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용자 설명서
INTERACTIVE WHITEBOARD

본 사용자 설명서는 안전 주의사항과 제품에 대한 설명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제품을 올바르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본 사용자 설명서를 주의깊게 읽으시고, 필요한 경우를 대비해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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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사항> 

지시 사항을 위반할 때 심각한 상해나 사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은 제품을 안전하고 정확하게 사용하여 예기치 못한

    위험이나 손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반드시 잘 읽고, 제품을 

    올바르게 사용해주세요.

◆ 사용설명서를 읽고 난 후에는 사용하는 사람이 언제나 볼 수 있는 장소에

    반드시 보관하십시오.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주의 사항> 

지시 사항을 위반할 때 경미한 상해나 제품 손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표시 내용

전원 관련 경고 사항

사용하기 전에
PART 01 

손상된 전원 케이블이나 플러그, 헐거운 콘센트는 사용하지 마세요.

- 감전,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NO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 제품을 동시에 사용하지 마세요.

- 콘센트 이상 발열로 인한 화재의 원인이 됩니다.

NO

전원 케이블을 뽑을 때나 끼울 때 젖은 손으로 만지지 마세요.

- 감전의 위험이 있습니다.

NO

전원 플러그를 콘센트에 연결할 경우 전원 플러그가 흔들리지

않도록 안쪽 끝까지 정확히 꽂아 주십시오.

- 접속이 불안정한 경우는 화재의 원인이 됩니다.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5

전원 케이블 및 주변기기 연결용 케이블을 통행 장소에 방치하지 마십시오.

- 걸려 넘어질 경우 신체 상해나 제품 파손 등으로 화재의 위험이 있습니다.

전원 플러그는 반드시 접지된 콘센트에 연결하십시오.

- 전기적 쇼크(감전) 및 상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전원 케이블을 무리하게 구부리거나 잡아당기지 마세요. 

또한 무거운 물건에 눌리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 케이블이 손상되어 화재, 감전의 원인이 됩니다.

제품 및 전원 케이블을 열기구에 가까이 놓지 마십시오.

- 제품의 손상 및 전원 케이블의 피복이 녹아서 화재, 감전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전원 관련 주의 사항

제품 사용하는 중에 전원 케이블을 빼지 마십시오.

- 전기 충격으로 인해 제품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NO

제품과 함께 제공되는 전원 케이블 외에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 화재 및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전원 케이블은 조작하기 쉬운 곳에 두세요.

- 제품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전원 케이블을 뽑아서 완전히

   전원 차단을 해야합니다.

- 리모컨의 전원 버튼만으로는 전원이 완전히 차단되지 않습니다.

전원 케이블을 콘센트에서 분리할 때에는 반드시 플러그를 잡고

분리해주세요.

- 케이블을 잡아당겨 빼게 되면 심선의 일부가 단선되어 전원 공급이

   되지 않거나 감전, 화재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NO



먼지, 습기(사우나 등), 기름, 연기가 많은 곳이나 물(빗물)이

튀는 곳, 차량에는 설치하지 마세요.

- 화재, 감전의 위험이 있습니다.

6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설치 관련 경고 사항

촛불, 모기향, 담뱃불 등을 제품 위에 올려놓거나 열기구와 가까운 

곳에 설치하지 마세요.

- 화재의 위험이 있습니다.

벽걸이 부착 공사는 전문업체에 맡기세요.

- 비 전문가에 의한 공사로 상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 반드시 지정된 붙박이 장치를 사용하십시오.

제품 설치 시 일정 거리를 두어 설치하시고, 통풍이 나쁜 협소한

장소에는 설치하지 마십시오.

- 내부 온도 상승으로 인한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NO

제품 습기를 막기 위한 방습제, 비닐 포장지는 아이들의 손이 닿지

않은 곳에 보관 하십시오.

- 실수로 먹었을 경우 토하게 하고 가까운 병원으로 가서 진료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만일 비닐 포장지로 놀다가 잘못하면 질식사

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십시오.

흔들리는 선반 위나 경사진 장소 등 불안정한 장소 및 진동이 심한

곳에는 설치하지 마세요.

- 제품이 떨어져 고장이 나거나 다칠 수 있습니다.

- 진동이 많은 곳에서 제품을 사용하면 고장이 나거나 화재의 

   위험이 있습니다.

직사광선에 노출된 곳, 화기 및 난로와 같은 뜨거운 물건 가까이

놓지 마세요.

- 제품 수명의 단축 및 화재의 위험이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손이 닿는 낮은 곳에 설치하지 마세요.

- 어린아이가 놀다가 건드리면 제품이 떨어져 다칠 수 있습니다.

- 앞부분이 무거우므로 평평하고 안정된 곳에 설치하세요.

NO

N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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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설치 장소의 튀어나온 부분이나 기둥 뒤쪽에는 설치하지 마십시오.

- 머리 등이 부딪힐 경우 다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십시오.

설치 관련 주의 사항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사용 관련 경고 사항

제품 무게가 무거우므로 이동 시에는 반드시 두사람이 안쪽에서 잡고

운반하십시오.

- 제품 및 사람에게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만일 한 사람이 운반

   할 경우 허리에 무리한 힘을 주어 허리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본체를

   떨어뜨려 제품의 고장이나 상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제품 앞면을 바닥에 놓지 마세요.

- 제품의 화면 표시부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장식장 또는 선반 위에 설치할 때는 제품 밑면의 앞쪽 끝 부분이

밖으로 나오지 않게 하세요.

- 제품이 떨어져 고장이 나거나 상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 장식장 또는 선반은 반드시 제품 크기에 알맞은 것을 사용하세요.

사용자 임의로 절대 분해, 수리, 개조 하지 마십시오.

- 화재, 감전의 원인이 됩니다. 점검, 조정, 수리가 필요할 때는

   판매점이나 서비스센터로 문의하십시오.

제품에서 이상한 소리, 타는 냄새, 연기가 나면 즉시 전원 케이블을

뽑고 서비스센터로 연락하세요.

- 감전,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제품에 매달리거나 위에 올라가지 않도록 하세요.

- 제품이 넘어져 어린아이가 다치거나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제품을 떨어뜨리거나 외관이 파손된 경우에는 전원을 끄고 전원 

케이블을 뽑으세요. 그리고 서비스센터로 연락하세요.

- 그대로 사용하면 화재, 감전의 원인이 됩니다.
N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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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천둥, 번개가 칠 때는 전원을 끄고 전원 케이블을 뽑으세요.

- 화재, 감전의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제품에 물건을 떨어뜨리거나, 충격을 주지 마세요.

- 화재, 감전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제품의 전원 케이블이나 신호 케이블만 잡고 이동 및 잡아끌지 마세요.

- 케이블 손상으로 고장 또는 감전,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스가 샐 때에는 제품이나 전원 케이블을 만지지 말고 바로 

환기시키세요.

- 불꽃을 일으키면 폭발, 화재의 위험이 있습니다.

가연성 스프레이, 인화성 물질 등을 제품과 가까운 곳에서

사용하거나 보관하지 마세요.

- 폭발, 화재의 위험이 있습니다.

GAS

100

NO

NO

NO

테이블보나 커튼 등으로 통풍구가 막히지 않도록 하세요.

- 제품 내부 온도 상승으로 인한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제품 속(통풍구, 입출력 단자 등)에 젓가락, 동전, 머리핀 등의 

금속물이나, 종이, 성냥 등의 불에 타기 쉬운 물건을 집어넣지 마세요.

- 제품내부에 물 또는 이물질이 들어갔을 때는 반드시 제품의 전원을 

   끄고 전원 케이블을 빼세요. 그리고 서비스센터로 연락하세요.

- 고장 및 감전, 화재의 위험이 있습니다.

제품 위에 꽃병, 화분, 음료수, 화장품, 약품 등 액체가 담긴 것이나

금속류를 올려놓지 마세요.

- 제품 내부에 물 또는 이물질이 들어갔을 때는 반드시 제품의 전원을 

   끄고 전원 케이블을 빼세요. 그리고 서비스센터로 연락하세요.

- 고장 및 감전, 화재의 위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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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의 패널을 지정된 펜 외 손톱이나 뾰족한 물건(못, 연필, 펜 등)으로 누르거나 

긋지 마십시오.

- 제품의 패널이 손상 될 수 있으며,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사용 관련 주의 사항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PC 모드 사용 시 해상도 및 주파수를 제품 규격에 맞게 설정하십시오.

- 시력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제품과의 적정 거리를 유지해 주십시오.

- 제품을 너무 가까이에서 지속적으로 볼 경우 시력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 제품을 1시간 사용 후 5분 이상 주기적으로 눈의 피로를 풀어

   주십시오.

NO

NO 제품 위에 무거운 물건을 올려놓지 마세요.

- 고장 및 상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고정된 화면으로 사용하면 잔상 또는 얼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오랜 시간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절전모드나, 화면보호기를 

   움직이는 동화상모드로 설정하세요.

제품을 오랜 시간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전원 케이블을 콘센트에서

뽑아주세요.

- 먼지가 쌓여 열 또는 불이 나거나, 감전, 누전으로 인한 화재의 

   원인이 됩니다.

제품 주위에서 가습기, 조리대 등을 사용하지 마세요.

- 화재, 감전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NO

제품을 장시간 켜 두었을 때는 화면 표시부가 뜨거우므로 만지지

마세요.

♨

헤드폰(이어폰)을 사용할 경우에는 소리를 너무 키우지 마세요.

- 귀를 자극할 정도의 큰 소리는 청력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원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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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 관련 경고 사항

왁스. 벤젠, 알코올, 신나, 모기약, 방향제, 윤활제, 세정제 등의

화약약품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 제품의 변색, 용해, 갈라짐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리모컨 관련 경고 사항

송신기에 사용하고 있는 건전지를 뺄 경우에는 어린아이가 잘못하여

먹지 않도록 주의하고, 건전지는 어린아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두세요.

