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ARCOLOGITECH

Bundle Package

최고의 회의 솔루션 / 무선 협업 파트너  



Barco의 무선 회의 시스템인 ClickShare와 
Logitech의 화상 회의 시스템인 Meet Up 및 Rally가 
결합하여 새로운 회의솔루션을 제안합니다. 

Logitech              Barco 만남,



*BYOM (Bring Your Own Meeting)
사용자가 신뢰하는 전자기기 (휴대폰,패드,노트북 등 )를 그대로 사용하여 공간의 제약없이 회의 솔루션(예: Microsoft Teams, Webex,Zoom 
등) 에 접속할 수 있는 새로운 솔루션입니다.

무선 프레젠테이션 및 컨퍼런스기기 시장 세계 1위인 Barco와 
화상회의솔루션 세계 시장 1위인 Logitech은 
워크플레이스에서 최고의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힘을 합쳤습니다. 

BYOM (Bring Your Own Meeting)*의 개념으로 새로운 솔루션을 제안합니다.

Barco & Logitech Bundle Package는 회의실의 규모에 따라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형, 중형 및 대형 회의실에 설치되는 구성으로  Barco ClickShare 수신기와 송신기 1개 또는 2개, Logitech 카메라, 
스피커, 마이크의 올인원 제품과 장착이 가능한 마운트, 액세서리가 포함되어있습니다. Bundle Package 시스템은 간편하게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 되어 있는 설정 가이드는 구성 요소가 어떻게 결합되는지 간단하고 쉽게 
안내합니다.



화상회의를 쉽게 만들기 위해 업계의 선도적인 솔루션 파트너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모든  회의공간을 위한 간편하고 효율적이며 안정적인 비디오 솔루션으로 

여러분만의 방식으로 협업하시기 바랍니다. 

독창적, 창의적인 사고의 필요성으로 협업툴을 이용한 업무는 이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사용자의 스마트폰, 태블릿 또는 노트북을 그대로 활용하여 
온라인 회의에 참여하는 “BYOD”는 기업들에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업무적으로 다양한 세대와 함께 협업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우리는 사용자 경험을 바탕으로 각자의 작업 방식으로 참여 가능한 

회의 솔루션에 대해 더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상자를 열고 제품을 연결하는 방법까지
간편한 퀵 가이드로 안내

무선 영상 회의실 구축

ZOOM, Google Meet, TEAMS 등
영상 회의 인증 프로그램 사용 

Barco와 Logitech 제품의 사용자 경험을 
바탕으로 두 브랜드의 새로운 솔루션 제공

완벽한 BYOD 실현 직관적이고 간편한 사용법

Bundle Package의 특징



클릭할 때 놀라운 일들이 생깁니다.

CONFERENCE 회의실에 개인 기기를 가져오세요.

원격 및 직접 참여자를 클릭하세요.

모든 회의 참여자와 매끄럽게 협업하세요.

CLICK

CO-WORK 

무선 프레젠테이션 및 글로벌 컨퍼런스를 위한 솔루션은 뉴노멀(New Normal)이 된 하이브리드 업무 환경에서
기업과 조직이 쉽고 자연스럽게 소통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선택입니다.

Logitech과 Barco는 향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ClickShare Conference와 Logitech Meet Up 및 Rally Conference cam 간 긴밀한 통합으로 
고객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향후 지속적인 협력 예정입니다.



CX - 20 x MeetUp 소형 회의실

사용자의 노트북 또는 모바일 장치에서 원격회의를 더욱 쉽게 시작 할 수 
있으며 참여를 하는 모든 현장 팀원, 게스트 및 원격 사용자에게 매끄럽고 
집중도 높은 회의 환경을 제공합니다.  
ClickShare Conferencing Button 또는 데스크톱앱을 통해 사용하는 
회의소프트웨어를 7초 이내로 시작 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 회의실 및 허들룸에 적합한 Conference Cam입니다.
허들룸과 소형 회의실에 맞게 설계된 MeetUp은 컴팩트한 폼 팩터에 
엄청난 기능을 담고 있습니다.

• BYOD 전면 지원
• 원활한 콘텐츠 공유
• 보안 개선
• 연결 및 클라우드 관리
• 데스크 톱 앱을 통한 협업
• Conferencing Button 1개 제공

• 넓은 시야와 통합 오디오를 갖춘 올인원 회의용 카메라
• 카메라에 가까이 있는 사람도 모두 볼 수 있습니다
• RightLight™ 및 RightSound™ 기술
• 케이블링과 꼬임을 최소화하는 컴팩트한 디자인

BARCO CX-20 Logitech MeetUp

허들룸의 카메라, 스피커폰, 오디오 주변장치에 무선연결이 가능하여 시간 절약과 함께 
효율성을 극대화 시켜주는 무선회의 솔루션입니다.

