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욱 선명한 회의를 위한
고화질 광학기술

Windows Hello

로지텍 PTZ 프로2
로지텍 PTZ 프로2 카메라는 프리미엄 광학기술을 통해 실제와

동급 모델 대비 가격이 절반 수준인 PTZ 프로2는 선명한

같은 장소에 있는 것과 같은 경험을 선사합니다. 고선명 이미지

PTZ 프로2는 더 부드러워진 상하좌우 이동/기울기 동작과
확대/축소 기능 사용시 초점 유지 등 카메라 성능이 더욱
향상되었습니다. 로지텍이 자체 설계 및 제작한 카메라 렌즈는

해상도와 놀라운 색상 재현, 독보적인 10배 HD줌을 통해

다양한 조도 환경 하에서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선명함과 색

스마트한 선택입니다.

고품질, 전문적 비디오의 새로운 기준을 세우고 있습니다.

재현 및 속도를 구현합니다.

유사한 화상회의를 구현하여 수 천 마일 떨어져 있는 사람과도

고해상도 화상을 필요로 하는 대규모 회의실, 오디토리움,
교육 현장, 의료 기관 및 기타 전문적인 회의 공간을 위한

로지텍 PTZ 프로2

PTZ 프로 2 –정면

PTZ 프로 2 –측면

리모컨

주요 특징과 기능
프로페셔널 비디오 협업을 위한 프리미엄 HD PTZ 화상 카메라

자동초점 (Autofocus)

플러그-앤-플레이 방식의 USB 연결

컨퍼런스룸, 교육 현장, 대규모 이벤트 및 기타 전문가 수준의 환경에

뛰어난 카메라 렌즈는 독보적인 선명도와 색감구현, 속도를 가능케

추가 소프트웨어 없이 PC, Mac® 크롬TM 디바이스와

이상적인 제품입니다.

합니다. 자동초점 기능을 통해 카메라의 초점에 상관없이 인물과
사물을 선명하게 구현합니다.

손쉽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화상회의 애플리케이션과 호환

초당 30프레임의 HD 1080p 고화질
놀랍도록 선명한 이미지 해상도와 뛰어난 색 재현 및 광학적 정확도를

프리미엄 로지텍 카메라 렌즈

이미 사용중인 화상회의 소프트웨어 앱 포함 거의 모든

구현합니다.

로지텍이 자체 설계 및 제작한 렌즈는 최고의 기술적 표준을 준수하여

화상회의 애플리케이션과 호환됩니다.

수 천 마일 떨어져 있는 사람이 마치 바로 앞에 앉아 있는 것과 같은

H.264 UVC 1.5 및 확장가능 비디오 코딩 (SVC) 지원
향상된 카메라 기술로 PTZ카메라가 자체적으로 비디오를 처리하여

경험을 선사합니다.

켄싱턴 락 홀
도난방지를 위해 PTZ 프로 2는 켄싱턴 락 홀을 채택하였습니다.

대역폭을 절감하고 Microsoft® Skype® for Business 같은

리모컨으로 카메라 제어

애플리케이션 사용시 더 매끄러운 비디오 스트리밍이 가능합니다.

PTZ 프로2, Logitech 컨퍼런스캠, 또는 일부 로지텍 웹캠2의
카메라를 원격으로 상하좌우 이동하거나, 기울기와 줌 기능1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3개의 사전 위치 설정

향상된 상하좌우 이동, 기울기 및 확대/축소 모터 성능을 통해 사전

원격제어

카메라 설정 앱

설정된 위치 간 부드럽게 이동하며, 넓은 시야각은 화면 내에 모든

회의 중 상하좌우 이동, 기울기, 확대/축소 기능을 쉽게 제어할 수

사용이 편리한 소프트웨어 앱을 통해 PC나 Mac® 에서 카메라의

인물을 포착합니다.

있습니다.

상하좌우 이동, 기울기, 확대/축소, 이미지 설정이나 기타 고급설정을

10배 무손실 Full HD 줌

다양한 거치 옵션

와이드 줌이나 줌인 기능을 통해 사물이나 화이트보드 등을 선명하게

원하는 대로 회의실이나 행사 장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PTZ

볼 수 있습니다.

카메라를 테이블 위 또는 벽면에 거치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90° 의 시야각과 기계적 제어를 통한 260° 상하좌우 이동 및
130° 기울기 가능

카메라 초점에 대해 총 3개의 사전 위치 설정이 가능하며,
리모컨으로 사전 설정 위치 간 손쉽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변경할 수 있습니다.

유연한 사용을 위해 표준 삼각대 나사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품 사양

제품 크기 및 무게

PTZ Pro 2

본체

리모컨

부품번호: 960-001184

UPC 코드: 097855128249

131 x 130 x 146 mm
580g

50 x 120 x 10 mm
48g

시스템 요구 사항

패키지 내용물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Windows® 7, 8.1 또는 10
Mac OS X® 10.10 이상

카메라

옵션으로 제공되는 카메라 설정 앱을 통해 상하좌우 이동, 기울기,

리모컨

확대/축소, 및 기타 카메라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호환성

Certified for Skype for Business 인증,
Cisco Jabber® 최적화 및 WebEx® 와 호환3,
Vidyo 인증, 로지텍 협업 프로그램(LCP) 구성원과 통합 향상 4

전원어댑터 연결가능 10피트 USB 케이블

Full HD지원을 위해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 제공업체에
시스템 요구사항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AC전원어댑터

다운로드: www.logitech.com/support/PTZPRO2

거치대
퀵스타트 가이드
보증서

제품 보증 정보

2년 제한 하드웨어 보증

더 자세한 정보:

logitech.com/ko-kr/video-collab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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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다운로드가 필요합니다.

2

Logitech C930e 및 BRIO 웹캠.

최신 버전은 www.logitech.com/ciscocompatibility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Blue Jeans, BroadSoft, Lifesize, Vidyo, 및 Zoom 포함. 전체
리스트와 최신 정보는 www.logitech.com/lcp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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