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치
MeetUp은 세 가지 방법으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 눈높이에 가깝게 모니터 아래에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MeetUp은 허들룸에 사용하기 위해 설계된 로지텍의 프리미어 ConferenceCam입니다. 
120° FOV, 4K 광학 및 탁월한 오디오 성능을 캡처하는 기능을 특징으로 하는 MeetUp은 
탁월한 소형 실내 경험을 제공합니다.

모니터 근처의 테이블이나 선반 위에 놓으십시오.

벽에 설치 시:

1  브래킷을 벽에 부착하십시오. 벽면 유형에 맞는

   나사를 사용하십시오.

2  카메라를 브래킷에 연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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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에 설치 시: 
옵션으로 제공되는 TV 장착 브래킷은 
www.logitech.com/support/MeetUp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C

연결
MeetUp 연결은 회의실에서 전용 컴퓨터를 사용하든, 
팀원이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 노트북을 가지고 오든, 
연결 방식은 똑같습니다.

시작
모니터를 컴퓨터에 연결하십시오. 
이제 화상 통화를 시작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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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USB 케이블로 MeetUp과 컴퓨터를 
연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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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그 
MeetUp을 전원에 꽂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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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 통화 시작
MeetUp을 설치한 후, 화상 회의 응용 프로그램
에서 카메라, 스피커 및 마이크에 대한 기본 
장치로 선택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1. 해당 단계
가 완료된 후에 응용 프로그램을 시작하기만 
하면 향상된 오디오와 비디오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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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정보

FAQ, 여러 응용 프로그램에서 기능을 활성화
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교체 부품 주문 방법 
등을 포함한 추가 정보를
www.logitech.com/support/MeetUp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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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정보

5m USB 케이블

전원 어댑터

설명서

뒷면

전면

리모컨
참고: 일부 응용 프로그램만 전화 응답 및 종료 버튼을 지원합니다.

벽면 장착 브래킷 벽면 장착 하드웨어

MeetUp 카메라 및 스피커폰 장치

보안 슬롯

(옵션) 확장 마이크USB

전원

리모컨 페어링

MeetUp에 포함된 USB 2.0 케이블은 최대 
1080p의 Full HD 비디오를 지원합니다. 4K 
비디오를 사용하려면 USB 3.0 케이블(별매)
을 사용하십시오.

4K 비디오에 관한 고지 사항

1  이 작업을 수행하는 방법에 대한 상세 지침은 응용 프로그램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Bluetooth 장치로 음성 통화에 MeetUp을 사용
할 수 있습니다. Bluetooth 장치를 MeetUp과 
페어링하려면 다음 단계를 따르십시오.

이제 음성 통화에 MeetUp을 사용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페어링이 완료된 후 리모컨의 
Bluetooth 버튼을 누르면 Bluetooth 장치 연결
이 끊어집니다("페어링"은 되었지만 "연결되
지 않음" 상태임). 이 버튼을 다시 한 번 누르면 
해당 범위 내에서 마지막으로 페어링된 장치가 
다시 연결됩니다.

MeetUp을 Bluetooth® 장치에 페어링

카메라 렌즈 근처의 파란색 불이 깜박일 때
까지 리모콘의 Bluetooth 버튼을 길게 누르
십시오.

모바일 장치를 Bluetooth 페어링 모드로 설
정하고 "Logitech MeetUp"을 선택하십
시오.

2

1

블루투스 
페어링

확대/
축소

카메라 
상하이동/
기울기

마이크 
음소거

볼륨 
높이기/
줄이기

카메라 홈

전화 받기/끊기

카메라 사전 설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