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ickShare CSE-800

이사회실 및 회의실을 위한 무선 프레젠테이션 및 협업 시스템

b 중앙 화면 무선 연결
b 개선된 보안 기능

b 최대 8명의 화면 사용자
b 랩톱, 태블릿 또는
스마트폰에서 공유
b 중재, 판서 및 주석

b 기존 AV 및 IT 장비와 쉽게
연결
b 4K DCI

b Button 4개 제공

CSE-800은 이사회실, 첨단 회의실 및 컨퍼런스룸에 ClickShare 환경을
제공합니다. 최대 8명의 동시 공유, 자동 및 수동 중재, 블랙보딩 및 주석을
포함하여 다양한 고유 기능을 도입한 CSE-800은 현재 ClickShare 제품군
중 가장 강력한 시스템입니다. CSE-800은 엔터프라이즈 롤아웃 용으로
설계되었으며, 강화 된 보안 기능, HDCP 이외의 콘텐츠에 대한 AirPlay 및
Google Cast 지원을 포함한 광범위한 연결 옵션 및 중앙 관리 기능을
제공합니다. 사용자는 USB 전원 장치 인 ClickShare 버튼을 PC 나 Mac에
꽂고 버튼을 클릭하여 대형 회의실 화면에서 랩톱의 컨텐츠를 가져옵니다.
또한, 사용자는 ClickShare 앱을 통해 랩톱, 휴대폰 또는 태블릿의 내용을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Desktop App으로 최고의 성능을 누리시려면 Base
Unit에 설치된 펌웨어가 최신 버전인지 확인하세요.
최신 ClickShare 업데이트의 새로운 기능 알아보기
상호 협업의 위력

CSE-800은 2개의 HDMI 입력 및 출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기존 장비와 직접 연결하고
회의 시스템과 손쉽게 통합할 수 있으며, 2개의 4K DCI 디스플레이를 단일 베이스
유닛으로 구동할 수 있습니다. 또한, 2개의 네트워크 연결로 별도 연결 및 동시 연결이
가능하며(예: 게스트 및 기업 네트워크), 추가적인 보안과 편의성을 사용자에게
제공합니다. 최대 8명이 콘텐츠를 동시에 공유할 수 있는 CSE-800은 중앙 스크린과
연결성을 확보하여 협업을 장려합니다.

중재 기능은 동시에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대규모 공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특별히
설계되었습니다. 스크린의 빠른 전환으로 인한 콘텐츠 파악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사회자는 어떤 콘텐츠를 언제 스크린에 표시할 것인지 수동으로 선택할 수 있어 모든
참석자들에게 우수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중재 기능은 언제든지 꺼서 시스템을
ClickShare의 일반 작동 모드로 복귀시키고 버튼 클릭으로 콘텐츠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편의를 위해, CSE-800의 보안 기능은 기업의 정책과 필요에 따라 사전 정의된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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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수준 중 한 가지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ClickShare는 회의실에 터치백 지원 과 관념화를 도입합니다. 랩톱에서 아무
애플리케이션이나 가동한 후 스크린에서 제어해보세요. 스크린에서 몇 번의 터치만으로
프레젠테이션을 열 수 있으며, 이메일을 공유하고 비디오를 재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프레젠테이션 툴이 아닌 오디언스와 콘텐츠에 집중하세요.

Barco UniSee와 완벽한 조화

CSE-800은 미팅 시 활발한 상호작용과 협업을 위한Barco Ideation Wall을 구성하는
하나의 주춧돌이기도 합니다. Barco UniSee 및 ClickShare CSE-800을 위해 특별히
고안된 터치 프레임은 Barco UniSee LCD 비디오 월을 간단히 결합하여 주석 달기, 판서
및 터치백 지원 기능을 즉시 지원합니다. 한번에 회의실에서 무선 협업 솔루션인
ClickShare에서 제공하는 소통 기능과 Barco UniSee의 매끄러운 뷰잉을 모두 누릴 수
있는 통일된 경험을 선사합니다.
CSE-800은 ISO 27001 인증을 받은 흐름 및 프로세스로 개발된 제품입니다.

