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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Interactive Display

C /O /N /T / E /N /T /S

사용설명

환경설정

     - 키보드

     - 네트워크

     - 기타

화면공유

     - 기본

     - 단일화면 및 분활화면

     - 화면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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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설명
화면을 좌우로 밀어 기본 화면, 앱 화면을 전환할 수 있습니다

전원 버튼을 누르면 화면과 같은 동작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화면 끄기 : 
전자칠판의 화면만 꺼지고 , 버튼을 다시 누르면 화면이 켜집니다. (빠른 시작)

OPS 닫기 : 
전자칠판에 장착된 PC 의 전원이 꺼집니다. (OPS 장착 모델)

종료 : 
제한시간이 경과하면 전자칠판 전체 전원을 안전하게 끕니다.

- 빈 화면을 터치하면 종료 메뉴가 사라집니다.

- OPS 장착 모델의 경우, 종료버튼을 누르면 OPS도 함께 종료 됩니다.
   (버튼이 표시되는 종류는 환경설정의 스마트 전원키 설정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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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설명
'서스펜션 윈도우' 버튼은 화면의 원하는 위치로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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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스펜션 윈도우' 
버튼을 눌러 자주 사용하는 앱을 등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서스펜션 윈도우 버튼은 환경설정에서 숨길 수 있습니다.

서스펜션 윈도우



사용설명
화면의 양쪽의 사이드 메뉴 버튼을 눌러 사이드 메뉴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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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드 메뉴사이드 메뉴

이전 화면으로 돌아가기

홈 화면으로 돌아가기

환경설정 메뉴 표시하기

입력 소스 선택하기

실행중인 전체 앱 표시하기

현재화면을 캡쳐하여 판서모드로 사용하기

볼륨 조정하기



환경설정
사이드 메뉴의 '환경설정' 또는 더 많은 앱 화면의 '설정'을 열어 기본적인 환경을 설정하고 전자칠판을 사용합니다.

* 붉은색 설정은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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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보드 : 
키보드 사용 환경을 설정합니다. (다음페이지 참조)

전원 채널 : 
시작할 때 기본으로 켜지는 모드를 설정합니다.

OPS 작동 설정 : 
OPS 화면 표시 조건을 설정합니다.

파워온 모드 : 
AC 인가시 칠판 초기 상태를 설정합니다.

스마트 전원 키 : 
전원 버튼을 눌렀을 때 화면에 표시되는 종료의 종류를 설정합니다.

화면 잠금 코드 : 
핀 번호 또는 패턴으로 칠판 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USB 카메라 설정 : 
연결된 웹카메라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서스펜션 윈도우 : 
전자칠판 화면에 표시되는 아이콘 사용 여부를 설정합니다.

USB 팔로우 : 
USB 단자를 입력 소스와 연동하여 사용 여부를 설정합니다.

지능 인식 : 
사용환경을 자동으로 인식합니다.

USB 사용안함 : 
USB 단자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설정합니다.



환경설정 (키보드)
Gboard 를 눌러 키보드를 설정합니다. 
다음과 같은 키보드 설정은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설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용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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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설정
사이드 메뉴의 '환경설정' 또는 더 많은 앱 화면의 '설정'을 열어 기본적인 환경을 설정하고 전자칠판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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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설정 (네트워크)
전자칠판에 사용할 유선 네트워크 및 무선 네트워크를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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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네트워크 및 무선 네트워크를 환경에 맞게 설정해 주십시오.

핫스팟 : 
유선 또는 무선 네트워크를 연결하면 '화면 공유'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 핫스팟 

기능을 설정합니다.

핫스팟 이름 : 
노트북이나 스마트폰에서 보여질 SSID

비밀번호 : 
노트북이나 스마트폰에서 이 SSID 로 연결할 때 사용



환경설정 (기타)
그밖의 배경화면 및 음향, 자동 전원, 날짜 및 시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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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공유
윈도우 기반의 노트북, 맥북 또는 스마트폰의 화면을 전자칠판과 공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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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을 좌우로 밀거나 하단 [연결] [사용설명] [디바이스 정보]를 누르면 3종류의 

기본 화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① QR 코드를 스캔하여 전자칠판과 연결할 수 있습니다.

