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wokey® Canvas

troubleproof & semi-permanent interactive white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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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한 성능과 사용 편의성
간편한 설치와 유지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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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okey® Canvas

troubleproof & semi-permanent interactive whiteboard
제품사양
재질

무반사 법랑칠판 + 알루미늄 프레임

터치방식

4면 IR LED 센서

터치인식

손, 펜, 지시봉 등 불투명한 재질은 전부 인식

PC 인터페이스

USB, HID, Plug & Play

터치정확도

0.1mm 이하

응답속도

7 ms

터치해상도

32768 x 32768

터치인식속도

초당 125 포인트 이상

멀티터치

10 포인트 멀티터치 지원

지원 OS

윈도우 10(권장), 윈도우 7/8, 리눅스, 안드로이드, 맥

전원공급

USB (DC 4.6~5V, 최대 200mA)

소비전력

1W 이하
T

모델별 규격
모델명

크기(인치)

종횡비

TK-TC117

82

TK-TC217
TK-TC221

제품 규격(mm)
높이(H)

넓이(V)

두께(T)

16 : 9

1105

1761

30

86

4:3

1273

1761

30

98

16 : 9

1273

2121

30

V

※ 모든 측정 수치는 실제 사이즈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H

스마트 펜트레이

적용사례

스마트 펜트레이에서 펜을 들어 사용하면 판서 소프트웨어에서 펜트레이에 표시
된 기능 및 색상으로 자동 적용되어 칠판
사용이 더욱 편리합니다.
적용기능 : 지우개, 검정펜, 빨간펜, 파란펜
※ 관련 기능 특허 출원중
※ 동봉된 펜을 사용하지 않으면 작동하지 않습니다.

ㆍ구성 : 전자칠판
+ 초단초점 프로젝터
영사용 스크린(보조칠판)
ㆍ용도 : 교육용 자료 투사와
보조칠판 판서 활용

전자칠판 소프트웨어
투키 캔버스는 편리하고 다양한 기능의 전자칠판 소프트웨어가 함께 제공됩니다.
- 전자칠판 사용 및 수업에 필수적인 핵심 기능 위주로 최적화
- PC 화면 모드와 화이트보드 모드간 자유로운 전환
- 다양한 기능펜 : 강조기능펜, 도형 자동인식, 커튼/돋보기, 스크래치 등
- 강력한 페이지 제어 : 무한 페이지, 보조 레이어, 그룹화 등
- 편리한 객체 제어 : 자유로운 확대/축소/회전, 삭제, 잠금, 즐겨찾기 등
- 판서 내용 무제한 녹화 및 재생, 면적 지우개 기능 지원
- 강력한 양방향 솔루션 기능 포함(안드로이드 앱 별도 제공)
ㆍ안드로이드 태블릿 화면 공유 및 화면 잠금, 파일 전송, 온라인 시험 등

ㆍ구성 : 전자칠판
+ 초단초점 프로젝터
+ 보조칠판 (좌/우)
ㆍ용도 : 보드마카를 활용한 판서
및 전자칠판 활용
좌우측 보조칠판 활용

(주) 엠엔지이엔티
11
11

1

1

1
 11 1

Twokey® Projector
Twokey® Series
Twokey® Mirroring
Twokey® System

제품 및 A/S 문의 : 1588-3109
※ 제품의 외관 및 사양은 성능 개선을 위해 사전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