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화 기술로
더 스마트한 협업

로지텍 Rally
로지텍® Rally는 UHD 영상 시스템을 탑재하여 최대
4K의 선명한 비디오, 뛰어난 색감 및 탁월한 광학 정
밀도를 제공합니다. Rally 의 모듈식 오디오 시스템은
비교할 수 없는 선명한 음성 선명도로 또렷하고 깨끗
한 사운드를 전달합니다.

Rally는 모듈식 오디오 시스템으로 스피커와 마이크
를 원하는 곳에 설치 가능하합니다. 회의실 어디에서
나 선명하게 말하고 또렷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Rally
는 최대 7개의 마이크 포드를 지원하여 완벽한 회의
실 오디오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Rally는 기본적으로 스피커 1개와 마이크 포드 1개를
제공하며 중대형 회의실에 적합합니다. Rally Plus는
참가자가 14명 이상인 대형 회의실을 위해 스피커와
2개와 마이크 포드 2개를 제공하여 더욱 뛰어난 퍼포
먼스를 보여줍니다.

Rally는 RightSense™ 자동화 기술로 더욱 쉽고 스마
트한 회의를 만들어 줍니다. RightSight™ 는 자동으로
카메라를 컨트롤하여 회의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완벽하고 선명하게 담아냅니다. RightLight™는 배경
보다 인물을 우선적으로 포착하여 자연스러운 피부

톤을 연출하며,RightSound™는 배경 소음을 억제하고
음성을 자동 조절하여 발표를 하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춤으로써 음성 선명도를 높여줍니다. RightSense
는 Google® Hangouts™ Meet, Microsoft® Skype® for
Business, Teams 및 Zoom을 포함하여 USB 장치를
지원하는 대부분의 화상회의 애플리케이션과 호환
됩니다.
Rally는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세련된 마감, 편리한 배
선 및 모듈식 오디오 시스템으로 어떤 공간이라도 멋
진 회의실로 만들어 드립니다.

기능 및 특징
비디오

오디오

연결성 및 유용성

뛰어난 비디오 화질
Rally는 UHD 영상 시스템을 탑재하여 최대 4K의 밝
고 선명한 비디오, 뛰어난 색감 및 탁월한 광학 정밀
도를 제공합니다.

고급 모듈식 오디오
Rally의 사운드는 자연스럽고 또렷합니다. 정교한 고
감도 마이크 포드로 회의실에 있는 모든 사람의 목소
리를 선명하게 전달하며, 독립형 스피커의 풍부하고
생생한 사운드가 대형 회의실 안을 가득 채웁니다.

스마트 케이블링과 컨텐츠 공유
Rally의 디스플레이 허브 및 테이블 허브로 깔끔한 배
선과 설치가 가능합니다. Rally의 구성품이나 회의실
컴퓨터가 참석자들의 시야를 가리지 않습니다.

향상된 팬, 틸트 및 줌
부드러운 움직임의 PTZ모터가 확대 및 축소의 정도
에 따라 팬/틸트 속도를 조절합니다. 축소를 할 때
에는 카메라가 빠르게 움직여 초점을 맞추고 확대
할 때에는 섬세한 컨트롤을 위해 천천히 움직입니다.
고급스러운 디자인
프리미엄 PTZ 카메라의 매트 블랙과 슬레이트 그레
이 메탈 장식의 세련된 마감, 고급스러운 디자인의
오디오 구성품 및 액세서리까지 더해져 어떤 공간에
도 잘 어울립니다.

전방형 오디오
Rally 스피커는 회의실 앞쪽에 배치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마이크 포드를 테이블에 올려두고 스피커
를 디스플레이에 설치하면 음성과 영상이 실제 대화
처럼 같은 방향에서 나와 더욱 자연스럽고 생생한 회
의가 가능합니다.
최대 7개의 마이크 포드
대형 회의실의 경우 Rally 마이크 포드를 추가해 오디
오 전달 범위를 넓히고 음소거 컨트롤을 편리하게 이
용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 포드 1개를 추가시 6명의 추
가 참석자 음성을 수신 가능하여 대형 회의실 및 중역
회의실에 적합합니다.

크고 선명한 사운드
Rally 디스플레이 허브에 내장된 앰프는 최대 두 개의
Rally 스피커에 전원을 공급할 수 있어 대형 회의실에
서도 풍부한 사운드를 선사합니다.
깔끔한 마이크 포드 배선 방법(옵션)
Rally 마이크 포드 허브는 배선을 간소화하여 케이블
을 깔끔하게 정리해줍니다. 마이크 포드 허브에 있는
3개의 커넥터에 Rally 마이크 포드 또는 추가 마이크
포드 허브를 연결하여 원하는 곳에 배치하세요. 음소
거 컨트롤도 어디에서나 손쉽게 가능합니다.
마운트 키트(옵션)
Rally 마운트 키트를 추가하면 맞춤형 브라켓과 설치
용 하드웨어로 각각의 Rally 구성품들을 간편하게 유
선 연결하여 설치 가능합니다.

