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간 규모 또는 대규모 회의실을 위해 설계된 
합리적인 가격의 로지텍 GROUP을 만나보십시
오. 어떠한 공간에서든 화상회의를 통한 협업이 
가능합니다.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만큼 쉽고, 일
반 사무용품만큼 부담없는 가격으로 제공됩니다. 
이제 더욱 손쉽게 대화를 나누며 회의할 수 있습
니다.

USB 플러그 앤 플레이 연결방식을 지원하여 설
치 및 사용이 간편합니다. 기존의 컴퓨터 환경에
서 대부분의 화상 회의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
션과 호환됩니다. 현재 사용 중인 소프트웨어와 
함께 로지텍 GROUP을 사용해 보십시오.

선명한 영상과 매끄럽게 디자인된 양방향 스피
커폰을 통해 회의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과 보고 
들을 수 있습니다. 스피커폰 노트북을 연결하여 
바로 화상 회의를 시작하거나 블루투스가 지원되
는 모바일 기기를 스피커폰에 연결하여 선명한 음
질의 오디오 회의를 진행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중간 규모 또는 대규모 회의실 
그리고 더욱 큰 아이디어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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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차원 높은 수준의 화상 회의
14명에서 20명 정도의 인원에 최적화된 로
지텍 GROUP은 HD 화질의 영상과 선명한 
오디오 품질을 제공하여 어떤 공간에서도 수
준 높은 화상 회의가 가능하도록 해 줍니다. 
에코 및 소음 제거 기술, 직관적인 조작 방식
을 지원하여 누구든 손쉽게 회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화상회의를 보다 간편하게
USB 플러그 앤 플레이 연결 방식을 지원하여 
더욱 손쉽게 설치 및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
부분의 화상 회의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
과 호환되므로 PC 시스템 환경을 바꿀 필요 
없이 단지 노트북을 연결하지만 하면 생생한 
대화를 나누며 화상 회의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신 기술이 적용된 스피커폰에 블루투
스 지원 모바일 기기를 연결하여 선명한 사
운드의 오디오 회의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나만의 방식으로 사용 가능
여러가지 카메라 마운팅 옵션을 통해 회의
실 공간을 원하는대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테이블에 카메라를 올려놓거나 본체와 함
께 벽에 설치하여 사용해 보십시오. 카메라
의 밑 부분은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표
준 삼각대 연결을 지원합니다. 회의 참가자
들은 베이스 반경 6미터 내에서 또렷한 음성
으로 회의를 진행할 수 있으며 확장 마이크 
(옵션)를 통하여 범위를 8.5미터까지 확장
할 수 있습니다.

GROUP 설치 회의실 GROUP + 확장 마이크(옵션) 
설치 회의실

특정 물체 혹은 화이트보드 내용에 대한 근접 촬영의 경
우, 로지텍 GROUP의 카메라는 뛰어난 해상도로 선명하
게 모든 세부적인 부분을 볼 수 있도록 10배 무손실 줌 기
능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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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 오디오 연결 및 사용

초당 30프레임의 HD 1080p 화질 
실제와 같은 HD 영상을 통해 표정, 제스쳐와 움직임까지

도 선명하게 보면서 대화할 수 있습니다.

확장 가능한 비디오 코딩(SVC) 및 UVC 1.5 카메라 기술

의 H.264 지원

카메라 자체적으로 비디오 처리를 진행하여 PC 대역

폭을 확보하고 배터리 소모를 줄여줍니다. 이를 통하여 
Skype® for Business, Windows® 8, Windows® 10과 같은 
응용 프로그램에서 보다 매끄러운 비디오 스트리밍을 이
용할 수 있습니다.  

90˚의 시야각과 260 기계식 팬 및 130 틸트

더욱 넓어진 시야와 매끄러운 팬 및 틸트 제어 기능으로 
회의 참석자 모두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10배 무손실 HD 줌
뛰어난 디테일과 선명도를 자랑하는 10배 무손실 HD 
줌 렌즈가 탑재되어 특정 사물이나 화이트보드 내용을 
클로즈업하더라도 화질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오토 포커스

초정밀 렌즈가 자동으로 사람 및 물체에 초점을 맞추고, 
렌즈가 바라보는 어떤 곳이든 매우 선명한 해상도를 제
공합니다.

선명한 광학 렌즈

더 실제같은 화상 회의를 만나보세요. 로지텍의 고급 
렌즈 기술력은 탁월한 해상도, 속도, 부드러움, 색상 밸
런스, 세부 묘사로 놀라운 품질의 영상을 제공합니다.

파엔드 카메라 컨트롤

다른 로지텍® 컨퍼런스캠 또는 C930e 웹캠의 카메라 
팬, 틸트, 줌 기능1을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5개의 사전 위치 설정 기능

이 기능을 통해 회의 테이블, 화이트보드 등 자주 보여지

는 5개의 위치를 사전 설정하여 리모컨 버튼을 하나 누
르는 것만으로 사전 설정한 위치 중 하나로 이동할 수 있
어 편리합니다.

