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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지텍 비디오 협업 제품군 
포트폴리오

개요

프리젠테이션이 완벽하다고 반드시 좋은 회의가 되

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회의는 회의 구성원 간의 연

결이 중요합니다.

Logitech 은 낡은 경계를 허물고 새로운 가능성을 제

시하면서 팀 간의 협업 방식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키

고 있습니다. Logitech 의 비디오 협업 솔루션은 혁신

적이며, 수려한 디자인, 놀라운 비용 효율성, 모든 회

의실 형태나 크기에 맞는 선택이 가능합니다. 

로지텍 ConferenceCam 라인업은 선명한 비디오와 

맑은 오디오를 모두 제공하여 모든 회의 공간을 비디

오 협업 공간으로 만들어줍니다. 로지텍 웹캠은 고품

질 고해상도 영상으로 데스크톱 협업을 강화하는 동

시에 USB 헤드셋으로 맑고 선명한 사운드를 제공합

니다.

또한 로지텍 비디오 협업 솔루션은 이미 사용하고 있

는 애플리케이션을 포함하여 모든 화상 회의 소프트

웨어 애플리케이션과 호환되며 쉬운 사용이 가능합

니다.2 

로지텍은 미래지향적인 비전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혁신하여 향상된 최신 기술과 고객 중심의 디자인

을 제공합니다. 로지텍 RightSenseTM 회의환경 자동 

최적화 기술은 통해 모든 사람이 보고 들을 수 있는 

아주 간편한 화상 회의 환경을 제공합니다.3 로지텍 

RightSightTM 자동 카메라 컨트롤 기술로 참석자를 바

로 포착하고, 로지텍 RightLightTM 최적화 기술로 보

다 참석자들의 얼굴을 자연스럽게 보여주며, 로지텍 

RightSoundTM 자동 음성 레벨 조정 및 노이즈 억제와 

같은 기술을 통해 화상 회의가 자동으로 개선됩니다. 

이제 언제 어디서 어떻게 협업을 하든 원활한 화상 회

의가 가능합니다.

협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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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들룸
팀 협업

Wainhouse Research의 설문 조사4에 따르면, 사람들은 화상 회의 시간 중 40% 이상의 시간을 허들룸에

서  화상 회의에 참석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공간은 팬 및 틸트 기능을 갖춘 넓은 광각 렌즈로 공간 안의 

모든 참석자들이 보이도록 해야 하며 공간 절약을 위한 내장 오디오를 써야 하는 등 성공을 위한 독특한 

요구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지텍 허들룸 솔루션은 이러한 기준에 최적화되어 있으며, 이러한 작은 

공간을 최대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로지텍 ConferenceCam은 이미 쓰고 있는 화상

회의 애플리케이션과 완벽히 호환되므로 협업을 쉽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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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지텍 MEETUP

허들룸

로지텍 CONNECT

로지텍 BCC950

MEETUP용 액세서리

120°의 초광범위 시야각, 4K 화질 영상 및 내장 오디오를 갖춘 올

인원 ConferenceCam. 허들룸에 적합.

부품 번호: 960-001101

허들룸, 임원실, 홈 오피스 또는 이동 중에 사용할 수 있는 

Bluetooth® 스피커폰을 갖춘 휴대형 ConferenceCam. 

부품 번호: 960-001035

개인 사무실, 홈 오피스 및 대부분의 소규모 회의실을 위한 데스

크톱 화상 회의 솔루션.

부품 번호: 960-000939

•  선명한 영상 품질

•  컴팩트한 올인원 디자인으로 간편한 배선과 정리

•  대부분의 화상 회의 애플리케이션과 호환5

•  컴팩트한 75mm 크기, 뛰어난 비디오 및 오디오

•  충전식 배터리로 어디에서나 사용 가능

•  대부분의 화상 회의 애플리케이션과 호환5

•  사용법이 쉽고 공간을 절약해주는 올인원 디자인

•  경제적인 가격대로 선명한 HD 비디오 및 오디오 제공

•  대부분의 화상 회의 애플리케이션과 호환5

최대 6석

최대 6석

최대 4석

MEETUP용 TV 마운트 

MeetUp ConferenceCam용 마운팅 옵션 

TV 마운트 부품 번호: 939-001498 

TV 마운트 XL 부품 번호: 939-001656 

MEETUP용 확장 마이크 

다양한 크기의 허들룸을 위한 추가 마이크. 오디오 범

위를 8석까지 확장.

