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ickShare C-10
중대형 회의실에서 프레젠테이션 흐름 만들기

b BYOD 전면 지원

b 버튼 또는 데스크톱 앱을 통한
원활한 콘텐츠 공유
b 보안 강화, 연결 및 클라우드
관리
b 터치백, 판서, 주석을 통한
완벽한 상호작용
b Button 1개 제공

기술을 활용하여 회의 참가자가 영감을 얻고 활동적으로 참여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ClickShare C-10은 BYOD 방식에 상호작용 기능을 더하여
중/대형 회의실에서 쉽게 무선 프레젠테이션을 수행하도록 합니다. 모든
노트북이나 모바일 장치에서 ClickShare Button 또는 ClickShare 앱을
클릭하여 매끄럽게 회의를 진행할 수 있게 해주는 무선 프레젠테이션
허브입니다.
최신 ClickShare 업데이트의 새로운 기능 알아보기
완전한 BYOD 콘텐츠 공유

ClickShare C-10을 사용하면 단 몇 초 만에 회의를 시작하고 회의 참가자의 콘텐츠를
화상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사용 중인 어떤 기기라도 상관 없습니다. ClickShare
Button으로 플러그 앤 플레이하세요. PC 또는 Mac에서 완벽하게 작동합니다. 노트북,
모바일 또는 태블릿에서 ClickShare 앱과 워크플로우를 통합하세요. 또는 4K
디스플레이에서 BYOD(Bring Your Own Device)를 전면 활성화하세요. Airplay,
GoogleCast 및 Miracast를 사용한 화면 미러링이 완벽하게 작동합니다.

게스트를 포함한 누구나 원클릭 회의 경험을 통해 회의실 디스플레이에 무선으로 자료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두 명의 사용자가 회의용 디스플레이상에 두 개의 자료를 Full HD
화질로 나란히 공유할 수 있습니다. 케이블,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할 필요가 없고,
교육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상호작용을 향상시키고, 더 창의적인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세요.

ClickShare C-10 사용자는 회의실 디스플레이의 로컬 뷰, 공유 내용 결정(전체 화면 또는
단일 창), 주석, 판서 및 사용자가 회의실의 터치스크린을 제어할 수 있는 터치백 지원을
포함한 고도화된 상호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회의가 더욱 풍부하고 역동적으로
진행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C-10은 한 번의 클릭으로 창의적인 회의, 브레인스토밍 및
토론에서 하이브리드 협업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ClickShare C-10

Barco

고도의 보안 및 원활한 통합

C-10은 기업의 신제품 설명회에서 사용하기 위한 용도로 설계된 제품으로, 보다 향상된
보안 기능(ISO27001 인증)과 다양한 연결 옵션을 제공합니다. XMS Cloud Management
Platform을 사용하면 기기의 원격 관리와 인사이트 분석을 통해 디지털 작업 공간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ClickShare의 네트워크 구성과 관련된 실무상의 질문은 기술 지원을
확인하거나 Barco 담당자에게 문의하세요.

회의실에서의 협업 증진

ClickShare C-10은 단독으로 사용하거나 기존 회의실과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원클릭 무선 콘텐츠 공유 기능으로 회의에 힘을 더해줍니다. ClickShare는 회의실 설비를
완벽하게 보완하여 프레젠테이션을 쉽고 간단하게 무선으로 진행할 수 있게 해줍니다.
디지털 사이니지 기능을 실행하면 회의가 없을 때에는 회의실 디스플레이에 사이니지
콘텐츠를 송출하는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비즈니스에 완벽하게
부합하며 협업 방식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미래의 회의 환경에서도
대응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포함하여 설계된 제품으로 여러분의 회의실에 할 수 있는
최고의 투자입니다.
문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서비스 정책을 통해 지체 없이 ClickShare로
회의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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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사양

CLICKSHARE C-10

운영체제

Windows 10 이상 macOS 11(BigSur) 이상.
Android v9 및 이후 버전(ClickShare 앱)*
iOS 12 및 이후 버전(ClickShare 앱)*

일반 사양

비디오 출력
오디오 출력
USB

ClickShare 버튼

ClickShare App

Native protocols

4K UHD (3840*2160) @ 30Hz. HDMI 1.4b
HDMI

USB-A 1개, USB-C 1개
1

데스크톱 및 모바일

AirPlay, Google Cast, Miracast*

최대 동시 연결 수(버튼 및/또는 앱 사용)

32

인증 프로토콜

독립형 모드의 WPA2-PSK
네트워크 통합 모드에서 ClickShare Button를 사용하는 WPA2-PSK 또는 IEEE 802.1X

소음도

무선 전송 프로토콜
도달

주파수 대역
연결

온도 범위
습도
도난 방지 시스템
인증

Touch screen support & Interactivity
Room Dock (peripheral support)
로컬 뷰

네트워크 연결

Management and reporting
보증
*

ClickShare 베이스 유닛 치수

최대 25dBA @ 0-30°C
Max. 30dBA @ 30-40°C

IEEE 802.11 a/g/n/ac 및 IEEE 802.15.1

신호 강도 변조로 조절 가능, 최대 30m(100ft)의 ClickShare Button과 ClickShare Base Unit 간의 거리
주파수 밴드 2.4 GHZ 및 5 GHz
2.4GHZ 및 5GHz(일부 국가에서 DFS 채널 지원)

이더넷 LAN 1Gbit 1개
USB Type-C 2.0 (전면) 1개, USB Type A 2.0 (전면) 1개
작동: 0°C to +40°C (+32°F to +104°F)
최대: 35°C (95°F) at 3000m
보관: -20°C to +60°C (-4°F to +140°F)
보관: 0 ~ 90% 상대 습도, 비응축
작동: 0 ~ 85% 상대 습도, 비응축
Kensington 잠금 기기
FCC/CE
지원
없음
지원

LAN 및 WiFi
지원

표준 1년. SmartCare를 통한 서비스 지원 5년

* 구성에 따라 향후 펌웨어 업데이트에서 제공될 예정

크기(HxWxD)

465mm x 89mm x 528mm

전력 소비

작동: 최대 5-10W, 24W

전원 공급 장치
무게

표준 110/220V AC 플러그
900g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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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사양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신 정보는 www.barco.com에서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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