- 만일 어린아이가 먹은 경우에는 즉시 의사와 상담하세요.

건전지를 교체할 때는 반드시 새 건전지로 교체해 주십시오.

그리고 극성(+,-)에 맞게 장착하십시오.

- 건전지는 지정된 규격품만 사용하십시오. 극성이 맞지 않으면

   건전지의 파열 또는 내부액이 누설되어 화재 부상을 당하거나

   주위를 오염(손상) 시킬 수 있습니다. 

충전지를 포함한 폐 건전지는 일반 쓰레기와 분리하여 재활용 

수거되야 합니다.

- 사용한 건전지, 충전지는 가까운 지역 재활용 센터나 건전지, 

   충전지를 취급하는 대리점에서 처리하시면 됩니다.

패널을 청소할 때는 전원 케이블을 제거 한 후 부드러운 마른 헝겊으로

화면의 오염된 부분을 닦으십시오.

- 전원 케이블 미 제거 시 감전, 화재의 원인이 됩니다.

청소 시 제품의 본체 각 부분에 직접적으로 물이나 세척제를 

뿌리지 마십시오.

- 감전, 화재의 원인이 됩니다.

NO

NO



구성품 확인하기

구성품

◆ 누락된 품목이 있으면 구매한 판매점에 문의하세요.

◆ 구성품과 별매품의 그림은 실물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스탠드는 기본으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전원에 대하여
이 제품은 110V/220V 전압이 자동 조정 됩니다.

- 110V 사용시는 110V 어댑터를 사용 하세요.

리모컨으로 전원 꺼짐을 하는 경우 대기 모드 상태가 됩니다.

- 이때 리모컨으로 다시 ON을 하면 화면이 켜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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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
PART 02 

전원 케이블

D-SUB 케이블

리모컨 / 건전지

BOARD 펜

+

+

사용자 설명서 / 
판서 프로그램 CD

HDMI 케이블

간단 설치 안내서

AUDIO 케이블
(PC 연결)

별매품

TOUCH USB 케이블

AUDIO 케이블
(AUDIO OUT 연결)



각부의 명칭

전자칠판

<앞면> <뒷면>

3

1

1 MEDIA USB : MEDIA USB 입력단자로 USB 저장 매체를 연결 할 때 사용합니다.

2 HDMI 1,2,3 각각 외부 기기 및 PC 연결 할 때 사용합니다.

3 VGA : PC 신호 입력 단자로 연결 할 때 사용합니다.

4 AUDIO IN : VGA PC, DVI 음성 입력 단자로 PC 연결 할 때 사용합니다.

5 AUDIO OUT : 음성 출력 단자로 외부 스피커를 연결 할 때 사용합니다.

6 TOUCH USB : 전자칠판과 PC와의 터치 시스템을 연결 할 때 사용합니다.

7 POWER : 전원 케이블 입력

LHB650FE01

- 전원 켜짐 시 파란색 표시등이 표시되면서 화면은 

   잠시 후 동작됩니다.

- 전원 꺼짐 시 빨간색 표시등이 점등됩니다.

1 표시등

2 리모컨 수신부

3 전원 스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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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 2

LHB650FI01

- 전원 켜짐 시 스위치 표시등이 파란색으로 표시되면서

   화면이 동작됩니다.

1 전원 스위치

- 전원 꺼짐 시 빨간색으로 점등됩니다.

2 리모컨 수신부 및 표시등

1 2 3 4 5 6 7



각부의 명칭

전자칠판을 켜거나 끌 때 사용

◆ MUTE(조용히 버튼) : 소리가 안 나오게 할 때 사용

◆ INPUT(외부 입력 선택 버튼) : 외부 입력 기기를 선택할 때 사용

◆ MENU(메뉴 버튼) : OSD 메뉴화면을 표시하거나 사라지게 할 때 사용

◆ INFO(화면 표시 버튼) : 화면 정보를 알고 싶을 때 사용

◆ HDMI : HDMI 모드로 바로가기

◆ USB : MEDIA USB 모드로 바로가기

◆ PLAY : MEDIA USB 동작을 재생 할 때 사용

◆ STOP : MEDIA USB 동작을 정지 시킬 때 사용

◆ EXIT : MEDIA USB 재생 후 다른 목차로 나가거나 OSD 메뉴화면

             표시를 사라지게 할 때 사용

OK
VOL +VOL -

리모컨

◆ 메뉴 화면 좌측 조정 버튼 

  : OSD 메뉴 좌측으로 이동 할 때 사용

◆ 음량 버튼 : 음량을 낮추고 싶을 때 사용

◆ 메뉴 화면 우측 조정 버튼 

  : OSD 메뉴 우측으로 이동 할 때 사용

◆ 음량 버튼 : 음량을 올리고 싶을 때 사용

◆ 메뉴 화면 상측 조정 버튼 

  : OSD 메뉴를 위로 이동할 때 사용

◆ 메뉴 화면 하측 조정 버튼 

  : OSD 메뉴를 아래로 이동할 때 사용

◆ 메뉴 화면 선택 버튼 

  : OSD 메뉴를 선택 할 때 사용

MUTE INPUT MENU

INFO HDMI USB

PLAY STOP EX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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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전 확인 사항

연결 전에 확인하세요.

◆ 연결할 때는 연결하려는 제품의 사용설명서를 함께 참조하세요.

◆ 외부기기는 제품에 따라 단자의 개수와 위치가 다를 수 있습니다.

◆ 모든 연결이 끝날 때까지 전원을 연결하지 마세요.

◆ 연결 도중 전원을 연결하면 제품에 손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연결하려는 제품 뒤의 단자 종류를 확인하세요.

14

외부 입력 선택하기

외부 입력 선택

◆ 전자칠판 뒷면의 연결된 외부기기 입력소스를 바꿀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원하는 화면으로 이동 할 때 사용하세요.

◆ 리모컨 ‘INPUT’ 선택 후 ‘INPUT SOURCE’메뉴에서 UP‘▲’/ DOWN ‘▼’로 이동 후

    외부 입력기기를 선택하여 ‘OK’ 눌러 선택

입력소스

VGA

HDMI 1

HDMI 2

HDMI 3

USB

외부기기 연결 및 사용하기
PART 03

OKOK



<연결하기>디지털기기

HDMI Output

HDMI 케이블

HDMI와 연결 및 사용하기

HDMI와 연결 및 사용하기

참고
◆ HDMI 케이블로 디지털 기기를 연결하면 보다 양질의 화질과 음질을 시청 할 수 있습니다.

◆ HDMI 케이블은 디지털 영상과 음성 신호를 지원하므로 음성 선이 필요 하지 않습니다.

◆ 인증된 HDMI 케이블을 구입 하시는게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화면이 보이지 않거나 연결 오류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일부 낮은 버전의 HDMI 모드를 지원하는 외부기기를 최신 HDMI 버전을 지원하는

    전자칠판과 연결할 경우 전자칠판의 색이 정상적이지 않거나 화면 또는 소리가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외부기기 업체 버전 확인 후 업그레이드를 하시기 바랍니다. 

1 전자칠판 뒷면[HDMI입력 1,2,3]단자와 디지털 기기의 HDMI 출력단자를 HDMI 케이블로 연결하세요.

2 연결이 모두 끝나면 전자칠판과 PC(또는 디지털 기기)의 전원을 연결하세요.

<사용하기>

1 전자칠판을 켜고 리모컨의 ‘INPUT’외부 입력 버튼을 눌러 연결된 

HDMI 1, HDMI 2, HDMI 3을 선택하세요.

2 리모컨 HDMI 버튼키로 바로 외부기기 HDMI을 선택하세요.

3 외부기기를 켜고 재생 버튼을 누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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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A
USB

HDMI 3 HDMI 2 HDMI 1 VGA AUDIO
IN

AUDIO
OUT

TOUCH
USB

POWER MEDIA
USB



2

AUDIO OUT과 연결 및 사용하기

PC와 연결 및 사용하기

PC와 연결 및 사용하기

<연결하기>

<사용하기>

1 PC D-SUB 케이블을 전자칠판 뒷면의 VGA IN 단자와 PC의 출력 단자를 

연결하세요.

2 PC 음성 연결선을 전자칠판 뒷면의 AUDIO IN PC의 음성 출력 단자를 

연결하세요.

3 연결이 모두 끝나면 전자칠판과 전원을 연결하세요.

1 전자칠판을 켜고 리모컨의 ‘INPUT’외부 입력 버튼을 눌러 연결된 ‘VGA’를 

선택하세요.

2 PC를 켜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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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기>

1 외부 스피커를 사용 시 정격에 맞는 스피커 용량을 사용하세요.

<연결하기>

1 전자칠판 뒷면의 AUDIO OUT 단자에 Earphone이나 외부 스피커(앰프 내장)를 연결하세요.

AUDIO OUT 단자에 외부 스피커를 연결하시면 내부 스피커는 자동으로 음소가됩니다.

AUDIO OUT과 연결 및 사용하기

D-SUB 케이블, AUDIO 케이블
(별매품)

AUDIO 케이블
(별매품)

스피커기기PC
HDMI 3 HDMI 2 HDMI 1 VGA AUDIO

IN
AUDIO
OUT

TOUCH
USB

POWERMEDIA
USB

HDMI 3 HDMI 2 HDMI 1 VGA AUDIO
IN

AUDIO
OUT

TOUCH
USB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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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치 USB 케이블

TOUCH USB와 연결 및 사용하기  

TOUCH USB와 연결 및 사용하기

<연결하기>

<사용하기>

1 PC에 USB 케이블을 연결하면 터치 스크린을 자동으로 인식합니다.

2 자동 인식 이후에 터치 스크린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Windows 7에서 터치 스크린 사용 : 「제어판」→「시스템 및 보안」→「시스템」에서

[펜 및 터치]항목을 통해 사용 가능한 터치 포인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터치 스크린 사용 시 화면 크기를 원본 크기로 설정하기를 권장합니다.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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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에 MEDIA USB를 삽입하고 전자칠판 OSD MENU에서 USB 메뉴 선택 후 USB 실행하십시오.

