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고의 솔루션을 통해 마치 사람이 앞에 있는 것처
럼 들리는 화상 통화를 경험해 보십시오. 로지텍® 
C930e 웹캠은 조명이 부족한 환경에서도 거의 모든 
환경에서 선명한 비디오와 사운드를 전달합니다. 
HD 1080p, 90도의 넓은 시야각, 상하좌우 이동, 기
울기, 4배율 디지털 줌 기능을 갖춘 C930e는 뛰어난 
화상 회의에 필요한 고급 웹캠 기능을 제공합니다.

대역폭이 제한된 상황에서도 항상 뛰어난 비디
오로 회의 생산성을 높이세요. C930e 웹캠은 컴
퓨터와 네트워크 리소스에 대한 의존성을 최소
화하기 위해 SVC(Scalable Video Coding)와 함
께 H.264 UVC 1.5를 지원합니다. 또한 USB 플러
그 앤 플레이 연결을 통하면 C930e 웹캠을 간편
하게 시작하고 훨씬 손쉽게 작동할 수 있습니다. 

향상된 비즈니스 등급 인증과 로지텍 협업 프로그
램(LCP)3 구성 프로그램과의 호환성 향상으로, 대
부분의 화상 회의 응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신 
있게 프레젠테이션 또는 화상 회의를 준비할 수 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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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kype® for Business, Cisco® 및 로지텍 협업 프로그램(LCP) 
구성원(Vidyo, Zoom, Lifesize Cloud 포함)을 사용할 경우. 전
체 목록과 최신 정보는 www.logitech.com/lcp를 참조하십
시오.

2 최신 버전은 www.logitech.com/ciscocompatibility에서 볼 
수 있습니다.

www.logitech.com/C930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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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사양

웹캠 C930e 
부품 번호: 960-000976 
UPC: 097855096005

  시스템 요구 사항

Windows® 7, Windows 8 또는 Windows 10

Mac OS X® 10.7 이상

2.4GHz Intel® Core 2 Duo 프로세서

2GB RAM 이상

녹화된 비디오용 하드 드라이브 공간

USB 2.0 포트(USB 3.0 사용 가능)

박스 내용물

로지텍 웹캠 C930e

외부 프라이버시 셔터

퀵스타트 가이드

제품 크기 및 무게

클립 제외 
폭 94mm 높이 29mm 깊이 24mm

클립 포함 
폭 94mm 높이 43mm 깊이 71mm 무게 162g

패키지 크기 
180 x 135 x 81mm 
무게 : 393g

초당 30프레임에서 HD 1080p 비디오 화질

표정, 제스처와 같은 비언어적 표현까지 선명하게 볼 수 
있는 실제같은 HD 영상으로 화상 회의를 지원합니다.

가장 넓은 비즈니스 웹캠 시야각

화이트보드 사용이나 데모 시연에 완벽한 90도의 확대된 
시야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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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 내에서 비디오 처리가 진행되게 하여 PC 대역폭
을 확보하고, 사용 가능한 비트스트림에 맞게 동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Skype® for Business와 같은 
응용 프로그램에서 보다 부드러운 비디오 스트림을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로지텍 RightLightTM 2 기술 및 오토 포커스

웹캠이 자동적으로 상황을 인식하여 다양한 저조도 환경
에서도 영상 품질을 개선합니다.

Full HD에서 4배 디지털 확대/축소

1080p에서의 4X 확대/축소는 통화, 시각적 표시 및 프레
젠테이션을 위한 최고 수준의 디테일을 제공합니다.

상하이동, 기울기 및 확대/축소 옵션

데스크톱 화상 회의 중에 초점이 맞게 볼 수 있도록 90
도 시야각 내에서 상하이동, 기울기 및 확대/축소할 수 있
습니다.2

전문가 등급 인증

Skype for Business, Cisco compatible2 인증은 물론 로지
텍 협업 프로그램(LCP) 구성 프로그램들3에서 호환성 향
상으로, 대부분의 비즈니스 등급 화상 회의 플랫폼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최고급 유리 렌즈

문서, 화이트보드 그림, 데모 제품 등 클로즈업시에도 선
명한 이미지를 제공합니다.

편리한 프라이버시 셔터

개선된 프라이버시 및 보안을 위한 간편한 렌즈 덮개.

플러그 앤 플레이 USB 연결

추가 소프트웨어 없이도 PC 또는 Mac®에 쉽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장착 옵션

연결된 클립 또는 삼각대 포함 나사를 사용하여 LCD 화
면, 노트북 또는 책상 위 등 최적으로 작동하는 위치 어디
에나 카메라를 장착할 수 있습니다.

주요 기능

보증

3년 제한 하드웨어 보증

호환성 

Skype for Business, Cisco compatible2 인증은 물론 로지
텍 협업 프로그램(LCP) 구성 프로그램들3에서 호환성 향
상으로, 대부분의 비즈니스 등급 화상 회의 플랫폼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추가 설치 가능한 카메라 설정 앱은 상하좌우 이동, 기울
기 및 확대/축소 옵션을 제공합니다.

다운로드 사이트: www.logitech.com/support/c930e

3 BlueJeans, BroadSoft, Lifesize, Vidyo 및 Zoom을 포함합니다. 전
체 목록과 최신 정보는 www.logitech.com/lcp를 참조하십시오.



C930E의 성능을 비교해보십시오.
비디오 협업 웹캠 비교표를 다운로드하여 전체 웹캠 라인업의 기능을 

비교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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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디오 갤러리 싱크 탱크 제품 정보고객 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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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표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