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ightLight™ 3는 저조도에서 직사광선까지 그 어
떤 조명에서도 최고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로지

텍의 고급 광학 렌즈는 오토포커스 기능과 65°, 
78°, 90°를 지원하는 폭넓은 시야각으로 뛰어난 
해상도의 선명한 비디오를 제공합니다. 

또한 BRIO는 강력한 보안의 로그인을 지원하

는 적외선 안면 인식 시스템을 탑재하고 있으며 

4K UHD의 화질과 5X 줌으로 놀라운 품질의 비디 

오를 제공하는 로지텍® 최고의 웹캠을 만나보십 

시오.

BRIO의 4K 이미지 센서는 5배율 디지털 줌, 우수

한 프레임 속도와 다양한 해상도를 지원하여 어
떤 컴퓨터와 네트워크 환경에서도 최적의 퍼포먼

스를 보여주는 강력한 차세대 센서입니다. 로지텍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성능

로지텍 BRIO
Microsoft Cortana®, 와도 호환됩니다. USB 3.0 
및 Type-C 등 여러 유형의 연결을 지원하는 뛰어

난 호환성과 탈착식 클립과 전용 삼각대로 LCD
화면, 노트북, 책상 위 등 어디에나 배치할 수 있
는 유연성도 갖추었습니다. 

Windows Hello



로지텍 BRIO

Ultra HD 4K 이미지 센서
4K(Ultra HD) 30fps, 1080p(Full HD) 30/ 60fps, 그리고  
720p(HD) 30/60/90fps 해상도를 지원하여 응용 프로 
그램 및 모니터가 지원하는 최고 품질의 비디오를 제공합 
니다.

RightLight™ 3(HDR 지원)
저조도부터 직사광선 또는 고대비까지 어떤 조명 환경에 
서든 최상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적외선 센서로 뛰어난 보안성의 로그인
적외선 기반의 안면 인식을 지원하여 Windows Hello™ 
또는 기타 안면 인식 소프트웨어와 함께 보다 뛰어난 보
안을 제공합니다.

5배율 디지털 줌
미세한 디테일까지 세세히 볼 수 있습니다. 로지텍 소프
트웨어나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화면을 확대하고 이
동해보십시오.

넓은 시야각
화면에 보다 많은 내용을 담을 수 있는 90°의 넓은 시야
각을 지원합니다. 보다 집중된 소통을 위한 65°, 78°의 시
야각도 지원합니다.1

오토포커스를 지원하는 선명한 렌즈
보다 뛰어난 화상 회의를 경험해보십시오. BRIO는 마치 
사람을 직접 마주하는듯한 생생한 화상 회의를 선사합니
다. 로지텍의 고급 오토포커스 렌즈 기술은 탁월한 해상
도, 속도, 부드러움, 컬러 밸런스, 세부 묘사로 놀라운 품
질의 비디오를 제공합니다.

비즈니스 인증
비즈니스 인증2은 아무런 걱정 없이 다음 프레젠테이션
이나 화상 회의를 준비해도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방위 마이크
잡음 제거 기능이 있는 두 개의 전방위 마이크는 비즈니
스급 성능의 오디오를 제공합니다. 마이크는 Microsoft® 
Cortana® 와의 호환을 보장합니다.

다양한 장착 옵션
이동식 클립 또는 내장형 삼각대 나사를 사용하여 LCD 
화면, 노트북, 책상 위 등 원하는 곳 어디에든 카메라를 자
유롭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화면에 맞게 클립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플러그 앤 플레이 USB 연결
추가 소프트웨어 없이 PC, Mac® 및 Chrome™ 장치에 쉽
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프라이버시 셔터
프라이버시 셔터로 즉시 프라이버시 모드로 전환할 수 있
습니다.

뛰어난 연결 호환성
USB 2.0, 3.0 또는 Type-C 연결을 지원하는 폭넓은 호환
성을 자랑합니다.

맞춤형 휴대용 케이스
이동 중에도 휴대와 사용이 용이합니다. 맞춤형 휴대용 
케이스에는 카메라와 이동식 클립/케이블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 어디서나 BRIO를 간편하게 휴대할 수 
있습니다.

SmartDock

1 소프트웨어 다운로드는 필수입니다.
2  Skype for Business, Cisco Jabber® 및 WebEx® 규격 인증.
3  3 최신 버전은 www.logitech.com/ciscocompatibility를 
참조하십시오.

www.logitech.com/BRIO

로지텍 코리아 고객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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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사양

BRIO 
부품 번호: 960-001105 
UPC: 097855125620

기능 및 특징

박스 내용물

웹캠 카메라, 이동식 클립 및 USB 3.0 케이블 
(USB 2.0 및 Type C와 호환)

제품 크기 + 무게

카메라  
102 x 27 x 27mm 
4 x 1 x 1” 
63g/2.2oz

클립  
36 x 99 x 6mm 
1.4 x 3.9 x 0.22” 
44g/1.5oz

케이블  
2.2m 
7.2’ 
63g/2.2oz

인증

Certified for Skype® for Business3, Windows®, Mac 및 
Microsoft Windows Hello™ 인증

보증

3년 제한 하드웨어 보증

호환성

UVC/플러그 앤 플레이 지원 
Cortana 호환 
Cisco Jabber™ 및 WebEx® 호환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운영 체제 내장 USB 비디오 클래스 드라이버와 호환

카메라 설정 애플리케이션은 다음 기능을 제공합니다:
시야각 조절

카메라 이미지 설정

팬틸트, 줌
Personify로 배경 교체 기능 지원

다운로드 사이트: www.logitech.com/support/brio

BRIO 후면 BRIO + 이동식 클립

시스템 요구 사항

Windows® 7, Windows 8.1 또는 Windows 10
Mac OS X® 10.7 이상

Google Chromebook™ 버전 29.0.1547.70,  
플랫폼 4319.79.0의 특징: 
2.4 GHz Intel® Core 2 Duo 프로세서

2 GB RAM 이상

녹화된 비디오용 하드 드라이브 공간

USB 2.0 포트(USB 3.0 사용 가능)

BRIO 전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