◆ USB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을 선택하세요.

◆ 지원 Codec

 - Video Codec : MPEG1/2, MPEG4, MJPEG

 - Audio Codec : AC-3, ACC, MP3, PCM

 - Photo Codec : JPEG, BMP, PNG

 - Media Files : AV) .avi, .mpg, .vob, .mp4, .mkv, .wmv, .flv, .mov

                     Photo) .jpg, .bmp, .png 

MEDIA USB와 연결 및 사용하기

MEDIA USB 연결과 사용하기

<USB 저장 장치 사용시 주의하기>
◆ USB 저장 장치만 인식이 가능합니다.

◆ USB 저장 장치의 인식 속도는 각 장치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연결된 USB 저장 장치가 작동하는 동안에 디스플레이를 끄거나 USB 장치를 분리하지 마세요. 이러한 장치를 갑자기 분리하면 저장된 파일이나 USB 저장 장치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 USB 메모리 장치에 저장된 데이터가 손상될 수 있으므로 중요한 파일은 백업해야 합니다. 데이터 손실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USB 저장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연결을 해제했다가 다시 연결하세요.

◆ USB 3.0 장치는 정상 동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용하기>

1 사진(PHOTO) / 음악(MUSIC) / 영화(MOVIE) / 문서(TEXT)를 선택하여 실행하세요.

▽ 부메뉴 : 각 저장매체 내용에 따라 이미지가 다르게 표시됩니다. 

2 USB 기기에 저장된 미디어 콘텐츠가 목록에 표시됩니다.

3 목록에서 재생할 미디어 콘텐츠를 선택하시면 선택한 미디어 콘텐츠를 재생합니다.

4

5

재생을 중지하려면 “STOP”버튼을 선택하거나 “EXIT” 버튼을 누르세요.

MEDIA USB 재생 중 리모컨의 “INFO” Key를 누르면 우측 그림과 같이 재생 관련 

부메뉴가 표시됩니다. 항목 이동(Vol +, Vol -) 및 설정 후 부메뉴 끄기는 “▼(Down)” 

또는“EXIT”Key로 끌 수 있습니다. 

Pause Prev. Next Stop R_ALL Music Playlist Info.

i



화면 설정

◆ 제품의 사용환경이나 용도에 따라 화면모드를 선택 할 수 있습니다.

◆ 사용 중인 외부 입력에 따라 화면모드의 항목이 다음과 같이 나타납니다.

* 명암 : 물체와 배경간의 밝기와 어둡기 차이를 조정

* 밝기 : 화면전체를 밝게 또는 어둡게 조정

* 색농도 : 색을 연하게 또는 진하게 조정

* 선명도 : 사물의 윤곽의 선명함과 흐림을 조정

* 색상 : 기본값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적색, 녹색)

- 리모컨 “MENU”→ “▼”화면모드 → “▶”“◀”로 선택하세요. 

- 화면모드 : 선명한 화면 → 표준화면 → 부드러운 화면 → 사용자조정

ㆍ선명한 화면 : 매장 또는 사무실 벽면 등에 위치하여 제품을 시청하는 주변이 밝다면 

                     이 모드를 선택하세요. 화면을 보다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ㆍ표준 화면 :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시청하기에 적합한 표준 화면 모드입니다.

ㆍ부드러운 화면 : 실물을 보는 듯 자연에 가깝고 눈에 편안한 화질로 볼 수 있습니다. 

ㆍ 사용자 조정 : 사용자 조건에 따라 화면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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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
PART 04 

화면모드

명암

밝기

색농도

선명도

색상

색온도

화면비

노이즈감소

화면

표준화면

50

50

50

50

50

일반화면

16:9

중간

화면

이동 이전MENU 선택OK 나가기

명암 50

EXIT



- 리모컨 “MENU”→ “▼”색온도 → “▶”“◀”로 선택하세요. 

- 설정 : 차갑게 → 중간 → 따뜻하게 → 사용자 조정

ㆍ차갑게 : 화면의 색온도를 차가운 색으로 설정합니다.

ㆍ중간 : 표준 바탕색 설정합니다.

ㆍ따뜻하게 : 화면의 색온도를 따뜻한 색으로 설정합니다.

◆ 바탕색 조정 : 화면 바탕색의 느낌을 설정합니다.

20

ㆍ 사용자 조정 : 사용자 조건에 따라 화면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 적 : 적색의 농도를 조정합니다. 100에 가까울수록 색상이 진해집니다.

* 녹 : 녹색의 농도를 조정합니다. 100에 가까울수록 색상이 진해집니다.

* 청 : 청색의 농도를 조정합니다. 100에 가까울수록 색상이 진해집니다.

사용자조정색온도

Red 50

Green 46

Blue 54

화면 설정

색온도 설정

화면모드

명암

밝기

색농도

선명도

색상

색온도

화면비

노이즈감소

화면

표준화면

50

50

50

50

50

일반화면

16:9

중간

화면

이동 이전MENU 선택OK 나가기EXIT

이전MENU



화면 설정

화면 크기

- 초기 화면 크기 비율은 16:9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 자동화면 : 입력 신호의 화면 비율에 따라 크기가 자동으로 설정합니다.

- [4:3] : 기본 [4:3]모드로 화면을 설정합니다.

* [4:3]형식으로 장시간 시청하지 마세요. 화면의 왼쪽, 오른쪽과 중앙부에 표시되는 경계선

  흔적때문에 잔상(화면 열화)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제품 보증이 되지 않습니다.

- [16:9] : DVD나 와이드 방송에 맞는 [16:9]비율의 화면크기입니다.

- 확대1 : [16:9]와이드 모드에서 화면 크기를 확대합니다.

- 확대2 : 더 크게 확대 할 수 있습니다.

- 원본크기 : HDMI, 컴포넌트 신호가 입력 될 때 잘리는 부분 없이 전체 영상을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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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 크기

자동화면

4:3

16:9

확대1

확대2

원본크기

노이즈 감소

- 화면 잡음 제거 : 끄기 → 약하게 → 중간 → 강하게

- 외부 입력  HDMI 1,2,3에서 화면의 잡음을 제어 할 수 있습니다.

- VGA에서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노이즈 감소

끄기

약하게

중간

강하게

이전MENU 이전MENU



화면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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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 화면 조정

- 외부 입력이 PC일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자동조정 : 입력 신호에 맞게 자동 조정하세요.

- 화면위치 : PC 화면이 제품 화면에 맞지 않으면 PC의 화면위치를 조정합니다.

 * 수평위치는 선택해서 조정하세요.

 * 수직위치는 선택해서 조정하세요.

- 화면 사이즈를 선택해서 조정하세요.

- 위상조정 : 잡음을 없애거나 줄입니다.

이 4가지 메뉴는 활성화 시 위처럼 

+, -가 생기며 조절가능합니다.

화면 조정

자동조정

수평위치 50

수직위치 50

크기 50

위상조정 69

수평위치 50

이전MENU



음향 설정

음향모드

◆ 음악 감상, 영화 감상, 스포츠 시청 등의 상황에 맞게 음향모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 표준으로 들을 때 :  일반적으로 어떤 영상물에나 잘 어울리는 음향모드입니다.

 - 음악을 들을 때 : 살아있는 원음 그대로 감상하고자 할 때 선택하세요.

 - 영화를 볼 때 : 영화관처럼 웅장한 음향을 즐길 수 있습니다.

 - 스포츠를 볼 때 : 현장에 있는 것처럼 생생한 음향을 즐길 수 있습니다.

 - 사용자 조정 : 사용자 조건에 따라 음성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 고음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 저음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 스피커 선택이 외부로 설정된 경우에는 설정할 수 없습니다. 

* 고음

* 저음

23

음향
PART 05

고음 100

- 리모컨 “MENU”→ “▼”음향모드 → “▶”“◀”로 선택하세요. 

- 음향모드 : 표준음향 → 음악 → 영화 → 스포츠 → 사용자 조정

음향모드

고음

저음

음균형

자동음향조정

입체음향

개인설정

50

50

0

끄기

끄기
음향

이동 이전MENU 선택OK 나가기EXIT



음균형

자동 음향 조정

음향 설정

음균형 조정

- 좌 / 우 스피커 출력의 음 균형을 조절합니다.

- 내부 / 외부 스피커의 음량을 자동 조정이 가능합니다. (끄기 / 켜기)

- 음향 볼륨에 따른 과도 설정에 자동으로 일정한 레벨로 하향 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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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음향모드

고음

저음

음균형

자동음향조정

입체음향

개인설정

50

50

0

끄기

끄기
음향

이동 이전MENU 선택OK 나가기EXIT

음향모드

고음

저음

음균형

자동음향조정

입체음향

개인설정

50

50

0

끄기

끄기
음향

이동 이전MENU 선택OK 나가기EXIT



25

음향 설정

입체음향

- 음향을 확장하여 고품질의 음향 효과를 조정 할 수 있습니다

- 표시 기능 : 끄기  → SRS TS XT 

음향모드

고음

저음

음균형

자동볼륨조정

입체음향

개인설정

50

50

0

끄기

끄기
음향

이동 이전MENU 선택OK 나가기EXIT



시간 설정

- 시간 설정 : 리모컨 “▼”버튼을 아래와 같이 선택 후 “◀”와 “▶”버튼으로 

   아래 내용과 같이 설정 후 “MENU”누르면 완료됩니다.

