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효율적이고  
강력한   
소규모 그룹  
화상회의

로지텍 ConferenceCam BCC950
소그룹의 화상 회의를 진행할 때 비좁은 PC 웹
캠 주위에 옹기종기 모여 앉거나 초과 예약된 회
의실 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 애쓸 필요가 없습
니다. ConferenceCam BCC950은 고화질 HD 비
디오와 깨끗하고 선명한 오디오를 간단하면서도 
매우 저렴한 패키지 안에 통합하기 때문에 사무

실 어디서든 소그룹이 자체적인 화상 회의를 진
행할 수 있습니다. 소그룹을 염두에 두고 설계된 
ConferenceCam BCC950은 허들룸, 개인 사무실 
및 소형 회의 공간에 적합한 올인원 비디오 및 오
디오 회의 장치입니다. 전문가급 HD 비디오와 선
명한 오디오로 최대 4인까지의 소그룹을 확실히 

보고 들을 수 있으므로 아무도 화면 범위를 벗어
날 염려가 없습니다. 또한 리모컨과 장치내 버튼
을 사용하여 회의실 내 어느 곳에서나 통화를 제
어할 수 있습니다. 



로지텍 ConferenceCam BCC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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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로지텍 AMR 웹캠 사용 사례 연구(2012년), n=510.
2 Frost and Sullivan, 글로벌 데스크톱 화상 회의 시스템 
시장, 2011년 12월. 

www.logitech.com/product/
conferencecam-bcc950

2017년 6월 발간

제품 사양

ConferenceCam BCC950
부품 번호: 960-000939 
UPC: 097855088024 

시스템 요구 사항

Windows 7, 8.1 또는  10 
macOS 10.10 이상 

Full HD 지원을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응용 프로그램 제공
업체에 문의하여 시스템 요구 사항을 확인해 보아야 합
니다.

박스 내용물

ConferenceCam

리모컨

사용 설명서

AC 어댑터 

보증

2년 제한 하드웨어 보증

제품 크기 및 무게

길이 154.2mm

너비 146.9mm

높이 344.7mm

무게 568g

HD 비디오와 고품질 오디오를 결합한 올인원 디자인

비즈니스에 최적화된 화상 회의

내장형 전이중 스피커폰과 잡음 제거 마이크

회의 참가 인원 모두가 베이스에서 최대 1.8미터(6피트) 
거리에서도 선명한 사운드를 들을 수 있습니다.

무지향성 마이크 음성수신과 및 에코 제거 오디오

마치 같은 공간에서 대화하는 것처럼 선명한 사운드를
제공합니다.

리모컨 및 베이스 버튼 컨트롤 옵션

카메라 이동, 기울기 및 확대/축소, 볼륨 크게/작게, 음
소거, 전화 받기/끊기 등의 기능을 빠르게 제어할 수 있
습니다.

1080p HD, 최대 30 fps
비즈니스를 위한 고품질 비디오

광범위한 응용 프로그램 호환성

Skype for Business와 Skype™ 인증을 획득하였으며, 대
부분의 화상 회의 솔루션들과 완벽히 호환됩니다.

H.264 내장코덱으로 PC와 Mac® 모두 원활하게 사용
가능한 플러그 앤 플레이 지원

다양한 화상 회의 플랫폼에서 플러그 앤 플레이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수한 품질의 웹캠 센서와 Logitech RightLight™ 2 
기술

어두운 곳에서도 선명한 화질을 제공합니다.

오토포커스 및 고선명 광학렌즈

더 실제같은 화상 회의를 만나보세요. 로지텍의 고급 렌
즈 기술은 탁월한 해상도, 속도, 부드러움, 컬러 밸런스, 
세부 묘사로 놀라운 품질의 영상을 제공합니다.

78도 시야각과 180도 카메라 상하좌우 이동

ConferenceCam은 소규모 화상 회의에 사용하기 적합
합니다.

카메라 높이 연장 받침대

가장 이상적인 비디오 각도를 위해 카메라 초점을 눈높이
에 맞출 수 있습니다.

비디오 사양

1080p

30fps

78도 시야각

H.264 UVC 1.1 / AVC

PTZ

오디오 사양

무지향성 마이크

마이크 음성수신 반경 1.8미터(6피트)

마이크 대역폭: 200Hz - 8kHz

대역폭: 220Hz - 20kHz

최대 출력 레벨: 80vdB SPL @ 0.30미터

전원 공급

USB-2 또는 AC 어댑터

호환성

대부분의 화상 회의과 웹 회의 응용 프로그램은 UVC와 
호환되기 때문에 로지텍 비디오 및 오디오 제품은 소프트
웨어 드라이버를 추가로 설치하지 않아도 모든 응용 프로
그램에서 작동합니다.

주요 기능

기술 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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