플러그 앤 플레이 카메라 설정

함께 제공되는 5미터 케이블을 통해 전원 허브에 카메라

를 간단히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이중 스피커폰

깨끗하고 선명한 사운드로 대화가 가능한 양방향 스피커

폰을 경험해 보십시오. 금속 주조된 베이스 콘솔에는 뛰
어난 오디오 기능이 탑재되어 있으며 직관적으로 컨트롤

할 수 있습니다.

넓은 공간을 아우르는 오디오

스피커폰 주위 반경 6미터 내에서 자유롭게 대화를 할 
수 있으며,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과도 마치 한 공간에 있
는 것처럼 대화할 수 있습니다.

확장 마이크(옵션)

확장 마이크를 통하여 대화 반경을 6미터에서 8.5미터

로 확장해 보십시오. 2개가 세트로 제공되는 이 확장 마
이크는 별도의 설치 없이 로지텍 GROUP에 연결하기만 
하면 자동으로 인식됩니다.

4개의 무지향성 마이크와 빔포밍 기술

사운드의 결함을 최소화하여 실제로 대화를 나누는 것 
같은 자연스러운 대화가 가능합니다.

에코 제거 기술

고급 에코 제거 기술이 적용되어 선명하고 자연스러운 대
화가 가능합니다. 

소음 제거 기술

주위 잡음 및 기타 방해가 되는 소리들을 제거하여 대
화를 나누는 양쪽 모두 편안한 사운드를 경험할 수 있
습니다. 

HD 오디오

뛰어난 품질로 목소리 톤을 재현하는 광대역 오디오를 
통해 대화를 나누는 양쪽 모두가 생생한 커뮤니케이션

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통화 상태 표시기

전화가 걸려올 때 음소거 상태이더라도, 탑재되어 있는 
LED 불빛을 통해 알려줍니다.

발신자 ID 및 기타 정보를 표시해주는 LCD
통화 관련 정보2(발신자 ID, 통화 시간 등)와 스피커폰/
카메라 기능 표시(볼륨 제어)를 LCD 스크린을 통하여 
확인하십시오.

플러그 앤 플레이 스피커폰 설정

함께 제공되는 5미터 케이블을 통해 허브에 스피커폰을 
간단히 연결하여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고의 클라우드 커뮤니케이션 앱과 완벽한 통합

로지텍 GROUP 사용 시 보다 원활하게 통합된 경험을 
제공하고자 최고 수준의 커뮤니케이션 개발사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Mac® 및 PC와 호환 
기존의 익숙한 컴퓨터 환경 내에서 PC 혹은 Mac®에 연
결하여 간편하게 사용하십시오. 

다수의 VC 및 화상 회의 애플리케이션과 호환

대부분의 화상 회의 애플리케이션을 지원하므로 원하는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Bluetooth® 및 NFC 연결3 
선명한 음질의 오디오 회의를 위하여 블루투스 연결이 
지원되는 모바일 기기를 스피커폰에 연결하거나 NFC 
연결이 지원되는 기기를 가까이 대어 페어링할 수 있
습니다. 

전문가 수준의 인증 획득 
Skype® for Business, Cisco Jabber®, WebEx®와 호환

됩니다.4 로지텍 협력 프로그램(LCP5) 참여 업체와의 
한층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다수의 화상 회의 플랫폼과

의 완벽한 경험을 선사합니다.

다양한 카메라 마운팅 옵션과 장치 설치 
테이블에 카메라를 올려놓거나 본체와 함께 벽에 설치하

여 사용해 보십시오. 카메라의 밑 부분은 다양하게 이용

할 수 있도록 표준 삼각대 연결을 지원합니다. 

도킹 방식 리모컨 

카메라의 팬, 틸트 및 줌, 볼륨 조절, 전화 받기/끊기6 기
능을 베이스 콘솔 또는 리모컨으로 조작할 수 있으며, 리
모컨은 사용하지 않을 경우 콘솔에 꽂아둘 수 있습니다.

PTZ 앱 
소프트웨어 앱을 사용하면 PC 혹은 Mac에서 카메라의 
팬, 틸트, 줌 기능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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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kype® for Business, 로지텍 협력 프로그램(LCP) 참가 업체(Vidyo, 
Zoom, Lifesize Cloud 포함)(최신 정보는 www.logitech.com/lcp 참
조) 사용 시.
2 Skype® 및 Cisco Jabber®를 사용할 경우. 
3 NFC 지원 모바일 기기를 사용할 경우.
4 최신 버전은 www.logitech.com/ciscocompatibility를 참조하십
시오.

www.logitech.com/GROUP

2017년 4월 발간 © 2017 Logitech. Logitech, Logitech 로고 및 기타 Logitech 마
크는 Logitech의 소유이며 등록 상표일 수 있습니다. 그 밖의 모든 
상표는 해당 소유자의 자산입니다. Logitech은 이 발행물에 명시된 
어떤 오류에 대해서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여기에 수록된 제품, 가
격 및 기능은 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박스 내용물

카메라, 스피커폰, 리모컨, 스피커폰과 허브 및 카메라와 
허브 연결을 위한 5미터 케이블 2개, 허브와 PC 연결을 위
한 3미터 케이블 1개, 케이블 관리용 벨크로, 허브를 테이
블에 고정하기 위한 벨크로, 동력형 허브, 지역별 플러그
가 있는 전원 어댑터, 마운트, 빠른 시작 가이드, 보증 카드.  