ClickShare CSE-800을 고정 회의실 설정(예: Microsoft Teams 또는 Zoom 회의실)에
추가하면 Microsoft Teams 및 Zoom 회의에서 상호 작용, 생산성 및 협업이 향상됩니다.
회의를 진정한 협업의 중심으로 되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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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사양
일반 사양

운영체제

비디오 출력
비디오 입력
출력 해상도
입력 해상도
오디오

AirPlay 지원

구글 캐스트 지원
프레임 속도

화면에 동시 연결 가능 소스 수
동시 연결 수

iPad, iPhone 및 Android 호환성
확장 데스크톱
인증 프로토콜
무선 전송 프로토콜
도달

주파수 대역
연결

소음도

CLICKSHARE CSE-800

Windows 10 32 & 64비트
macOS 10.14/10.15(Catalina)
Android 9 & 10(ClickShare 앱)
iOS 11, 12 & 13(ClickShare 앱)
HDMI 1.4b 2개
HDMI 1.4b 2개

4K DCI(4096x2160) @ 60Hz
4K DCI(4096x2160) @ 60Hz

HDMI, 3.5mm 아날로그 오디오 잭, S/PDIF

iOS 미러링(AirPlay) iOS 9.0에서 최대 iOS 12까지 / Mac OS 10.14
Android 8.1 Oreo

HDMI 입력 사용:
1회 입력으로 최대 60fps @ 4K
2회 입력으로 최대 30fps @ 4K*
ClickShare Button 또는 앱 사용:
최대 30 fps @1080p
8개(스크린당 4개)
44(버튼 또는 앱)

ClickShare 앱을 통해 Android 및 iOS 장치 모두에서 문서, 브라우저, 카메라 공유

이용 가능(운영 체제에 따라 다름). ClickShare Extension Pack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독립형 모드의 WPA2-PSK
네트워크 통합 모드에서 ClickShare Button를 사용하는 WPA2-PSK 또는 IEEE 802.1X
IEEE 802.11 a/b/g/n 및 IEEE 802.15.1

신호 강도 변조로 조절 가능, 최대 30m(100ft)의 ClickShare Button과 ClickShare Base Unit 거리

2.4GHZ 및 5GHz(일부 DFS 채널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네트워크 배포 백서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이더넷 LAN 1Gbit 2개
USB 2.0. 2개, USB 3.0 (후면) 2개, 2x USB 3.0 (전면)
미니 잭 소켓의 오디오 아날로그 라인 (3.5mm), 디지털 S/PDIF
최대 25dBA @ 0-30°C
최대 30dBA @ 30-40°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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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CKSHARE CSE-800

습도

보관: 0 ~ 90% 상대 습도, 비응축
작동: 0 ~ 85% 상대 습도, 비응축

온도 범위

도난 방지 시스템
인증
보증
*참고

ClickShare 베이스 유닛 치수

크기(HxWxD)

전원 공급 장치
전력 소비

무게

작동: 0°C ~ +40°C (+32°F ~ +104°F)
최대: 3,000m에서 35°C(95°F)
보관 온도: -20°C ~ +60°C(-4°F ~ +140°F)

켄싱턴 잠금 장치

표준 3년
5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In optimal WiFi conditions with minimal WiFi interference and as measured during our
quality validation. Check Network Deployment Guide for more info on WiFi optimisation and
ideal configuration depending on your network environment.

46.2mm x 282.3mm x 206.5mm(안테나 제외) / 1.8" x 11.1" x 8.1"
146.4mm x 282.3mm x 206.5mm (안테나 포함) / 5.8"x 11.1" x 8.1"
표준 110/220V AC 플러그

정상 작동:
전면 사용 시 90W
정상 사용 시(HDMI 출력 2개 연결, HDMI 입력 1개 연결, 4명 공유) 52W
친환경 모드: 30W
네트워크 연결 시 스탠바이 모드: < 1W
딥 스탠바이 모드: < 0.5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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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사양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신 정보는 www.barco.com에서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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