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Present WiPG-1600W

부분 무선 시스템, 부분 미디어 스트리밍 장치, 부분 완벽성과 같은 대화형 경험을 위한
대부분의 기능 제공

b 유선 LAN, 무선 LAN 또는 이
둘 모두 동시에 이용하여
유연한 네트워킹
b USB 연결성

b 풀 1080p 해상도와
레이턴시가 낮은 비디오
스트리밍

b 상호작용이 더욱 원활한
프리젠테이션을 위한 화상 판서
b 유연하고 간단한 설치를 위한
Power-overEthernet(PoE)

모든 wePresent 모델과 마찬가지로, WiPG-1600W는 Windows, Mac OS,
Chromebook, Android 및 iOS 장치가 함께 프레젠테이션 및 상호 작용할 수
있도록 플랫폼 간의 호환성을 제공합니다. 또한 WiPG-1600W는 사용자가
Apple의 기본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프레젠테이션할 수 있도록 Apple
AirPlay를 지원합니다.
사람 & 아이디어를 함께 모으다

WiPG-1600W는 WiPG-1000에서 찾을 수 있는 모든 기능과 신중하고 스마트한 업그레이드를
함께 제공합니다. 발표자는 화면 상의 주석 및 가상의 화이트보드 기능을 사용하여
프레젠테이션 중에 주요 포인트를 강조 표시하고 아이디어를 자세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발표자는 USB 마우스를 장치에 연결하여 터치스크린 디스플레이 없이 화면에서 쉽게 주석을
달고 사회자를 위한 컨퍼런스 제어 기능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게스트를 위한 연결 속도 증가

WiPG-1600W는 모든 환경에 적합하도록 다양한 연결 스타일을 제공합니다. 문서, 미디어 및
비디오의 프레젠테이션은 온보드 USB 포트를 사용하여 PC/Mac/모바일 장치없이 완료할 수
있습니다. 게스트는 MirrorOp 소프트웨어를 실행하는 USB 토큰을 사용하여 장치에 설치하지
않고 연결 및 프레젠테이션하거나 소프트웨어를 wePresent 장치에서 직접 실행할 수 있어서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지 않고 프레젠테이션할 수 있습니다.

청중을 참여하기 위한 솔루션

발표자는 webslide를 사용하여 청중이 공유 중인 콘텐츠에 참여하고 집중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을 활성화하여 모든 연결된 청중들은 디스플레이에 투사되는 콘텐츠 및
모든 화면 상의 주석을 자신의 장치에서 실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 대 다중 분배는 프레젠테이션 콘텐츠를 다수의 네트워크에 연결된 wePresents에 동시에
표시할 수 있는 대형 회의나 학습 경험에 이상적인 솔루션입니다.
WiPG-1600W는 고객의 프레젠테이션 경험을 새로운 대화형의 수준으로 향상시킬 것을
약속합니다.

기술 사양

WEPRESENT WIPG-1600W

기본 업계 표준 지원

Apple AirPlay

운영체제

비디오 출력
프레임 속도
출력 해상도

연결된 사용자
소스

오디오 출력
인증 프로토콜

무선 전송 프로토콜
인터페이스

전력 소비

Windows 7, 8, 10 및 그 이상
macOS X 10.9 및 그 이상
Android 4.1 및 그 이상
iOS 9 및 그 이상
HDMI 1개
VGA 1개

최대 30fps

최대 1080p
최대 64

고정된 스크린 레이아웃으로 동시에 최대 4명
HDMI
3.5mm 아날로그 오디오 잭

WEP
WPA / WPA2 PSK
WPA / WPA2 엔터프라이즈
스테이션 모드 802.1x EAP

2.4G(b/g/n)/5G(a/n) 전환 가능

15 pin VGA 1개(후면)
RJ-45 이더넷 LAN 1개(후면)
HDMI 1개(후면)
USB 2.0 2개(전면) + USB 2.0 1개(후면)
스테레오 전화 잭 1개(후면)
LED 전원 버튼 1개(전면)
리셋 버튼 1개(하단)
15.3W（전체 로드 전력 소모）
시험 환경에서:

열 소산
무게
크기
주위 온도
주위 습도

· 전원: DC 5V
· 소프트웨어 버전: 1.0.0.5
· 하드웨어 버전: 0.53
· USB 포트: 각 포트에 0.5A 로드(포트 총 3개)
· WiFi : 2.4G/11n (네 가지 1080p 비디오 스트림 영사)
· 이더넷 포트 : 핑 패킷
· HDMI : 출력 4-in-1 스크린
· VGA : 출력 4-in-1 스크린
· 폰 잭 : 스피커에 연결
18.755BTU/hr

801 g （포장 포함）
293 g （포장 제외）

159 x 91 x 29.9mm（포장 제외）
216 x 220 x 66 mm （포장 포함）
작동 온도：0 ~ 40℃
보관 온도：-10℃ ~ +70℃
작동 습도：≦90%
보관 습도：≦85%R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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