소규모 회의실 및 허들룸에 적합한 Conference Cam



CX - 20 x Rally Bar Mini 중/소형 회의실

• BYOD 전면 지원
• 원활한 콘텐츠 공유
• 보안 개선
• 연결 및 클라우드 관리
• 데스크 톱 앱을 통한 협업
• Conferencing Button 1개 제공

• RightSense™ 기술로 사용자 환경을 자동으로 개선
• 터치 한 번으로 실행되는 간편한 사용법
• 고급 소재로 구성된 부품과 간편한 관리
• 선명한 비디오, 뛰어난 컬러
•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여 AI 기반의 자동화 포커스 유지
• 고급 오디오 엔지니어링으로 풍부하고 자연스러운 사운드

BARCO CX-20 Logitech Rally Bar Mini

허들룸의 카메라, 스피커폰, 오디오 주변장치에 무선연결이 가능하여 시간 절약과 함께 
효율성을 극대화 시켜주는 무선회의 솔루션입니다.

 중/소형 회의실용 올인원 비디오 바

Rally Bar Mini는 로지텍에서 가장 진보된 소규모 회의실 및 공간 
활용을 위한 올인원 비디오 바입니다. 스튜디오급 오디오 및 비디오, 
AI 기반 성능, 유연한 배치 옵션을 갖춘 Rally Bar Mini는 소형 룸 
협업의 새로운 기준을 마련합니다.

사용자의 노트북 또는 모바일 장치에서 원격회의를 더욱 쉽게 시작 할 수 
있으며 참여를 하는 모든 현장 팀원, 게스트 및 원격 사용자에게 매끄럽고 
집중도 높은 회의 환경을 제공합니다.  
ClickShare Conferencing Button 또는 데스크톱앱을 통해 사용하는 
회의소프트웨어를 7초 이내로 시작 할 수 있습니다.



CX - 30 x Rally Bar 중/대형 회의실

팀원 및 게스트가 전세계 어디에 있든지 최고의 아이디어와 논의를 끌어내기 
위한 회의에 참여 할 수 있습니다 . ClickShare CX-30은 
BYOD(BringYourOwnDevice) 지원으로 각자 선호하는 기기를 사용 할 수 
있게 해 줌으로써, 다른 위치에서 회의에 참여하거나 원격 협업이 매끄럽게 
이루어지도록 도와줍니다.

• BYOD 전면 지원
• 최고 품질의 원격 협업
• 완벽한 상호 작용 및 중재(향후 펌웨어 업데이트에서 제공)
• 우수한 호환성: 개인 노트북, 회의 플랫폼(UC) 및 다양한 

AV USB 주변기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HDMI 입력 케이블
• 연결 및 클라우드 관리
• Conferencing Button 2개 제공

• RightSense™ 기술로 사용자 환경을 자동으로 개선
• 터치 한 번으로 실행되는 간편한 사용법
• 고급 소재로 구성된 부품과 수려한 디자인
• 설치 없이 USB로 모든 PC나 MAC에 가상연결 가능
• Sync 대시보드 에서 AI뷰파인더 인원확인 및 회의실 데이터 추적 가능

BARCO CX-30 Logitech Rally Bar

ClickShare CX-30은 중형룸에서 팀협력을 위한 모든 기기에 사용할 수 있는 매끄러운 
무선회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중/대형 회의실용 올인원 비디오 바

Rally Bar 는 중형 회의실 및 공간 활용을 위한 올인원 비디오 바입니다. 
영화관급 오디오 및 비디오, AI 기반 성능, 유연한 배치 옵션을 
갖춘 Rally Bar는 중형 룸 협업의 새로운 기준을 마련합니다.



Barco ClickShare CX-20 CX-20 CX-30

Video Out 4K 4K 4K

Buttons 1 1 2

Touch Back X X O

Protocols Airplay, Google Cast, 
Miracast

Airplay, Google Cast, 
Miracast

Airplay, Google Cast, 
Miracast

Wireless Band
2.4Ghz and 5Ghz

(DFS channels supported in select 
number of countries)

2.4Ghz and 5Ghz
(DFS channels supported in select 

number of countries)

2.4Ghz and 5Ghz
(DFS channels supported in select 

number of countries)

Logitech VC MeetUp Rally Bar Mini Rally Bar

확장 마이크 1 2 3

카메라 줌 5X 줌 4X 줌 15X (5X광학) 줌

시야(FOV) 120˚ 120˚ 90˚

AI 뷰파인더 X O O

해상도 4K 4K 4K

SPECIFICATIONS



제조사별 제품 라인업

Presentation

Conference

MeetUpRally

Rally Bar MiniRally Bar

CX-20

C-5

CX-30

C-10

CX-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