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VIEWBOARD 전자칠판

IFP8650-2
대화형 평면 패널 디스플레이는 뛰어난 협업 기능을 갖춘 개방형 플랫폼으로 설계되어 기업 또는 교육 환경에서 회의 및 프리젠테이션에    

이상적입니다. 공개 협업을 고려한 ViewBoards는 Google 기반 플랫폼과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설계되었으며, Windows 10 시스템과 완벽

하게 호환됩니다.

ViewSonic사의 “myviewboard.com”의 솔루션과 통합하면 여러 사용자들은 전 세계 어디에서나 화면을 공유하거나 전송할 수 있습니다. 

또한 myViewBoard®를 사용하면 실시간으로 화면에 문서와 이미지를 작성, 강조 표시, 편집 및 변환 할 수 있으며, 대화형 디스플레이를   

활용하여 회의에서 보다 매력적인 프레젠테이션을 만들 수 있습니다.

FULL HD SMART IoT E-LEARNING SYSTEM

FEATURE

•UFT(Ultra Fine Touch) 기술적용

•myViewBoard™ 디지털 화이트보드 소프트웨어

•ViewBoard® Cast / 4분할 화면 컨텐츠 공유 소프트웨어

•무선 또는 네트워크로 그룹강의 및 그룹회의 최적화

•내부 및 외부 PC용 SmartPort™ 공유 전면 USB 포트

•2.1 스테레오 사운드용 내장형 서브 우퍼



INTERACTIVE WHITE BOARD / BSI SERIES

FEATURE

   대화형 평면 패널 디스플레이는 뛰어난 협업 기능을 갖춘 개방형 플랫폼으로 설계되어 기업 또는 교육 환경에서 회의 및  

프리젠테이션에 이상적입니다. 공개 협업을 고려한 ViewBoards는 Google 기반 플랫폼과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설계되었

으며, Windows 10 시스템과 완벽하게 호환됩니다.

   ViewSonic사의 “myviewboard.com”의 솔루션과 통합하면 여러 사용자들은 전 세계 어디에서나 화면을 공유하거나   

전송할 수 있습니다. 또한 myViewBoard®를 사용하면 실시간으로 화면에 문서와 이미지를 작성, 강조 표시, 편집 및 변환   

할 수 있으며, 대화형 디스플레이를 활용하여 회의에서 보다 매력적인 프레젠테이션을 만들 수 있습니다.

ViewBoard®

UFT(Ultra Fine Touch) 기술

SmartPort™

Immersive Stereo Sound

ViewBoard® Cast

myViewBoard® Whiteboard Software

Dual-Pen

Single Sign-On

3mm

초고화질 터치 기술은 실시간 반응 속도, 이중 펜 인식 및 새로운 3mm 

펜으로 필기 정확도가 크게 향상되고 학생과 교사 사이의 상호 작용이 

보다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ViewSonic SmartPortTM USB 기능을 사용하면 디스플레이의 전면 

USB 포트에 액세스하는 동시에 장치를 디스플레이의 모든 비디오    

소스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10W 스테레오 스피커와 2.1스테레오 사운드를 위한 내장형 15W    

서브 우퍼로 설계된 디스플레이는 웅장한 사운드와 놀라운 화면 성능

을 결합하여 몰입형 멀티미디어 경험을 제공합니다.

ViewBoard® Cast는 무선 또는 케이블 네트워크를 통해 1080p 컨텐

츠의 4방향 분할화면 공유를 사용자의 장치에서 ViewBoard®로 스트

리밍 할 수 있는 모바일 장치용 앱 입니다.

강의실 또는 회의실을 위한 디지털 화이트보드 솔루션인 myViewBoard®를 시작하십시오. 

주석 달기, 화면 공유 및 클라우드 스토리지 기능이 완비되어 있습니다. myViewBoard®는  

전반적인 운영 체제에서 호환되며 로컬 및 인터넷을 통해 호스트와 클라이언트 모바일 장치 

간의 그룹 커뮤니케이션을 가능 하게하는 매우 안전한 플랫폼에서 실행되는 화이트보드 소

프트웨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myviewboard.com 을 참고하십시오.



INTERACTIVE WHITE BOARD / BSI SERIES

SPECIFICATION

www.bse.co.kr

MODEL IFP8650-2

Display

패널 사이즈 86인치

타입 / 기술 TFT LCD Module with DLED Backlight

디스플레이 영역 (mm) 1,895.04 (H) x 1,065.96 (V) (85.6 인치 대각선)

화면 비율 16:09

기본 해상도 UHD 3,840 x 2,160 (Pixels)

색상 1.07B 색상 (10 비트)

밝기 350 nits (일반) 300 nits (최소)

명암비 1200 : 1

응답 시간 8ms

시야각 H = 178, V = 178 typ.

백라이트 수명 30,000 시간

표면 처리 Anti-Glare

베젤 Slim

Orientation Landscape

Platform

프로세서 ARM Cortex A73 Dual-Core 1.2GHz

RAM 2GB DDR4

Storage 16GB

Touch

터치방식 IR 인식

터치 해상도 32,767 x 32,767

터치 포인트 20 포인트 터치, 10 포인트 쓰기

Input

HDMI 2.0 x 3 (3,840 x 2,160 @ 60Hz)

RGB / VGA x 1

오디오 x 1 (PC 오디오 입력)

CVBS x 1

RS232 x 1

OPS x 1 PC 슬롯 (Proprietary)

Output

HDMI x 1

오디오 x 1 (이어폰 출력)

SPDIF 1 (광학)

RS232 x 1

LAN RJ45 x 1

USB
Type A

USB 2.0 x 4 (전면 2개의 USB 포트 포함)

USB 3.0 x 2 (전면 1개의 USB 포트 포함)

Type B x 2, 터치형

스피커 스피커 10W x 2(스테레오) + 15W x 1(서브 우퍼)

Embedded OS Embedded OS Android 7

전원 전압 / 소비전력 100-240VAC +/- 10 % / 155W (통상)< 0.5 W ("끄기")

VESA Wall Mount (VESA®) 800 x 600

작동조건 온도 (º C) / 습도 0 ° C ~ 40 ° C / 10 % ~ 90 % RH 비응축

제품크기 (W x H x D) 외형 (인치 / mm) 77.1 x 45.7 x 3.5 인치 / 1,958 x 1,160 x 90mm

무게 순중량 (kg) 69.7 Kg

에너지 등급 에너지 등급 ES7.1

소프트웨어
기본 주석 소프트웨어 myViewBoardⓇ

무선 프리젠테이션 ViewboardⓇ Ca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