               
ㆍ일 : 1 ~ 31

ㆍ월 : Jan ~ Dec

ㆍ년 : 2000 ~ 2100

ㆍ시간 : 0 ~ 23

ㆍ분 : 0 ~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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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시간
PART 06 

시간

일 01

월 01

년 2011

시간 02

분 10

◆ 현재 시간 설정이나 취침 예약, 정해진 시간에 제품을 켜고 끌 수 있는 시간 예약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각 메뉴창에서 리모컨 “OK”누르면 시간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 현재 날짜와 시간을 설정합니다.

시간

꺼짐시간

켜짐시간

취침예약

01/01   01:00

끄기

끄기

동작안함

시간

이동 이전MENU

이전MENU

선택OK 나가기EXIT



끄기꺼짐시간

시간 00

분 00

끄기켜짐시간

시 12

분 00

VGA

음량 조정 30

-

◆ 정해진 시간에 제품의 전원을 자동으로 꺼지게 설정 할 수 있습니다. ◆ 정해진 시간에 제품의 전원을 자동으로 켜지게 설정 할 수 있습니다.

◆ 전원이 켜질 때 설정된 음량이나 외부 입력 설정대로 켜집니다.

켜짐 시간

시간 설정

꺼짐 시간

- 꺼짐 시간 예약 : 리모컨 “▼”꺼짐시간 선택하고, “MENU”를

   누르면 완료됩니다.

ㆍ모드 설정 : 리모컨 “◀▶”눌러 켜짐 시간 예약을 원하는 요일 별로 설정하세요.

   ( 끄기 / 한번만 / 매일 / 월 ~ 금 / 월 ~ 토 / 토 ~ 일 / 일요일 )

ㆍ시간 : 꺼짐을 예약할 시간을 설정하세요. (0 ~ 23)

ㆍ분 : 0 ~ 59

- 켜짐 시간 예약 : 리모컨 “▼”켜짐시간 선택하고 “MENU”를

   누르면 완료됩니다. 현재 시간 설정이 완료되어야 활성화됩니다.

ㆍ모드 설정 : 리모컨 “◀▶”눌러 켜짐 시간 예약을 원하는 요일 별로 설정하세요.

   ( 끄기 / 한번만 / 매일 / 월 ~ 금 / 월 ~ 토 / 토 ~ 일 / 일요일 )

ㆍ시간 : 켜짐을 예약할 시간을 설정하세요. (0 ~ 23)

ㆍ분 : 0 ~ 59

ㆍ외부 입력 설정 : VGA, HDMI 1, HDMI 2, HDMI 3, USB

ㆍ음량 조정 : 제품이 켜질 때의 음량을 설정하세요. (0 ~ 10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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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침예약

끄기

10분

20분

30분

60분

90분

◆ 제품의 취침 예약을 설정 할 수 있습니다.

시간 설정

취침 예약

- 취침 예약 설정 : 리모컨 “▼”취침 예약 시간을 선택하고 “MENU”를

   누르면 완료됩니다.

ㆍ제품이 취침 예약 시간에 자동으로 꺼지도록 설정합니다.

   (끄기 / 10분 / 20분 / 30분 / 60분 / 90분 / 120분 / 180분 / 240분)

ㆍ취침 예약을 취소하려면 끄기를 설정하세요.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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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설정

- 메뉴 표시창에서만 적용됩니다.

- 설정 후 리모컨의 “MENU”버튼을 누르면 언어가 변경됩니다.

메뉴 언어 선택

◆ 메뉴 항목의 표시 언어를 설정 할 수 있습니다.

언어설정

프랑스어

한국어

Italiano

Portufues

Рчсский

Chinese스페인어

독일어

영어

MENU

29

부가 기능
PART 07 

언어설정

절전모드

초기화

블루화면

백라이트

한국어

끄기

켜기

10
부가기능

이동 이전MENU 선택OK 나가기EXIT



언어설정

절전모드

초기화

블루화면

백라이트

한국어

끄기

켜기

10
부가기능

이동 이전MENU 선택OK 나가기EX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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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설정

◆ 사용자 조정 기능 사용하여 조정한 값을 공장 출하 상태로 초기화를 할 수 있습니다.

◆ 기 조정값은 초기화로 인해 공장 기준값으로 복원됩니다.

사용자조정 초기화 절전모드

- 백라이트의 기본 값이 연동되어 변화됩니다.

- 동작 설정 : 끄기 → 약하게 → 중간 → 강하게

◆ 화면의 밝기를 조정하여 소비 전력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백라이트 조정

◆ 화면의 백라이트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 화면 밝기를 낮추면 전력 소모가 줄어듭니다.

백라이트 조정 10

초기화 하시겠습니까?

◀ 예 아니오 ▶



Miracle Pen 소개

Miracle Pen 사용자 가이드 V1.0

본 사용자 안내서는 PC에 펜을 설치하는 방법에 대한 안내서입니다. 펜은 판서적용 소프트웨어 패키지로서 다양한 판서기능 및 컨텐츠 라이브러리를 활용한 교육 목적의 기능까지

가지고 있는 전용 패키지 입니다. 

본 안내서는 일반 사용자들을 위한 설명서로 제작되었으며, 내부적인 기술 문제에 대해서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본 안내서는 컴퓨터 화면을 설명함에 있어, 전체 이미지를 적용할 수 없어

화면의 일부를 설명할 때 일반 텍스트로 표현한 것이 있습니다.

화면의 버튼을 설명할 때는 다음과 같이 표기합니다. 예) New 버튼 : [New], Save 버튼 : [Save]

Miracle Pen 제품 소개

◆ 펜은 컴퓨터의 모니터 화면에 직접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화면을 저장하는 등 다양한 동작을 할 수 있고, 어떠한 어플리케이션 상이라도 판서가 가능하도록 제작된

    전문 판서 소프트웨어입니다.

◆ 펜은 전자칠판 도입 시 필수 소프트웨어로서, 다양한 쓰기 동작을 통해 일반 교육 현장에서 수행하고 있는 전자칠판의 교육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습니다.

◆ 뿐만 아니라, 펜의 다양한 추가 기능(Contents 라이브러리 제공, 교육 내용의 저장 등)을 통해 디지털화 된 교육현장의 교육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한 특별한 솔루션입니다.

외부 교재 연동 시 프로그램 버전 안내

◆ MS-Office 파일 외부 교재 활용 시 : MS-Office 2007 또는 2010버전

◆ 한글 파일 외부 교재 활용 시 : 한글 2007 또는 한글 2010버전

◆ PDF 파일 외부 교재 활용 시 : Adobe Reader 9.0이상

◆ 동영상 파일 뷰어 프로그램 활용 시 : Windows Media Player 10.0이상

※ 수업 진행(판서) 및 수업 저장을 동시 진행 시는 CPU 및 메모리가 높을수록 좋습니다.

컴퓨터 추천 사양

◆ CPU(프로세서) : Core i3 이상

◆ Memory : DDR 4G 이상

◆ VGA(그래픽카드) : GeForce 6600GT or RADEON X800이상

◆ OS(운영체계) : Windows7 SP1 이상, Windows8 (32/64bit)

※ 본 프로그램은 Windows 7/8에 최적화되어 있으며,

    일부 Windows에서는 터치가 지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1

판서 프로그램 사용 설명서
PART 08 



판서 프로그램 설치 방법

.Net Framework 4.0 설치하기

1 판서소프트웨어를 구동하기 전 .Net Framework 4.0 Client Profile

프로그램을 먼저 인스톨해야 합니다.

2 본 판서 프로그램 인스톨 하기 전 Microsoft Download Center서 

해당 언어를 선택하여 다운로드 받아 설치 합니다.

3 인터넷이 연결된 상태에서 다운로드 및 자동 설치가 이루어 집니다. 4 .Net Framework 4.0 Client Profile을 설치 완료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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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서 프로그램 설치 방법

Miracle Pen 설치하기

1 CD를 이용하여 판서소프트웨어 셋업 파일을 인스톨 합니다. 2 설치할 폴더를 선택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기본 Default 셋업 위치는 C:￦Program Files 폴더에 설치 됩니다.

3 설치 시작 화면이 나오면 “설치”를 클릭합니다. 4 이상과 같이 사용자의 PC에 판서소프트웨어가 설치되며 설치 중간에

사용자의 PC에 최적화를 위하여 “응용소프트웨어”가 추가 설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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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리얼 번호로 인증받기
   (On-Line / Off-Line)

판서 프로그램 인증 방법

1. Miracle Pen 실행하기

이상과 같이 설치를 마치시면 바탕화면에 바로 가기 

아이콘이 생성됩니다.

- 바탕화면의 바로 가기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면 

   판서소프트웨어를 실행 할 수 있습니다.

처음 판서 S/W실행 시 인증 절차를 완료해야만 실행됩니다. 인증 시 반드시 사용자는 인터넷이

연결된 상태에서 공급자에게 부여 받은 “시리얼번호”를 넣고 “인증 코드 받기”를 클릭합니다.

인터넷에 연결 되어 있으면 자동으로 인증 절차가 진행됩니다.