RIGHTSENSE 기술 및 디자인 혁신
Rally에 탑재된 RightSense 자동화 기술은 더 나은 사용 경험을 제공해줍니다. RightSight는 자동으로 카메라를 컨트롤하여 회의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완벽하고 선
명하게 담아냅니다. RightLight는 배경보다 인물을 우선적으로 포착하여 자연스런 피부톤을 연출합니다. RightSound는 배경 소음을 억제하고 음성을 자동 조절하여
발표를 하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어 음성 선명도를 향상시킵니다.
RightSight
로지텍 RightSight 자동 카메라 컨트롤 기술은 렌즈를
자동으로 움직이고 줌을 조정하여 모든 참석자를 안정
적으로 화면에 담아냅니다. RightSight는 얼굴 뿐 아니
라 사람의 형상을 감지하여 모든 참석자들이 최적의 각
도로 선명하게 보일 수 있도록 조정합니다.

RightLight
와이드 다이나믹 레인지 (WDR)를 지원하는 로지텍
RightLight 조명 환경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을 또렷하
고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RightLight는 노이즈를 억제
하고 조명 밸런스를 최적화 하며 색상 및 채도 미세조
정을 통해 어떤 피부톤도 자연스럽게 연출 가능합니다.

RightSound
로지텍 RightSound는 기업 수준의 화상회의에 필요한
오디오 처리 기술 및 혁신적인 사운드를 제공합니다.
RightSound는 사람의 목소리에 최적화된 기술로 원하
지 않는 진동 및 소음을 줄이고 발표자의 목소리에 초점
을 맞추어 모든 단어를 또렷하고 선명하게 전달합니다.

회의실 설치도

Rally

Rally Plus

Rally Plus

90º
90º

90º

추가 마이크 포드
추가 마이크 1개 = 추가 좌석 6개

최대 10석

최대 16석

최대 46석

액세서리

RALLY 스피커

RALLY 마이크 포드

RALLY 마이크 포드 허브(옵션)

RALLY 마운트 키트 옵션(옵션)

대형 회의실을 위해 RALLY 스피커
를 최대 2개까지 지원합니다.

대형 회의실의 마이크 수신 범위
확장을 위해 Rally 마이크 포드를
최대 7개까지 지원합니다.

Rally 마이크 포드 허브에 1~3개의
Rally 마이크 포드 및 추가 마이크
포드 허브를 연결하여 하나의 케이
블로 깔끔한 배선이 가능합니다.

Rally 마운트 키트에는 케이블 고
정기 및 Rally 카메라,Rally 스피커
(2개), 테이블 허브, 디스플레이
허브용 설치 브라켓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술 사양
RALLY 카메라

RALLY 스피커

케이블/전원

UHD 영상 시스템 지원 사양:
30fps: 4K, 1440p, 1080p, 900p, 720p 및 SD
30fps/60fps: 1080p, 720p

고성능 76mm(3인치) 드라이버

카메라에서 디스플레이 허브
2m USB 3.1 C형에서 USB C형 3.1

부드러운 전동식 PTZ 상하좌우 이동, 기울기 및 확
대/축소

특허 출원 중인 서스펜션 시스템이 진동으로 인한 카
메라 떨림과 오디오 간섭을 차단합니다.
Mini XLR 케이블(2.95m(9.6ft))을 Rally 디스플레이
허브에 연결하여 신호와 전원을 모두 공급합니다.

상하좌우 이동: ±90°
기울기: +50° / -90°
15x HD 확대/축소
90° 시야각
지능형 상하좌우 이동/기울기 속도 최대 70°/초
(확대 시 컨트롤 편의를 위해 속도 감소)
상하 역상 설치 시 이미지 방향과 카메라 컨트롤을
바로잡는 자동 역상 탐지 기능
오토포커스
카메라 프리셋 3개

RALLY 테이블 허브
단일 케이블(CAT6A)로 Rally 디스플레이 허브와 연결
(5m CAT6A 이더넷 케이블 포함. 고객이 케이블을 별
도로 준비하실 경우 케이블을 50m까지 지원)
화자 감지: 8ms 간격으로 최대 7개의 마이크 포드의
56개 빔센서에서 나오는 나오는 오디오를 분석
Rally 포드 마이크용 12핀 커넥터
유선 컨텐츠 공유를 위한 HDMI A형
디스플레이용 HDMI A형
전원 입력부

