 fps
출력: 30 fps에서 1920 x 1080 (1080p) 
오디오: 48 KHz/16-bit PCM

2년 제한 하드웨어 보증

Screen Share 본체

설명서

후크 및 루프 고정 장치

케이블 관리 마운트

치수 
14.2mm x 24.7mm x 83mm  
30g 

케이블 길이 
250mm 

제품 사양

시스템 요구 사항기술 사양

보증

박스 내용물제품 크기 및 무게

Logitech Screen Share



*Logitech Screen Share 애플리케이션은 인룸(In-Room) 컴퓨터에서 실행되며 www.logitech.com/support/screenshareapp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로지텍 고객 지원 센터
00798-601-8207
근무 시간 : 오전 9시30분 ~ 오후 5시30분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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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ITECH SCREEN SHARE

즉각적인 공유 

노트북,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에서 간단하게 연결하
고 프레젠테이션하세요.

더 이상 회의 ID 또는 페어링 코드를 다시 확인할 필
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입력 소스와 리모컨을 조작하느라 고생할 필
요도 없습니다.

소프트웨어 설치나 인터넷 연결도 필요 없습니다. 그
냥 연결만 하세요.

발표자
Logitech Screen Share 

회의실 컴퓨터 
(ConferenceCam)

디스플레이

화상 회의에 공유

Logitech Screen Share는 Zoom, Skype for Business, 
WebEx, BlueJeans 및 컨텐츠 공유를 지원하는 모든 
화상회의 솔루션과 연동됩니다. 

회의실에 설치된 ConferenceCam이 활성화된 쉽게
로 유지되므로 발표자가 동시에 말하고 들으면서 컨
텐츠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Screen Share 응용 프로그램은 온라인 회의에 쉽
게 공유할 수 있도록 회의실 컴퓨터(Windows 또는 
Mac)에서 실행됩니다.

간단한 전달 및 연결

시간 지연이나 간섭 없이 손쉽게 발표자를 교대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장치 하나에서 HDMI 케이블을 분리하고 다
음 발표자에게 전달하면 됩니다.

Logitech Screen Share는 새 HDMI 연결을 자동으로 
인식하고 공유 컨텐츠를 표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