만약에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인증을 받으려면 “Machine GUID”를 시리얼

담당자에게 보내주어 “인증코드”를 받아서

수동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인터넷 미 연결 시

시리얼 입력

인증 완료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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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서 솔루션 기본 UI 구성

◆ 프로그램 위치

 - 환경 설정에서 사용자 원하는 위치 (디폴트:아래)

 - 좌측 / 우측 / 위쪽 / 아래쪽 위치

◆ 플로팅 판서 팔레트 제공

 - 롱탭(1.2초) / 오른쪽 마우스키 / 터치펜 바로가기 기능으로 원하는 위치 실행

◆ 메인모드 숨기기 / 보이기 (단축키 F6)

 - 노란색 화살표

◆ 전 메뉴 단축키 지원

프로그램 숨기기

프로그램 보이기

프로그램 상하 좌우 이동 키

메인 툴 바 보이기

메인 툴 바 숨기기

메인 툴 바 고정

메인 툴 바 고정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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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도우즈

모드

구 분

윈도우 모드

판서 모드

프리젠테이션

(PT) 모드

일반적인 “마우스  모드”로 클릭 이벤트 및 페이지 이동 등 컴퓨터 화면을 제어 할 때

사용하는 모드

윈도우 모드에서 현재 화면을 추가하지 않고 마지막 판서 모드로 바로 가는 기능

- 웹 화면, 동영상, 플래시 파일 등 컴퓨터의 어떠한 화면 위에도 바로 판서가 가능하며,

   동영상 녹화 시 그대로 녹화가 가능합니다.

- 교수자의 교수학습자료가 멀티미디어적인 교육자료(웹화면, 플래시, 동영상 등)일 경우

   움직이는 화면 위에 판서가 가능한 모드

- 별도 페이지 저장 시 기능 아이콘 바의 “PT 화면 캡쳐”기능을 사용하여 페이지 

   리스트로 삽입 할 수 있으며 “환경 설정-펜 최적화-PC 모드 화면 저장 시점 설정”을 

   통하여 자동적으로 페이지 리스트에 삽입할 수도 있습니다.

사용자가 원하는 컴퓨터 화면에 판서를 하고자 할 때 메인 모드 “판서모드전환아이콘”을

선택하면 자동적으로 판서 모드로 전환되어 현재 화면 위에 판서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자동적으로 현재 화면이 페이지 리스트에 삽입됩니다.

화면이 캡쳐되어 캡쳐 된 이미지 위에 판서가 되어지는 형태로 움직이는 웹 화면이나

플래시는 이미지로 적용되어 판서가 되어 집니다.

사용 용도

판서 솔루션 기본 UI 구성

- 이전 페이지 이동

- 페이지 리스트 보기

- 다음 페이지 이동
판서

모드

메인 모드

프로그램 숨기기

프로그램 보이기

메인 툴 바 보이기 / 숨기기

메인 툴 바 고정 / 해제

판서

모드

PT

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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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서 프로그램 설치 및 환경설정

◆ 왼쪽 “메인 툴바”기능을 선택하면 / 오른쪽에 해당 “메인 세부 툴바”에서 세부 기능을 선택하면 됩니다.

메인 툴바 메인 세부 툴바

컴퓨터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선생님 / 교수자 / 회의진행자

“쉽고 편리하게”

전자칠판을 이용하여

파워풀하고 역동적인

수업 및 회의를 진행

37



판서 프로그램 사용 설명

문서 열기 및 강의 저장

펜 종류 선택 시

문서 열기 녹화뷰어 프로그램

- 보조 수업 자료 활용

   극대화

- 문서 뷰어

- 이미지 뷰어

- 동영상 뷰어

- 콘텐츠 라이브러리

- IWB 저장

- JPG 저장

- 전체 JPG 저장

- PDF 저장

- 동영상 녹화

- 멀티판서

- 페이지 음영

- 페이지 반전

강의 저장

외부 문서 열기

- MS-Ofiice 파일

  (PPT / DOC / XLS)

- 한글파일 / PDF 파일

- XPS파일 / 이미지 파일

- 단위 / 통합페이지

- 이미지 교재 변환

수업 진행

플로팅 판서 팔레트 실행일

반

펜

붓

펜

형

광

펜

수업 진행

파워포인트 연동 수업

파워포인트 문서 선택

(PPT)

파워포인트

슬라이드쇼 전환(PPS)

“모드 전환 없이”

이전/다음 슬라이드 이동

애니메이션 존재 여부 파악

애니메이션 실행 지원

선 굵기 선 색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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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서 프로그램 사용 설명

선 종류 선택 시

지우개 선택 시

판서 데이터 개체 선택

스크린 보드(보조칠판) 선택

일반선 : 글자를 쓸 때 사용하는 선 종류

판서 데이터 크기 조절 및 회전 등 수정이 가능합니다.

빨주노초파남보의 7개의 보조칠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지우개 1/2/3 스트로크(획) 지우개 영역 지우개 실물 지우개 전체 지우개 UNDO REDO

사각형 / 원 / 수평선 / 수직선 / 사선 / 물결선

지시선 : 선길이 환경설정에서 설정

정삼각형 / 직각삼각형 / 다각형

도형 보정 : 삼각형 / 사각형 / 원 / 화살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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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 내비게이트 및 돋보기

판서모드 : 화면 내비게이트 윈도우 / 프레젠테이션모드 : 화면 돋보기

판서 프로그램 사용 설명 

배경칠판 선택 시

최적화 보조칠판 삽입 : 환경설정

사용자 지정 배경칠판 삽입

교육용 배경 이미지 칠판 삽입

색상별 보조칠판 삽입

자동 선택

기타 기능 선택

PT모드 저장

잘라내어 붙이기

외부영상 불러오기

스포트라이트

화면 블럭

인터넷 실행

화상 키보드

사용자 지정 프로그램 실행

환경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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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 문서 가져오기 페이지 선택 옵션
◆ 외부 문서 불러오기 시 옵션 사항

 - 단위 페이지 단위 : 외부문서의 페이지별로 이미지로

    변환하여 페이지 리스트에 삽입

 - 통합 페이지 단위 : 외부문서 전체를 하나의 페이지 단위로

    삽입하여 “화면 내비게이트”기능을 이용하여 화면 확대,

    축소, 이동 등을 통하여 활용하는 기법  

※ 파워포인트(PPT) 활용
◆ PPT 문서 활용 시 OS에 따른 제약 사항

 - Win 7 (파워포인트 멀티태스킹 지원)

◆ 외부교재 및 PPT 연동 수업 동시 진행

 - Win 8 (파워포인트 멀티태스킹 미 지원) 

 - 1개의 파워포인트 문서만 활용

 - PPT 문서가 실행 중입니다. 강제 종료하고 변환하시겠습니까? 

2. 외부 교재(회의록) 열기

중요 “기능 관련”세부 사항

1. 배경칠판 불러오기

◆ 원하는 배경칠판을 선택하여 새로운 페이지로 삽입하는 기능이며 자동적으로 

    판서모드로 진입합니다.

◆ 지원 배경 화면 : 검은색, 파란색, 녹색, 주황색, 흰색 배경칠판

◆ 사용자 지정 색상을 선택하여 배경칠판 색상을 정확히 맞출 수가 있습니다.

    (환경설정 - 펜 최적화 옵션 설정에 있습니다.)

◆ 교육용 배경칠판 삽입 : 사용자의 추가 교육용 배경은 다음 폴더에 넣어 주시면 됩니다.

    - 폴더이름 : C:￦Board Data File￦EducationBackground￦Ko-KR

◆ 미리 준비된 교수학습자료를 교재로 불러 올 수 있는 기능이며 해당 교재 선택 시

    “XPS 인쇄 모듈”을 이용하여 이미지로 자동 변환하여 단위 페이지 및 통합 페이지 단위로

    교재 변환이 완료되면 자동적으로 판서모드로 진입되며 변환된 이미지 첫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지원 가능 문서 : MS-Office파일, XPS파일, 한글문서, PDF파일, 이미지파일 등

    지원하지 않은 파일 포맷은 직접 XPS인쇄 모듈을 이용하여 XPS파일로 산출하여 사용합니다.

- 단위 페이지 변환 : 200Page

- 통합 페이지 변환 : 60Page

※ 대용량 페이지 변환 시 메모리 부족으로 변환이 안될 경우가 발생 할 수 있음

최대 추천

변환 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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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파일

형태선택

산출물

크기선택

녹화프레임

선택

음성입력

장치선택

4. 동영상 녹화 하기

중요 “기능 관련”세부 사항

3. 파워포인트(PPT)파일 PPS로 불러오기

◆ 미리 준비된 파워포인트 교수학습자료를 교재로 불러 올 수 있는 기능이며,

    해당 교재 선택 시 파워포인트 애니메이션 쇼(PPS) 파일로 자동 변환하여

    교재로 불러 올 수 있습니다.

◆ 파워포인트(PPT) 파일을 불러오면 페이지 이동 및 애니메이션 실행 

    내비게이트가 자동적으로 생성되며 자동적으로 PT모드로 진입합니다.

※ 슬라이드 화면 자동 저장 옵션

“환경설정 - 최적화 설정 - PT모드 자동 저장 시점”, “PPT 슬라이드

이동 시”를 체크하면 자동으로 페이지 리스트에 삽입됩니다.

◆ 동영상 저장 옵션 창 설명

 - Output Type (산출 파일 형태) 

  : WMV, SWF, FLV 파일 지원

 - Output Size (산출 파일 크기)

 - Frame (녹화 프레임 수) 

  : 최대 30프레임까지 지원하나 프레임이 높을수록 

    PC지원을 많이 소모함으로 PC사양에 따라 적절하게 선택  

◆ 동영상 녹화 시 일시정지 및 녹화 종료 지원

※ 한 번 설정하면 기본값으로 저장합니다.

이전 슬라이드이동

다음 슬라이드이동

PPT슬라이드쇼 종료

특정슬라이드 이동

애니메이션 존재 여부 

실행 버튼

녹화중

녹화 종료

녹화 일시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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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 이미지 설정 판서

데이터 없음

“연한 색상 탭”

판서

데이터 존재

“테두리 진한 

색상 탭”

현재

선택 탭

“화살표 탭”

바탕화면 투명 아이콘

중요 “기능 관련”세부 사항

5. 스크린 보드(보조칠판)

◆ 스크린 보드를 사용하여 판서의 활용도를 높였습니다.