부품 번호: 989-000405

NFC

90º

78º

120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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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형 및 대형 회의실 
팀 협업

중형 및 대형 회의실을 최대한 활용하려면 공간에 맞는 화상 회의 솔루션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회의실은 

중요한 결정이 내려지고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실행되며 글로벌 관계가 구축되는 장소입니다. 로지텍은 

회의실의 형태나 레이아웃에 맞추어 커스터마이징할 수 있는 모듈식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로지텍 

RightSense 기술은 쉽고 자동화된 회의 환경을 만들어, 회의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회의 내용을 선

명하게 들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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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LLY 마운팅 키트 

로지텍 Rally용 권장 마운팅 옵션. 

부품 번호: 939-001644

RALLY 마이크 포드 허브

로지텍 Rally 및 Rally Plus용 유연한 마이크 

배치.

부품 번호: 939-001647

RALLY 마이크 포드 

최대 7개까지 사용 가능. 추가 마이크 하나당 최대 6

석 추가. 

부품 번호: 989-000430

RALLY 스피커

대형 회의실용 보조 스피커 추가.

부품 번호: 960-001230

• 4K 광학의 UHD급 비디오6

• Rightsense 기술(자동 카메라 제어7, 조명 및 사운드 최적화)3

•  전면 스피커 하나와 마이크 포드 하나가 포함된 모듈식 오디오

•  오디오 범위 확장을 위해 최대 7개의 마이크 포드 배치

•  대부분의 화상 회의 애플리케이션과 호환5

중형 및 대형 회의실

로지텍 RALLY
중형 회의실을 위한 최고의 비디오 및 오디오 성능을 갖춘 모듈식 

프리미엄 화상회의 시스템 화상 회의 시스템.

부품 번호: 960-001218

최대 10석

RALLY 용 액세서리

90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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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 확장 마이크 

전방향 마이크 2개 포함. 오디오 범위를 20석까

지 확장. 

부품 번호: 989-000171

GROUP 케이블 15M 

대형 회의실 설치용 15M 케이블. 

부품 번호: 939-001490

GROUP 케이블 10M 

대형 회의실 설치용 10M 케이블. 

부품 번호: 939-001487

• 10배 무손실 줌 및 1080p/30fps 영상

• 90° 시야 및 모터식 팬/틸트 기능 

•  빔포밍 양방향 스피커폰

•  음향 에코 캔슬링 및 노이즈 제거 기술

•  대부분의 화상 회의 애플리케이션과 호환5

NFC

중형 및 대형 회의실

로지텍 GROUP
고화질 비디오, 10배 줌 및 테이블탑 스피커폰이 포함된 화상 회

의 시스템.

부품 번호: 960-001054

최대 14석

GROUP용 액세서리

90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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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ABLE EVERY ROOM.
ENABLE EVERY PER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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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목적 회의실
팀 협업

교실, 기업 교육실, 강당 등의 다목적 회의실에는 다양한 용도에 맞는 다목적 카메라가 필요합니다. 참가자

가 많은 대형 공간에 이상적인 로지텍 PTZ 카메라는 전체 공간을 화면에 포착하는 동시에 발표자, 참여 패

널, 화이트보드, 참석자 개개인을 디테일하게 포착할 수 있습니다. 로지텍 USB 카메라는 회의, 세미나, 프

리젠테이션 등 어떤 형태의 이벤트에서도 수천킬로미터 넘게 떨어져있는 참석자들이 같은 방에 함께 앉아 

있는 것 같은 경험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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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ghtSight 오토 프레이밍 기술7, RightLight 자동 조명 밸런

싱 및 색감 최적화 기술3

• 10배 HD 줌 및 4K 화질 영상 

• 90° 시야각

•  모터식 팬/틸트/줌

•  대부분의 화상 회의 애플리케이션과 호환5 

 

 

• 10배 무손실 줌 및 1080p/30fps 영상

• 90° 시야각

•  모터식 팬/틸트/줌

•  대부분의 화상 회의 애플리케이션과 호환5 

다목적 회의실

로지텍 RALLY 카메라

로지텍 PTZ PRO 2 카메라

보드룸급 화질의 비디오를 위한 UHD 영상 및 자동 카메라 제어 

기능을 갖춘 프리미엄 PTZ 카메라. 