RJ45(이더넷)

표준 삼각대 나사

Bluetooth® 무선 기술

슬립 모드 시 렌즈가 바닥으로 이동하는 프라이버
시 보장

RALLY 디스플레이 허브

빔포밍 센서 8개가 포함된 마이크 4개
LED 상태 표시기가 있는 음소거 버튼
캡티브 케이블: 2.95m(9.6ft)
데이지 체인: 최대 7개의 Rally 마이크 포드 연결
권장 참석자 수:
Rally(마이크 포드 한 개): 10명
Rally Plus(마이크 포드 2개): 16
마이크 포드당 추가 참석자 수: 6명
마이크 포드 7개 사용 시 Rally
권장 참석자 수: 46명

회의실 컴퓨터에서 디스플레이(x2)
2m HDMI A
마이크 포드
2.95m: 12핀 커넥터가 있는 고정 연결
전원 콘센트에서 전원 공급 장치(x2)
1m
전원 공급 장치에서 테이블 허브 / 디스플레이 허
브(x2)
1.5m
RIGHTSENSE 기술
WDR(Wide Dynamic Range) 적용 RightLight
RightSight 자동 카메라 컨트롤1
RightSound 마이크 매트릭스

HDMI A형(x2)(디스플레이와 연결)

픽업 범위: 직경 4.5m(15ft)

디스플레이 허브에서 스피커(x2)
2.95m Mini XLR(고객 자체 연장 케이블을 3m까지
지원)

USB B형(회의실 컴퓨터와 연결)

비디오 음소거/음소거 해제 LED

RALLY 마이크 포드

디스플레이 허브에서 테이블 허브
5m CAT6A 이더넷 케이블(고객 자체 케이블을 50m
까지 지원)

USB C형(UHD / 4K 가능)
USB A형(향후 추가 기능을 위한 슬롯)

Kensington® 보안 슬롯

회의실 컴퓨터에서 디스플레이 또는 테이블 허브
2m USB 3.1 A형에서 USB B형

RightSound 진동 방지 스피커
호환성 및 통합

전원 입력
USB C형(Rally 카메라와 연결)
USB B형(회의실 컴퓨터와 연결)
RJ45(테이블 허브와 연결)
Mini XLR(x2)(Rally 스피커와 연결)
Rally 스피커 1~2개에 전원 공급
리모컨
RF 리모컨(시야 확보 불필요)
CR2032 배터리(포함)

플러그 앤 플레이 USB 연결
Skype for Business 인증 및 Teams 이용 가능
Google Hangouts Meet Hardware 인증
Zoom 인증
Cisco 호환
BlueJeans, BroadSoft®, GoToMeeting®, Vidyo® 및
USB 카메라를 지원하는 기타 화상 회의, 녹화 및 방송
응용 프로그램과 호환이 됩니다.

제품 사양
Rally
제품번호: 960-001218
UPC: 5099206079519
Rally Plus
부품번호: 960-001224
UPC: 5099206079526
Rally 스피커
제품번호: 960-001230
UPC: 097855142962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로지텍 카메라 설정 소프트웨어

보증 정보
2년 제한 하드웨어 보증

박스 내용물

Rally 마이크 포드
제품번호: 989-000430
UPC: 097855142955

Rally 카메라

Rally 마이크 포드 허브
제품번호: 939-001647
UPC: 097855143143

마이크 포드: 1개(Rally) 또는 2개(Rally Plus)

Rally 마운트 키트
제품번호: 939-001644
UPC: 097855142979

스피커: 1개(Rally) 또는 2개(Rally Plus)

제품 치수
Rally 카메라
182.5mm x 152mm x 152mm
Rally 스피커
103mm x 449mm x 80mm
Rally 마이크 포드
21mm x 102mm x 102mm
Rally 테이블 허브
40mm x 176mm x 138mm
Rally 디스플레이 허브
40mm x 206mm x 179mm
Rally 마이크 포드 허브
16mm x 102mm x 102mm

테이블 허브
디스플레이 허브
전원 공급 장치 2개
리모컨
USB C-C 케이블
USB A-B 케이블

시스템 요구 사항
UVC/플러그 앤 플레이 호환
Windows® 10, 8.1, 7
macOS® 10.10 이상
Chrome OS™

CAT6A
2 x HDMI A-A 케이블
설명서

1

RightSight는 추가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현재 Windows 10을 지원합니다. 지원합니다. 가용성은 www.logitech.com/rightsight에서 확인하십시오.

www.logitech.com/r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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