◆ 빨, 주, 노, 초, 파, 남, 보라(무지개색)의 7개의 스크린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빨강 스크린 보드를 제외한 6개의 스크린 보드에는 환경설정에서 미리 이미지를

    등록 할 수 있습니다.

탭 클릭 시

등록이미지 삭제

이미지 클릭 시

그림 등록 수정

탭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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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탕화면 투명도 조절

자유 펜 선택

펜 색상 지정

실물 지우개 선택

전체 지우개 선택

이미지 삽입

화면 왼쪽 이동

화면 오른쪽 이동

스크린 보드 저장

스크린 보드 종료

◆ “탭”및 “바”를 클릭하여 스크린 보드 이동

 - 선택 탭을 더블 클릭 하면 자동 접힘

 - 선택 탭을 더블 클릭 하면 자동 펼침

◆ 스크린 보드 데이터 페이지 리스트 삽입

 - “환경설정 - 스크린 이미지 설정 - 스크린 보드

 페이지 삽입”하면 페이지 리스트에 삽입됨



7. 실물 지우개 활용

중요 “기능 관련”세부 사항

6. 펜 최적화 기능 활용

◆ 사용자가 자주 사용하는 펜 종류, 펜 색상, 펜 굵기, 배경칠판 색상을

    미리 설정하여 판서 이용 중 한번의 클릭으로 바로 사용자가 원하는

    펜의 속성을 적용하는 기능입니다.

◆ 환경설정 - 펜 최적화 설정에서 미리 설정이 가능합니다.

 - 플로팅 판서 팔레트의 “체크”아이콘을 클릭하면 최적화가 바로 적용

◆ 판서소프트웨어에서 “판서 팔레트”에서 실물 지우개 모양을 지원

 - 지우개 이동 버튼

 - 지우개 지우기 부분

 - 전체 지우개

 - 실물 지우개 종료

◆ 실물 지우개 활용 : 판서 팔레트 지우개 / 스크린 보드 지우개

최적화 설정아이콘

지우개 이동 영역

지우개 지우는 영역

UNDO

전체 지우개

RE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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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화면 내비게이트 기능 
[화면 이동 / Win 7 제스처 / 무한 판서]

설 명
◆ 전자칠판의 최대 단점이 일반 교실에서 뒷쪽 학생들이 잘 보이지 않는 부분이었다면 이 부분을 “획기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 화면 내비게이트 기능은 화면 확대 및 축소 그리고 이동을 자유 자재로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 화면 이동 시 “좌측”, “하단”등은 무한 판서 영역을 지원하며 판서 영역의 제한으로부터 해방되어 전자칠판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수업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중요 “기능 관련”세부 사항

◆ 페이지 확대, 축소, 1:1보기 기능 지원

◆ 화면 내비게이트 이동 및 판서 모드 지원

◆ 화면 이동 가로 고정 세로 고정 옵션 지원

◆ 화면 이동 시 우측 및 아래쪽 무한 판서 기능 지원

 - 무한 판서확장 시 아이콘 색상 자동 변경

◆ 페이지 이동 기능 지원

 - 단위 페이지 시 앞장 뒷장 페이지 이동

 - 통합 페이지 시 화면단위 이동

◆ 화면 내비게이트 이동 기능 및 종료 기능 지원

“통합 페이지”및 “무한 판서”가 적용된 

페이지에서 자동적으로 “내비게이트”가 실행

(윈도우 / PT모드에서는 돋보기 기능으로 

대체됩니다.)

화면 내비게이트 실행 시 Win 7 제스쳐 안내

※ 무한 판서 확장키 

   : 판서영역 확장 시 아이콘의 색상이 자동적으로 전환

화면 우측 무한 판서 영역 확장

화면 아래측 무한 판서 영역 확장

◆ 내비게이트 “판서모드”시 :

 - 두 포인트 터치 후 끌기

 - 화면 이동 및 무한 판서 영역 확장

   (멀티판서 모드 시 무한 판서 확장은

    내비게이트 이동 버튼 사용)

◆내비게이트 “이동모드”시 :

 - 두 포인트 터치 시 화면 확대 축소

 - 한 포인트 터치 시 화면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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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자의 “현장 교육 및 회의 프로세스”를 고려한 판서 팔레트 기능 
: 플로팅 판서 팔레트

◆ 메인 모드의 판서 팔레트 실행 기능을 이용합니다.

 - 펜 종류 : 일반펜, 붓펜, 형광펜

 - 선 굵기 : 6단계 지원 (환경설정에서 사용자 설정 지원)

 - 선 유형 : 일반선, 수평선, 수직선, 원, 사각형, 물결선, 지시선, 정삼각형, 직각삼각형, 다각형, 도형보정

 - 선 색상 : 흰색, 검정색,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 남색, 보라색

 - 판서 실행 취소

 - 지우개 : 일반 지우개, 영역 지우개, 스트로크 지우개, 실물 지우개, 전체 지우개

◆ 최적의 강의 동선을 고려한 “플로팅 판서 팔레트”지원

 - 메인 모드에 있는 판서 기능뿐만 아니라 강의자의 강의 동선을 고려하여 화면 어떠한 부분에서 호출하여 

    바로 판서 기능을 사용 할 수 있는 플로팅 모드를 지원

 - 기능 관련 : 뷰어프로그램, 배경칠판 삽입, 화면 내비게이트 기능 플로팅 모드에서 지원

◆ “플로팅 판서 팔레트”실행 방법

 - 마우스 입력 :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면 플로팅 판서 팔레트 실행

 - 스타일러스 펜 입력 : 펜의 중간 오른쪽 마우스 버튼 클릭하면 플로팅 판서 팔레트 진행 

 - 터치 입력 시 : 특정 영역을 “1,2초간 롱 클릭”시 플로팅 판서 팔레트 실행,

                      Win 7 멀티 터치 지원 시 “터치펜 기능버튼”지원으로 플로팅 판서 팔레트 실행 

판서 모드

프레젠테이션 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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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치펜 기능버튼을 이용한 바로가기 기능 - Win 7 멀티 터치 API 지원 센서 적용 시

“터치펜 기능버튼”을 이용한 바로가기 기능 (단일 판서모드에서 적용)

◆ 판서/프리젠테이션 모드에서 터치펜 기능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현재 화면에 끌면 다음과 같은 기능을 실행지원

터치펜 기능버튼 끌기 시, 기능버튼을 누른 다음 터치펜 가압 및 끌기를 하시면 됩니다.

판서 데이터

한단계 취소

판서 데이터

한단계 복원

페이지

리스트 실행

플로팅

판서 팔레트 실행

이전

페이지 이동

다음

페이지 이동

뷰어

프로그램 실행

최근 배경

칠판 실행

콘텐츠

라이브러리 실행

화면

내비게이트 실행

실물지우개

실행
전체 지우개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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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racle Pen Lite Version 소개

판서 프로그램 Lite Version 제품 소개

◆ “전 메뉴 단축키 ”지원

◆ “다국어”지원 (한국어 / 영어 / 중국어 / 일본어 / 러시아어 / 프랑스어 / 스페인어 / 아랍어 / 몽골어 / 태국어)

◆ “터치펜 기능버튼”지원

◆ “Windows 트레이 숨기기”기능 지원

◆ “Windows 표준 사용자 계정”사용자 지원

◆ “프로그램 사용 시간(전자칠판 사용시간)”통계 지원

※ 기본적인 판서 기능 및 사용법은 Miracle Pen과 동일합니다. (31page 참조)

※ PT 모드 및 이메일 보내기 기능 등 일부 기능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판서 프로그램 Lite Version 사용 설명서
PART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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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UI 펜 라인 지우개 스크린 보드 배경칠판 화면내비게이트

판서 프로그램 Lite Version UI

기본 UI 및 세부 UI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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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숨기기 / 보이기

판서 프로그램 Lite Version UI

Miracle Pen 사용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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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de Mode

Click

터치펜 기능버튼

제스쳐

Show Mode

- Screen - - Screen -

Hide Mode

원도우 모드

판서 모드 및 현재 펜색상

프로그램  종료



터치펜 기능버튼을 이용한 바로가기 기능 - Win 7 멀티 터치 API 지원 센서 적용 시

“터치펜 기능버튼”을 이용한 바로가기 기능 (단일 판서모드에서 적용)

◆ 판서/프리젠테이션 모드에서 터치펜 기능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현재 화면에 끌면 다음과 같은 기능을 실행지원

터치펜 기능버튼 끌기 시, 기능버튼을 누른 다음 터치펜 가압 및 끌기를 하시면 됩니다.

판서 데이터

한단계 취소

판서 데이터

한단계 복원

페이지

리스트 실행

플로팅

판서 팔레트 실행

이전

페이지 이동

다음

페이지 이동

뷰어

프로그램 실행

최근 배경

칠판 실행

화면

내비게이트 실행

실물지우개

실행
전체 지우개

또는

터치펜 기능버튼

팝업 메뉴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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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와 관련된 문제 (PC 모드)

화면이 나타났다 사라졌다 해요. 제품과 PC의 케이블 연결 상태를 확인하고, 연결 장치의 잠금 상태를 확인하세요.

HDMI 또는 HDMI-DVI 케이블로 제품과 PC를 연결하면 제품

화면의 상하좌우에 여백이 생겨요.

화면에 여백이 나타나는 것은 제품 문제가 아닙니다.