부품 번호: 960-001226

팬/틸트/줌 기능이 강화된 HD 비디오 카메라.  

부품 번호: 960-001184

20석 이상

20석 이상

90º 90º

90º 90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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룸 솔루션
팀 협업

소규모 허들룸부터 대규모 회의실까지, 룸 솔루션은 모든 비즈니스를 위한 비디오 협업을 원활하게 해줍

니다. 참가자들은 회의실로 들어가 한 번의 터치로 회의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업무 공간 전반에 걸

쳐 보다 짧은 교육 시간, 보다 적은 문제 해결 그리고 보다 나은 화상 회의를 가능하게 합니다. 로지텍 룸 솔

루션은 모든 화상 회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한 신속한 구축과 셀프 서비스 연결을 가능하게 해

주는 솔루션으로 일관적인 협업 경험을 제공합니다. 로지텍 실내 솔루션은 회의의 개최와 참여를 용이하

게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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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crosoft® Surface® Pro를 안전하게 잠금 

•  듀얼 1080p 디스플레이용 HDMI 포트, USB 포트 3개, 기가비

트 이더넷 및 헤드셋 잭을 갖추어 복잡한 작업 없이 연결 가능

• 1080p/30프레임 HDMI 입력 및 캡쳐를 통해 컨텐츠 공유 단
순화

SMARTDOCK FLEX*

AV, USB 및 전원을 단일 CAT6 케이블에 통합하고, 

쉽게 게스트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AV 패스스루 기

능을 추가하는 권장 확장 키트.

부품 번호: 960-001213

SMARTDOCK 익스텐더 박스

5-in-1 전용 케이블로 회의실 간 케이블을 통합하는 

기본 확장 키트 (14mm 직경이며, 표준 배선을 통해 

라우팅할 수 없음).

부품 번호: 960-001095

룸 솔루션

로지텍 SMARTDOCK AV 제어 콘솔 

원터치 회의 참여 기능을 갖춘 Microsoft Teams 및 Skype Room 

System 용 AV 제어 콘솔로 비디오 협업 및 데스크톱 공유 간소화.

부품 번호: 960-001110

SMARTDOCK용 액세서리

• 5m 케이블은 소형 회의실에 적합 

•  유선 콘텐츠 공유를 위한 HDMI 입력 추가

•  회의실의 AV 장비로부터 최대 15m 떨어진 곳에 
SmartDock 배치 가능 

•  유선 콘텐츠 공유를 위한 HDMI 입력 추가

* 간편한 설정을 위해 강력하게 권장

•  회의실 컴퓨터를 위한 유선 컨텐츠 공유

• HDMI 호환 출력으로 모든 장치에서 공유 가능

•  대부분의 회의 및 웹 세미나 서비스 지원5 

로지텍 SCREEN SHARE

HDMI를 통해 노트북이나 태블릿을 연결하기만 하면 회의실 컴퓨

터에 신속하고 간편하게 컨텐츠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부품 번호: 939-00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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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 SEAMLESS.
WORK SMAR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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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인 작업 공간에서 화상 통화를 하려면 주의력을 분산하지 않고 상대방이 잘 볼 수 있도록 시야를 

잘 컨트롤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로지텍 개인 협업 솔루션은 모든 데스크탑을 즉각적인 협업 공간으로 전

환할 수 있습니다. 플러그 앤 플레이 USB 고화질 웹캠과 헤드셋 조합, 모바일 핸즈프리 스피커폰으로 대

면 데스크톱 협업이 용이합니다. 프리미엄 웹캠은 조명과 색상을 자동으로 조정하여 이미지를 최적화하는 

RightLight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오디오 솔루션은 여러분이 개방된 사무실에 있든 아니면 

개인 사무실에 있든 잘 듣고 잘 들릴 수 있도록 해주는 노이즈 캔슬링 기술로 맑은 오디오를 제공합니다.