② 운영체제에 맞는 앱을 설치하고 접속하는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도구 모양의 아이콘을 눌러 화면공유 관련 설정을 진행합니다.

③ 전자칠판의 기본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자칠판을 켰을 때 자동으로 '화면공유' 연결페이지를 표시하려면 체크해 주십시오.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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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공유 (기본)
화면공유 관련 기본적인 설정을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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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 이름 동기화 : 
비활성화하면 핫스팟 SSID 와 다른 이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호스트 모드 : 
다른 기기가 전자칠판에 연결되면 화면에 다른 기기의 아이콘이 화면에 표시됩니다. 

아이콘을 감추려면 비 활성화 하십시오.

연결 메시지 표시 : 
다른 기기가 연결되거나 해제될 때 메시지가 전자칠판 화면에 잠깐 표시됩니다.

화면 비율 유지 : 
다른 기기의 화면 비율을 유지하며 칠판에 표시할지 선택합니다.

장치 패스워드 : 
장치의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다른 기기의 접속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른 기기의 접속을 자유롭게 하려면 비밀번호를 삭제해야 합니다.

장치 패스워드 유지 설정 : 
화면을 터치하여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장치 패스워드 표시 시간 : 
화면을 터치하여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모드 : 
여러 기기가 접속할 때, 몇 개의 분할 화면을 사용할지 설정합니다.



화면공유 (단일화면 및 분할화면)
화면공유 관련 단일화면 및 분할 화면의 설정을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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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 이름 동기화 : 
비활성화하면 핫스팟 SSID 와 다른 이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호스트 모드 : 
다른 기기가 전자칠판에 연결되면 화면에 다른 기기의 아이콘이 화면에 표시됩니다. 

아이콘을 감추려면 비 활성화 하십시오.

연결 메시지 표시 : 
다른 기기가 연결되거나 해제될 때 메시지가 전자칠판 화면에 잠깐 표시됩니다.

화면 비율 유지 : 
다른 기기의 화면 비율을 유지하며 칠판에 표시할지 선택합니다.

장치 패스워드 : 
장치의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다른 기기의 접속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른 기기의 접속을 자유롭게 하려면 비밀번호를 삭제해야 합니다.

장치 패스워드 유지 설정 : 
화면을 터치하여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장치 패스워드 표시 시간 : 
화면을 터치하여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모드 : 
여러 기기가 접속할 때, 몇 개의 분할 화면을 사용할지 설정합니다.

단일 화면 모드의 화면 회전 : 
단일 화면에서 화면의 회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독점 모드 : 
최초 접속한 사용자만 마스터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합니다.

분할화면 비율 : 
두개의 분할 화면을 사용할 때 , 동일한 사이즈로 분할할지 주 화면을 크게 사용할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윈도우를 더블 클릭 : 
분할 화면에서 해당 기기의 화면을 더블 클릭 했을때 전체화면을 사용할지 기본 더블

클릭을 사용할 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화면과 같이 설정되어 있다면 분할화면에서 더블클릭 시 전체 화면으로 표시됩니다.

2분할 화면 모드시 높이를 늘림 : 
2분할 화면시 위 아래 여백없이 화면을 늘려서 보여줄 수 있습니다.



화면공유 (화면 공유)
화면공유 및 Airplay 관련 설정을 시작합니다.

해상도 : 
다른 기기가 연결되었을 때 사용할 해상도를 설정합니다.

프레임 : 
화면 주사 속도를 설정합니다. 값이 클수록 화면이 매끄럽지만 연결된 속도에 따라 

화면 끊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화면 수신 디바이스 터치 제어 : 
비활성화 하면 전자칠판에서 공유된 기기를 제어할 수 없습니다.

해상도 : 
아이폰 기기가 연결되었을 때 해상도를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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