PC 및 그래픽카드로 인해 발생되는 현상으로, 그래픽카드 설정 부분 중 HDMI 또는 DVI Option

부분에서 화면 크기를 조정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래픽 카드 설정 부분에서 Option 부분의 하위 메뉴에 화면 크기 조정 항목이 없다면,

그래픽카드 드라이버를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한 후 확인하세요.

(자세한 조정 방법은 그래픽카드 제조사 또는 컴퓨터 제조사에 문의하세요.)

◆ 화면과 관련된 문제

전원표시등이 꺼져 있어요. 화면이 안 나와요. 전원 케이블이 바르게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화면에 ‘NO SIGNAL’ 메시지가 나타나요. 제품과 연결된 케이블이 바르게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제품과 연결된 제품의 전원이 켜져 있는지 확인하세요.

‘INVALID FORMAT’ 라는 메시지가 나타나요.

화면이 흘러내리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픽 카드에서 나오는 신호가 제품의 최대 해상도 및 최대 주파수를 넘을 경우에 발생합니다.

제품과 연결된 케이블을 확인하세요.

표준신호모드표를 참조하여 최대 해상도 및 주파수를 제품 성능에 맞도록 설정하세요.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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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과 관련된 문제

화면이 깨끗하지 못해요. 화면이 흐릿해요. 주파수 조정과 미세 조정을 조절하세요.

부속품(비디오 확장 케이블 등)을 제거한 후 다시 실행하세요.

화면에 영상이 나타나지 않으며 전원표시등이 0.5초나 1초

간격으로 깜빡여요.

제품이 절전 기능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키보드의 아무 버튼이나 마우스를 움직이면 원래의 화면으로 되돌아옵니다.

해상도 및 주파수를 권장 사양으로 조정하세요.

제품이 스스로 꺼져요. 시스템 메뉴에서 취침 예약이 끄기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제품이 PC와 연결되어 있다면, PC의 전원상태를 확인하세요.

전원 케이블이 제품과 전원 콘센트에 바르게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연결된 기기의 신호가 잡히지 않으면 10~15분 후 제품은 자동으로 꺼집니다.

HDMI 케이블을 사용하여 연결하면 HD(고화질) 영상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매장에서 보던 것처럼 제품의 영상이 보이지 않아요.

밝기와 명암을 조절하세요.

메뉴의 화면에서 색 재현 범위 메뉴를 조절하세요.

화면이 너무 밝아요. 화면이 너무 어두워요.

화면의 색상이 일정하지 못해요.

PC나 그래픽 카드의 해상도와 주파수가 제품에서 사용 가능한 범위 내에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한 후

제품 메뉴의 부가정보와 표준신호모드표를 참조하여 다시 화면 설정을 하세요.

화면이 불안정하고 떨려요.

화면에 그림자 자취가 남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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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과 관련된 문제

낮은 신호 레벨이나 낮은 품질은 화면 왜곡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제품 문제가 아닙니다.

반경 1m 내에 있는 휴대전화는 아날로그/디지털 제품에 잡음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스포츠나 액션 영화처럼 빠른 화면 전환이 있는 장면에서의 비디오 콘텐츠 압축은 화면 왜곡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화면이 이상해요.

밝기와 색상이 이상해요. 화면 메뉴에서 화면 옵션 (화면모드 / 색농도 / 밝기 / 선명도)을 조정하세요.

시스템 메뉴에서 절전모드 옵션을 조정하세요.

기본 화면 설정으로 화면을 초기화해 보세요.

화면이 전체 화면으로 표시되지 않아요. 업 스케일 SD(4:3) 컨텐츠를 표시하면 HD채널의 화면 양쪽에 검은색 막대가 생깁니다.

제품과 가로세로비가 다른 영화를 볼 때는 화면 위, 아래에 검은색 막대가 생깁니다.

제품 또는 외부기기의 화면 크기 옵션을 전체 화면으로 조정해 보세요.

모니터의 DATA SOURCE DRIVER IC에서 결함이 생길 때 일어납니다. 

서비스센터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세요.

화면 크기가 원본 크기이면 16:9로 변경해 보세요.스크린 가장자리 부분에 점선이 보여요.

화면에 선(빨강, 초록, 파랑)이 보여요.

화면 멈춤은 권고하는 해상도와 다른 경우나 신호가 불안정한 경우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PC의 해상도를 권고하는 해상도로 변경합니다.

화면이 불안정하면서 멈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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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을 연결한 경우에는 신호 강도를 확인하세요.

낮은 신호 레벨 때문에 음향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 음향과 관련된 문제

소리가 안나와요. 음향신호 연결 케이블의 연결상태를 재확인하거나 음량을 조정해 보세요.

음량을 확인해 보세요.

음량을 조절해 보세요.소리가 너무 작아요.

화면은 나오는데 소리가 나오지 않아요. 만약 HDMI 케이블을 이용하여 연결한 상태라면, PC에 설정된 오디오 출력을 확인하세요.

음향 메뉴에서 스피커 선택을 내부로 선택하세요.

외부기기를 사용하는 경우

ㆍ 오디오 케이블이 제품의 오디오 입력 단자에 올바르게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ㆍ 외부기기의 오디오 출력 옵션을 확인하세요.

   (예를 들어, 모니터에 HDMI가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케이블 박스의 오디오 옵션을 HDMI로

    변경해야 할 수 있습니다.)

DVI 케이블을 이용하여 연결한 상태라면, 별도의 오디오 케이블이 필요합니다.

제품에 헤드폰 단자가 있는 경우에는 헤드폰 단자에 아무것도 연결되지 않았는지 확인하세요.

기기의 전원 케이블을 다시 연결해서 연결된 기기를 재부팅 하세요.

케이블 연결을 확인하세요. 비디오 케이블을 오디오 입력에 연결하지 않았는지 확인하세요.스피커에서 이상한 잡음이 납니다.

음량조정을 최대로 해도 소리가 작다면 PC 사운드 카드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음량을

다시 조절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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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컨이 작동하지 않아요. 건전지의 +/-의 위치를 확인하세요.

건전지가 다 소모되었는지 확인하세요.

정전된 것은 아닌지 확인하세요.

전원 케이블이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주변에 특수 형광 및 네온사인 등이 켜져 있는지 확인하세요.

◆ 음향과 관련된 문제

스피커 선택이 외부로 설정되어 있다면, 음량 버튼과 음소거 기능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외부 스피커의 음량 설정을 조정해 주십시오.

음소거를 해도, 소리가 들려요.

메인 스피커의 음향 설정은 제품의 내부 스피커와 독립적입니다. 즉, 제품의 음소거나 음량 조절은

외부의 Decoder(AMP)와 별개입니다.

메인 스피커의 음향 설정은 제품의 내부 스피커와 독립적입니다. 즉, 외부기기의 음향 설정이

제품 내부 스피커 음향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스피커의 소리가 메아리처럼 울려요.

제품 스피커와 외부 스피커 간에 디코딩 속도 차이로 에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스피커 선택을 외부로 설정하세요.

◆ 리모컨과 관련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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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기기와 관련된 문제

◆ 기타 문제

PC 부팅 시 ‘삐삐’소리가 나요. PC 부팅 시 ‘삐삐’소리가 울리면 PC본체를 서비스 받으세요.

자막은 외부기기에서 활성화해야 합니다.메뉴에서 자막이 선택할 수 없는 회색으로 표시돼요.

제품의 모서리를 자세히 보면 작은 입자가 보여요. 제품 디자인의 일부이며 결함이 아닙니다.

PC 해상도를 바꿀 때, ‘INVALID FORMAT’ 라는

메시지가 나타나요.

입력 신호의 해상도가 디스플레이의 동작 범위보다 클 경우, ‘INVALID FORMAT’라고

나타날 수 있습니다.

※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PC의 해상도를 디스플레이가 지원하는 정도의 해상도로 변경하세요.

HDMI 모드에서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일부 낮은 버전의 HDMI 모드를 지원하는 외부기기를 최신 HDMI 버전을 지원하는 제품과 

연결할 경우 제품 화면의 색이 정상적이지 않거나 화면 또는 소리가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날 경우 HDMI 케이블과 별도의 오디오 케이블을 함께 연결하여 사용하세요.

DVI 케이블로 연결하여 DVI 모드일 때, 스피커에서

소리가 나지 않아요.

DVI 케이블을 통한 연결은 어떤 소리 데이터도 전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디오 재생을 위해서 적절한 입력 단자에 오디오 케이블을 연결해야 합니다.

일부 PC 그래픽 카드의 경우 음향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HDMI 신호를 전달받으면 자동인식이

되지 않아 사용자가 직접 사운드 입력을 선택해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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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문제

IR 센서가 동작하지 않아요. 리모컨을 눌렀을 때, 불이 들어오는지 확인하세요.

ㆍ 리모컨 전원 버튼을 눌러서 파란색 불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리모컨의 건전지를 교환하세요.

    (건전지가 방전되어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ㆍ 정상적인 LED불빛은 동작되지만 리모컨 버튼키가 동작하지 않는다면, IR 센서 불량일 수 있습니다.

    가까운 서비스센터로 연락하여 서비스를 받으세요.

ㆍ 화면이 꺼져 있을 때는 전원 LED에 빨간색 불이 들어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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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급 기기 (업무용 방송통신기자재) : 이 기기는 업무용(A급) 전자파적합기기로서 판매자 또는 사용자는 이 점을 주의하시기 바라며,

                                                가정외의 지역에서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동작> 온도 : 10℃~40℃ (50℉~104℉) / 습도 : 10%~80%

<저장> 온도 : -20℃~45℃ (-4℉~113℉) / 습도 : 5%~95%

모델

LCD패널

화면 크기 65”

최대 해상도 1920 X 1080 (FHD)

화면 비율 16 : 9

단자

음성출력

전원

환경조건

터치방식 EMR

입력 MEDIA USB, HDMI 1,2,3, VGA, AUDIO IN, TOUCH USB

AUDIO OUT출력

10W + 10W

입력 전압 100 ~ 260 VAC

전력 소비 160 Watts

대기 모드 ≤ 0.5 Watts

LHB650FE01 LHB650FI01

EMR + 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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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제품은 패널 특성에 의해 화면의 크기에 따라 최적의 화질을 구현할 수 있는 해상도가 한 가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화면 크기에 따라 지정된 최적해상도 이외의 해상도에서는

    최적해상도에 비해 다소간 화질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가급적 최적해상도로 설정하여 사용하기 바랍니다.

