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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지텍 SCRIBE

로지텍 Scribe로 화상회의에서 
손쉽게 화이트보드를 공유해보세요. 
Microsoft Teams® Rooms,  
Zoom RoomsTM 등 다양한 화상회의 
서비스를 위한 AI 기반 화이트보드 
카메라입니다.

화상회의실용 화이트보드 카메라
현대 업무 공간의 화이트보드 공유를 위한 로지텍 Scribe는 일반 
화이트보드에 쓰여진 콘텐츠를 화상회의 참가자에게 놀라운 선명도로 
보여줍니다. 이제 멀리 있는 참가자에게 테이블 상석에 앉은 것 같은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Scribe는 깔끔한 벽면 설치식 디자인과 철저한 케이블 관리로 회의에서 
협업을 도와주는 우아한 도구입니다. 화이트보드 카메라와 무선 공유 
버튼, 설치용 부품, 전원 장치, 대량 설치를 위한 카테고리 케이블이 함께 
제공됩니다.



깔끔한 룸 솔루션 LOGITECH SCRIBE

어떤 화이트보드에도 사용 가능
최대 폭 2미터, 높이 1.2미터

원터치 공유
Scribe의 무선 공유 버튼을 이용하면 쉽고 빠르게 화상회의에서 
화이트보드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로지텍 Tap과 같은 회의실 터치 
컨트롤러에서도 공유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목적에 맞는 룸 솔루션
Scribe는 Microsoft Teams Rooms, Zoom Rooms 등 주요 화상회의 솔루션과 연동됩니다. 회의에 참가하고 곧바로 공유를 
시작해보세요.

간편한 사용

*공유 버튼 지원은 화상회의 서비스 공급업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최신 정보는 www.logitech.com/support/scribe-compatibility를 참고하세요.



LOGITECH SCRIBE특징 & 장점

프리젠터 제거
Scribe에 내장된 AI는 투명 효과를 제공하여 
참가자가 발표자를 ‘투시’해 장애물 없이 
화이트보드를 볼 수 있게 해줍니다.

벽면 설치
내장된 설치 키트로 Scribe를 다양한 벽 표면에 
단단하게 고정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강화
Scribe는 화이트보드 마커의 컬러와 대비를 
자동으로 강화하여 텍스트와 스케치를 읽기 
쉽게 해줍니다.

케이블 관리
케이블을 위, 아래, 벽 속으로 배선할 수 있는 
케이블 고정 및 옵션으로 깔끔하고 확실한 
설치가 가능합니다.

포스트잇 감지
Scribe는 이미지 세그먼테이션을 사용하여 
포스트잇과 같은 다른 유형의 콘텐츠를 인식, 
표시합니다.

유연한 케이블 설치
회의실의 크기와 배치에 맞게 동봉된 10m 
카테고리 케이블을 사용하거나 직접 구매한 
케이블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AI 기반의 강력한 성능

깔끔하고 유연한 설치

회의실과 화상회의 모두에서 완벽한 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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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ITECH SCRIBE

시스템 요구사항 호환성 및 인증 제품 패키지

화이트보드

최대 규격(높이x너비)
1.2 x 2m
4 x 6ft

사용자 구매 케이블

케이블 유형: Cat5e 이상(최대 길이 35m)

Windows® 환경의 Microsoft Teams Rooms 
(인증 대기 중), Zoom Rooms(Windows 또는 
macOS®)에 화이트보드 콘텐츠 카메라로 
연동됩니다. 신청 및 완료된 인증 목록과 호환성 
업데이트는 www.logitech.com/support/
scribe-compatibility에서 확인하세요.
거의 모든 화상회의 애플리케이션에 USB 연결 
카메라로 호환 가능합니다.

카메라
공유 버튼
동글 트랜시버
100~240V 전원 공급 장치(멀티 어댑터 세트 포함)
5.0m Cat5e 케이블 2개
케이블 클립 2개
카메라 설치 키트
설명서

제품 규격

카메라

높이 x 너비 x 깊이:  
149 x 119 x 593mm
5.9 x 4.7 x 23.4in
1.1kg(2.75lbs)

공유 버튼

높이: 12.7mm(0.5in)
직경: 71.8mm(2.8in)
108g(0.24lbs)

전원 공급 장치

높이 x 너비 x 깊이:  
91 x 60 x 36mm
3.6 x 2.4 x 1.4in

동글 트랜시버

높이 x 너비 x 깊이:   
23 x 31 x 84mm
0.9 x 1.2 x 3.3in
케이블 길이:  
500mm(1.64ft)

동봉 케이블(x2)

길이: 5m(16.4ft)

카메라 공유 버튼 전원 & 케이블

출력 해상도: 1080p @ 15fps
내장 AI: AI로 강화된 이미지를 화상회의에 
스트리밍 가능

전원: 2 x CR2032 배터리 
후면 접착식 설치
공유 버튼 지원 여부는 화상회의 서비스 
공급업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최신 정보는 www.logitech.com/support/
scribe-compatibility에서 확인하세요.

전원 공급 장치: 100 ~ 240V 
자동 전환 전원 공급 장치(멀티 어댑터 세트 포함)
케이블 유형: Cat5e SF/UTP AWG26 이상

사용 환경 인터페이스 기기 관리

작동 온도: 0-40°C
보관 온도: -40~70°C
습도: 10-95%

카메라: 카테고리 케이블 포트
공유 버튼: Low Energy

로지텍 Sync

보증 부품 번호

기본 2년의 제한적 하드웨어 보증은 제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로지텍 Scribe: 960-0013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