데스크탑 솔루션
개인 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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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지텍 BRIO

로지텍 C930e 웹캠

로지텍 C925e 웹캠

화상 회의, 스트리밍 및 비디오 녹화를 위한 4K UHD 웹캠.  
부품 번호: 960-001105

•  최대 4K의 뛰어난 비디오 화질

• HDR 및 RightLight 3 기술로 어떤 조명에서든 멋진 모습을 연출

• Windows Hello™ 안면 인식 로그인으로 보안 강화

•  대부분의 화상 회의 애플리케이션과 호환5

넓은 시야각과 HD 디지털 줌 기능을 갖춘 비즈니스 웹캠. 
부품 번호: 960-000976

• 1080p HD 품질, 화상 회의에 적합

•  조명이 부족한 환경에서도 RightLight 2 기술을 통해 우수한 화질 제공

•  프리미엄 유리 렌즈

•  대부분의 화상 회의 애플리케이션과 호환5 

프라이버시 셔터가 내장된 실속형 1080p 고화질 웹캠. 
부품 번호: 960-001075 

•  데스크톱 화상 회의를 위한 디자인

• RightLight 2 기술을 통해 일반적인 사무실 조명으로 선명한 비디오 구현

•  슬라이딩 내장 셔터를 사용한 프라이버시 보호

•  대부분의 화상 회의 애플리케이션과 호환5

데스크탑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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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지텍 USB 헤드셋 H650e

로지텍 모바일 스피커폰 P710e

맑은 오디오, 음향 에코 캔슬링 및 노이즈 캔슬링 붐 마이크를 갖춘 유선 헤드셋. 
듀얼: 부품 번호: 981-000545, 모노: 부품 번호: 981-000544

•  편안한 착용감과 직관적인 컨트롤

•  엔터프라이즈급 오디오 품질

•  비즈니스용으로 설계 및 인증

•  대부분의 화상 회의 애플리케이션과 호환5

휴대폰 또는 태블릿을 위한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갖춘 핸즈프리 통화 및 오디오 장치. 
Bluetooth 장치를 페어링하거나 NFC를 이용하여 장치를 터치하는 것만으로도 P710e
에 연결이 가능합니다.
부품 번호: 980-000744

•  대부분의 컴퓨터 또는 모바일 장치와 작동

•  무선으로 최장 15시간 대화 가능

•  스마트폰 및 태블릿용 일체형 스탠드

NFC

데스크탑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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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어디서나 
편리한 화상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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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지텍 비디오 협업 솔루션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 보세요.
www.logitech.com/vcresourcecenter를 방문하십시오.

© 2018 Logitech. 로지텍, 로지텍 로고 및 기타 로지텍 마크는 로지텍의 소유이며 등록 상표일 수 있습니다. 그 밖의 모든 상표는 해당 소유자의 자산입니다. 로지텍은 이 발행물에 명시된 어떤 오
류에 대해서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여기에 수록된 제품, 가격 및 기능은 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로지텍의 통합 회의실 솔루션으로 언제든 간편하고 신속하게 화상 회의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2 로지텍 협업 프로그램 파트너 목록은 www.logitech.com/lcp를 참조하십시오. 
3  RightSense 기술은 제품 및 소프트웨어 버전에 따라 다릅니다. 로지텍 장치 사양을 참조하고 최신 펌
웨어를 설치하여 최상의 성능을 얻으십시오.

4  https://www.logitech.com/ko-kr/video-collaboration/resources/think-tank/infographics/the-
  huddle-room-meeting-experience.html 
5  로지텍 ConferenceCam 및 웹캠은 다음 애플리케이션과 인증 또는 호환됩니다: Microsoft Skype® 
For Business, Microsoft Teams, Google® Hangouts™ Meet, Zoom, BlueJeans, GoToMeeting®, 
WebEx™ 및 USB 카메라와 오디오 장치를 지원하는 기타 비디오 회의, 스트리밍 및 녹화 애플리케이

션 자세한 내용은 www.logitech.com/vc의 제품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6 지원되는 비디오 모드는 애플리케이션에 따라 달라집니다.
7  RightSight는 추가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Windows ® 10을 먼저 지원합니다. 
가용성은 www.logitech.com/rightsight에서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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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C

연결 참고

USB 플러그 앤 플레이

Bluetooth 무선 기술

근거리 무선 통신 기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