해상도

IBM, 720×400

MAC, 640×480

MAC, 832×624

MAC, 1152×870

VESA, 640×480

VESA, 640×480

VESA, 640×480

VESA, 800×600

31.469

35.000

49.726

68.681

31.469

37.861

37.500

35.156

70.087

66.667

74.551

75.062

59.940

72.809

75.000

56.250

28.322

30.240

57.284

100.000

25.175

31.500

31.500

36.000

-/+

-/-

-/-

-/-

-/-

-/-

-/-

+/+

수평 주파수
(kHz)

수직 주파수
(Hz)

클럭주파수
(MHz)

극성(수평/수직)
(H/V)

※ PC에서 전달되는 신호가 다음의 표준신호모드와 같으면 화면을 자동으로 조정해 줍니다.

    단, PC에서 전달되는 신호가 표준신호모드와 다르면 화면이 안나오거나 전원 표시등만 켜질 수 있으므로 그래픽 카드 사용설명서를 참조하여 아래의 표와 같이 조정해 주세요.

동기

해상도

수평 주파수

수직 주파수

최적 해상도

최대 해상도

30 - 81 kHz

48 - 75 Hz

1920 × 1080 @ 60Hz

1920 × 1080 @ 60Hz

표준신호모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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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도

VESA, 800×600

VESA, 800×600

VESA, 800×600

VESA, 1024×768

VESA, 1024×768

VESA, 1024×768

VESA, 1152×864

VESA, 1280×720

VESA, 1280×800

VESA, 1280×1024

VESA, 1280×1024

VESA, 1336×768

VESA, 1440×900

VESA, 1600×900

VESA, 1680×1050

VESA, 1920×1080

37.879

48.077

46.875

48.363

56.476

60.023

67.500

45.000

49.702

63.981

79.976

47.712

55.935

60.000

65.290

67.500

60.317

72.188

75.000

60.004

70.069

75.029

75.000

60.000

59.810

60.020

75.025

59.790

59.887

60.000

59.954

60.000

40.000

50.000

49.500

65.000

75.000

78.750

108.000

74.250

83.500

108.000

135.000

85.500

106.500

108.000

146.250

148.500

+/+

+/+

+/+

-/-

-/-

+/+

+/+

+/+

-/+

+/+

+/+

+/+

-/+

+/+

-/+

+/+

수평 주파수
(kHz)

수직 주파수
(Hz)

클럭주파수
(MHz)

극성(수평/수직)
(H/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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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센터 안내

한솔테크닉스 서비스센터는 항상 고객과 같이 생각하며, 고객의 고충을 해결하기위해 완벽한 기술과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해 연구하고 있으며, 고객의 생활속에 동반자가 되기위해

최상의 서비스로 대응하기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전화번호와 주소는 예고없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의 궁금한 점을 언제나 친절하게 상담하겠습니다.

상담 하실 때는 필히 제품의 모델명, 일련 번호(Serial No.), 고장 상태, 연락처를 알려주시면 더욱 빠르게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

고객이 직접 원하는 날짜와 시간에 서비스 접수 및 실시간 사이버 상담이 가능한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비스센터 대표전화 (전국 어디서나) : 1800-0310

서비스센터 홈페이지 : http://www.hansoltechnics.com

소비자 과실로 고장이 난 경우 

- 소비자의 취급 부주의 및 잘못된 수리로 인해 고장이 난 경우

 ㆍ외부 충격이나 떨어뜨림 등에 의해 고장이나 손상이 난 경우

 ㆍ당사에서 지정하지 않은 소모품, 별매품 사용으로 고장이 난 경우

 ㆍ서비스 위탁업체 기사 및 협력사 기사가 아닌 사람이 수리하여 고장이 난 경우

 ㆍ고객이 직접 개조, 수리를 한 후 고장이 난 경우

 ㆍ전기 용량을 틀리게 사용하여 고장이 난 경우

 ㆍ사용설명서 내의 ‘주의 사항’을 지키지 않아 고장이 난 경우

그 밖의 경우 

 ㆍ 천재지변(낙뢰, 화재, 지진, 풍수해 등)에 의해 고장이 난 경우

 ㆍ소모성 부품의 수명이 다한 경우(배터리, 토너, 형광등, 헤드, 진동자, 램프류, 필터류, 리본 등)

 ※ 제품 고장이 아닌데도 서비스를 요청하게 되면 서비스 요금을 받게 되므로 반드시

     사용자 설명서를 먼저 읽어주십시오.

◆ 서비스 신청 시, 다음과 같은 경우는 무상 서비스 기간 내라도 유상 처리됩니다.

제품 고장이 아닌경우

- 기구 세척, 조정, 사용 설명, 설치 등

 ㆍ 사용법 설명, 분해하지 않고 간단히 조정하는 경우

 ㆍ 인터넷, 안테나, 유선신호 등 외부 환경에 의한 문제

 ㆍ 구입 제품의 초기 설치 이후, 추가로 제품을 연결하거나 재연결을 하는 경우

 ㆍ 제품의 이동, 이사 등으로 인해 재설치하는 경우

 ㆍ 다른 회사 제품으로 인해 사용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ㆍ 네트워크 및 타사 프로그램의 사용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ㆍ 제품 관련 소프트웨어의 설치 및 설정을 요청하는 경우

 ㆍ 제품 내부의 먼지나 헤드 등의 세척 및 이물을 제거한 경우

 ㆍ 홈쇼핑, 인터넷 등에서 제품 구입 후 설치를 추가 요청하는 경우

유상 서비스(고객 비용 부담)에 대한 책임

62

기타 정보
PART 12



폐 전자제품 처리 안내

◆ 환경보호 및 자원 재활용을 위해 폐전자제품을 다음과 같이 처리해야 합니다.

- 이 제품을 일반 가정 폐기물을 함께 버리지 마십시오.

- 이 제품은 해당 지역 관련 기관의 법규에 따라 폐기해야 합니다.

제품 폐기

- 대리점에서 신 제품을 구입한 후 기존 제품을 버리고자 할 경우에는 신규 제품 배달 시 무상으로 처리해 드립니다.

신규 제품 구입 시 (무료  처리)

- 가전 제품, 가구 등 대형 생활 폐기물을 버리고자 할 경우에는 관할 주민 자치센터에 연락하시어 처리하시면 됩니다.

단순 폐기 시 (유료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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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유형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

제품교환 또는 무상수리

제품교환 또는 무상수리

제품교환 또는 무상수리

무상수리

보상기준 비고

본 제품은 철저한 품질관리에 따른 엄격한 검사로 우수한 제품임을 보증합니다. 본 제품의 무상 보증기간은 구입일로부터 1년입니다.

제품수리, 교환, 환불에 보상 기준은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릅니다.

64

품질 보증서
별첨

수리불가능 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교환불가능 시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된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

소비자의 고의 과실로 인한 고장인 경우
유상 수리에 해당하는 금액징수 후

제품교환
부품보유기간 2년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정액 감가상각한 잔여 금액에

구입가의 5%를 가산하여 환급”

구입가 환급

구입가 환급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불가능 한 것으로 간주



권장 및 주의사항

1. 무상보증기간 중에 정상적으로 사용한 상태에서 자연 발생된 고장인 경우 

   무상으로 수리하여 드립니다.

   (단,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무상 보증기간 내라도 유상으로 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ㆍ취급 부주의로 발생한 고장 및 파손          

   ㆍ천재지변에 의한 고장 및 손상

   ㆍ사용설명서에 기재된 사용방법과 주의사항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고장

     (즉, 사용자의 과실인 경우)

   ㆍ전원장애로 인해 발생한 고장                 

   ㆍ보증기간 내라도 분해청소를 원하거나, 소모품의 교환을 요청하는 경우

   ㆍ본사지정 수리요원 이외의 사람이 수리하여 제품의 내용을 변경 또는 손상시킨 경우

2. 제품의 설치 장소는 직사광선과 자기장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곳으로 선정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추어 주십시오.

3. 보증서가 없거나 기재사항에 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소비자 보호법상에 명시되어 

   있는 품질보증기간 가산기준에 따라 유상 또는 무상 애프터 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4. 본 보증서는 국내에서만 유효하며 본 보증서를 보관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품서비스 및 

   교육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분실에 주의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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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대리점명

제품보증안내

1. 본제품은 제품보증서의 내용에 따라 보증합니다.

2. 제품수리, 교환, 환불에 대한 보상 기준은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릅니다.

3. 수리용 부품 보유 기간은 제품 구매 후 2년입니다.

4. 고장 신고나 문의사항은 구입처나 서비스센터로 연락해 주십시오.

5. 이 보증서는 재발행 되지 않으므로 잘 보관해 주십시오.

전     화

담 당 자

구입제품

Serial No.

모 델 명

구입자

주     소

성     명 전화

구입일

년            월            일 구입일로부터 1년간 보증함

한솔테크닉스 주식 회사

본     사 :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면 한삼로 55 (365-843)

진천공장 :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면 한삼로 55 (365-843)

서비스센터 대표 전화 : TEL) 1800-0310

                             FAX) 043-536-8105
www.hansoltechnic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