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Present SharePod

버튼을 눌러서 HDMI 호환 장치를 wePresent 환경에 연결합니다

b Wireless mirroring for
HDMI sources without
software or configuration
required
b Easy guest, one-touch
connection for guests in
any wePresent
environment

b Utilize on board
interactive and
collaboration features
such as annotation,
WebSlides and more with
devices connected via
SharePod

SharePod와 wePresent 결합

SharePod는 모든 HDMI 소스가 wePresent 장치에서 4 대 1 영사, 화면 상의 주석, WebSlides
등의 고급 기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SharePod는 wePresent 무선 프레젠테이션
시스템과 짝으로 지정됩니다. HDMI 소스를 SharePod에 연결하고, 버튼을 눌러서 HDMI 장치
제공을 시작합니다.

기술 기반의 학습 환경 가능성 확대

SharePod는 더욱 많은 장치를 학습 환경에 도입함으로써 학습 경험을 개선합니다. 문서
카메라, HDMI 현미경 또는 기타 학습 도구를 SharePod를 통하여 고객의 무선 프레젠테이션
환경에 연결하여 사용합니다.

보안에 민감한 환경 및 게스트를 위한 안전한 연결

재정적으로, 정부와 기타 환경에서도 네트워크 보안과 개별 장치를 높은 우선 순위로 두고
있습니다. SharePod는 wePresent의 대화식 협업 프레젠테이션 기능에 대하여 네트워크
보안의 저하 없이 안전하고 제어된 게스트 액세스를 제공합니다. HDMI 케이블을 통하여
SharePod을 간단하게 연결하고 버튼을 눌러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합니다. SharePod는
장치에 HDMI 출력 포트만 있으면 시간과 노력이 거의 들지 않고 게스트를 쉽게 연결하는
방법입니다.
SharePod를 이용하여 네트워크 보안을 유지하면서 프레젠테이션 옵션을 확대합니다.

기술 사양

WEPRESENT SHAREPOD

데이터급 무선

최대 300Mbps

표준

프로토콜
IP 구성
관리
HDMI
보안

전송 전력

수신기 감도

안테나
도달

비디오 출력
전원

인터페이스
LED 디스플레이
크기
무게

작동 온도 범위
작동 습도

보관 온도 범위
보관 습도
인증
보증

IEEE 802.11a/b/g/n 5G/2.4GHz
IEEE 802.3(10BASE-T)/IEEE 802.3u(100BASE-TX)
MirrorOp
TCP/IP

자동: DHCP 클라이언트
수동: 정적 IP 주소
USB 자동 연결
웹 기반의 구성

HDMI V1.4 지원(DHCP 콘텐츠 지원하지 않음)
IEEE 표준 64/128비트 WEP
WPA
WPA2-PSK
2dBi

802.11b: 11M -76dBm
802.11g: 54M -67dBm
802.11n: 65M HT20 -64dBm
150M HT40 -61dBm
내부 PIFA 안테나
최대 100m

1280x720(720P)
1920x1080(1080i/1080p)

외부 전원 어댑터 5V DC 입력 1.2A

HDMI 1개(정면)
Micro USB 1개(후면)
RJ-45 이더넷 LAN(후면)>br / 1개> 리셋 버튼(후면)
연결 상태, 재생 상태

109 x 106 x 33mm(패키지 제외)
187g(패키지 제외)
0~40ºC
≦80%

-10ºC ~ 60ºC
≦90%

FCC/CE
2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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