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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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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K UHD의 화질과 5배 줌으로 놀라운 품질의 비디오를 제공하는 로지텍® 최고의 웹캠을 
만나보십시오. BRIO는 어두운 환경에서 직사광선까지 모든 조명에서 선명한 모습을 
보여주는 HDR을 포함한 로지텍의 RightLight™ 3, 로그인 보안을 보강하기 위한 적외선 
기반 안면 인식 지원, 65°, 78° 및 90°의 다양한 시야각(FOV) 옵션 제공 등 첨단 기능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이 카메라는 Windows® Hello™ 
인증을 취득하였으며 Windows 10
에 대해 안면 인식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 또한 이 카메라는 Windows 및 Mac®

용의 다른 안면 인식 소프트웨어에서도 
원활히 작동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원 
웹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카메라 및 IR 센서/LED는 Windows 10
의 설정을 따라 플러그 앤 플레이 
방식으로 이 기능을 사용하도록 
지원합니다. 카메라를 쳐다 보기만 
하면 시스템에 로그인됩니다.

참고: IR 센서는 더욱 안정적인 로그인을 
지원합니다. IR은 USB 3.0을 사용할 때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됩니다.

WINDOWS HELLO

로지텍은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하여 시야각 조절, 카메라 이미지 
설정, 팬, 틸트, 줌, Personify에서 
제공하는 통합 배경 교체 랩 프로젝
트를 지원합니다.

카메라 설정 앱

문제 해결 팁, 소프트웨어 도구 정보 
및 BRIO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진단 도구는 
www.logitech.com/support/brio
를 참조하십시오.

문제 해결 팁

LCD 삼각대

연결
케이블을 카메라와 컴퓨터에 연결합니다. 카메라가 운영 체제에서 
나타날 때까지 몇 초 정도 기다리십시오.
참고: IR 및 4K는 USB 3.0을 사용할 때 더 효과적으로 구현됩니다.

사용
응용 프로그램에서 화상 통화나 음성 통화를 시작합니다. 
스트리밍이 시작되면 카메라의 LED가 켜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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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B 2.0
USB 3.0

설치
카메라를 LCD 또는 삼각대 위에 설치합니다.

참조 가이드
 로지텍 BRIO

www.logitech.com/BRIO를 방문
하거나 800-308-8666번으로 문의
해주십시오.

BRIO의 전체 기능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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