보증

2년 제한 하드웨어 보증

제품 크기 및 무게

카메라
146 x 131 x 130mm 
580g

스피커폰 
240 x 65 x 240mm 
1223g

허브 
94 x 34 x 74mm 
83g

리모컨 
50 x 120 x 10mm 
48g

패키지 
500 x 152 x 310mm 
4.1kgs/9lbs

벽면/테이블 마운트 
210 x 120 x 99mm 
255g

확장 마이크 
83 x 83 x 21mm 
230g

GROUP 10m 
연장 케이블 
케이블/리피터 
10m x 4mm/50 x 12mm 
278g

GROUP 15m 
연장 케이블 
케이블/리피터 
15m x 5mm/50 x 12mm 
510g

5 Blue Jeans, BroadSoft, Lifesize, Vidyo, Zoom을 포함합니다. 전
체 목록과 최신 정보는 www.logitech.com/lcp를 참조하십시오.
6 GROUP 확장 DIN 케이블에 대한 추가 정보:  
www.logitech.com/accessories.
7 Skype® for Business, Skype®, Cisco Jabber® 등 LCP 참가 업체(최
신 정보는 www.logitech.com/lcp 참조)를 사용할 경우.

카메라

리모컨 또는 콘솔에서 제어하는 전동식 팬, 틸트 및 줌

260˚ 팬, 130˚ 틸트

10배 무손실 HD 줌

90° 시야각

Full HD 1080p 30fps 

H.264 UVC 1.5, SVC(Scalable Video Coding) 지원

오토 포커스

5개의 사전 위치 설정 기능

ConferenceCam 제품의 파 엔드 컨트롤(PTZ)

켄싱턴 락 홀

비디오 스트리밍 확인용 LED

표준 삼각대 나사 홀

리모컨

도킹 가능 

8.5미터 연결 범위

스피커폰

전이중 성능 

음향 에코 제거 

소음 제거 기술

초광대역 오디오

Bluetooth 및 NFC 무선 기술

발신자 ID, 통화 시간 및 기타 정보 표시용 LCD

스피커폰 스트리밍, 음소거, 정지 및 Bluetooth 연결을 위
한 LED 

전화 받기/끊기, 볼륨 조절, 음소거, Bluetooth, 카메라 
PTZ, "HOME" 사전 설정 및 파엔드 컨트롤

마이크(Tx)

     직경 6미터 범위를 지원하는 방향 조절 가능 마이크 4개

     주파수 응답: 100Hz – 11KHz

     감도: -28dB +/-3dB

     왜곡: <1% @ 1KHz(106dB에서)

스피커(Rx)

     주파수 응답: 120Hz – 14KHz

     감도: 83dBSPL +/-3dB(1W/1M에서)

     최대 출력: 91dBSPL

     왜곡: 200Hz에서 <5%

켄싱턴 락 홀

허브/케이블

모든 구성 요소를 연결할 수 있는 중앙 마운트 허브

테이블 밑면 장착용 접착제 포함

허브와 카메라/스피커폰 연결용 케이블 2개(길이: 5미터)

PC/Mac 연결용 USB 케이블 1개(길이: 3미터)

AC 전원 어댑터(길이: 3미터)

마운트

벽면 장착 또는 테이블 장착용 다목적 마운트 

규정 준수 및 도구

USB 2.0 규격

UVC 규격 비디오 및 오디오(광범위한 응용 프로그램 호
환용)

Skype for Business 인증, Cisco 호환4, 로지텍 협력 프로
그램(LCP) 구성원과의 통합 개선5

다운로드 가능한 진단 도구

현장 업그레이드 가능한 펌웨어 도구

고급 기능 지원을 위해 다운로드 가능한 앱 플러그인

기술 사양

  시스템 요구 사항 
 
Windows® 7, Windows 8 또는 Windows 10 
Mac OS X® 10.7 이상 
Google Chromebook 버전 29 이상 

참고: Full HD 지원을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응용 프로그
램 제공업체에 문의하여 시스템 요구 사항을 확인해 보
아야 합니다.

제품 사양

로지텍 GROUP
부품 번호: 960-001054 
UPC: 097855118462 

확장 마이크 
부품 번호: 989-000171 
UPC: 097855119551 

로지텍 GROUP + 확장 마이크 
부품 번호: 989-000171 
UPC: 097855119551

GROUP 10m 확장 케이블 
부품 번호: 939-001487 
UPC: 097855129765 
 
GROUP 15m 연장 케이블 
부품 번호: 939-001490 
UPC: 097855131942



페이지6은 웹 전용

GROUP의 성능을 비교해보십시오.
비디오 협업 ConferenceCam 비교표를 다운로드하여 전체 

ConferenceCam 라인업의 기능을 비교해 보십시오.

로지텍 비디오 협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다음 웹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www.logitech.com/video-collaboration/resources

비교표 다운로드

비디오 갤러리 싱크 탱크 제품 정보고객 스토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