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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서 솔루션 PowerPen2017 제안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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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서 소프트웨어 개요

판서소프트웨어는 전자 칠판,전자 교탁 및 태블릿 모니터의 컴퓨터화면에 직접 판서를 할 수 있는 강의/회의진행 솔루션.
컴퓨터화면에서 아무런 제약 없이 판서를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음성을 포함한 모든 판서 내용을 동영상으로 저장하고
판서된 내용을 이미지,PDF파일로 산출,자유롭게 재활용,배포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교수자들이 보유한 다양한 문서 파일(PPT,Word,Excel,한글,XPS,PDF등)을 불러와 판서가 가능하며,멀티미디어
요소인 동영상,플래시,WEB,PPS파일 위에서도 판서 기능을 지원합니다.
실제 현장 수업에서 분필로 판서하는 것과 같은 현실감 있는 필기감과 수채화 그림의 물감이 서로 혼합되듯 색상 표현이

자연스럽습니다.  
저희 제품은 고객께서 이미 보유하고 계신 빔프로젝터 및 전자칠판 전자교탁 등 교단 선진화 장비 또는 프레젠테이션
시설을 그대로 재활용이 가능하며,다양한 멀티미디어 도구의 활용도를 최대화 할 수 있는 강력한 디지털 강의 및 회의
진행 지원 솔루션입니다.

기존 강의자료 100% 활용 강의 저장 효과 극대화

기존 인프라 환경 재활용 교수자중심의 교육 프로세스지원

교단 선진화 장비 이러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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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

저장

MS-Office

한글파일

PDF파일

동영상

플래시

이미지

웹

판서

텍스트

디스플레이
장치

센서 장치 S/W전자 칠판의
3대 필수 요소

“전자칠판”을 통한 획기적인 교수 방법론의 변화

학습자 방과 후 “반복 학습”을 통한 “이러닝 구현”

교수자의 다양한 교수 학습 자료 디스플레이 장치

멀티미디어 교수 학습 자료

동영상/플래시/웹

프레젠테이션 모드 : 판서

텍스트 이미지 교수 학습 자료

판서 모드 : 판서

외부문서열기,PPT연동으로 기존 교재 100% 활용
주 교재 수업 자료

강의 내용 저장 : 화면 + 강사 음성 + 강사 화상

강의 파일 WEB 업로드

뷰어 프로그램 활용 (보조수업자료 문서/이미지/동영상 활용)보조 수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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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자 교육 프로세스”에 맞는 최적의 판서 솔루션“교수자 교육 및 회의 프로세스”에 맞는 최적의 판서 솔루션

이러닝
교육서비스

반복학습을 통한

‘이러닝”구현

동영상 스트리밍

Web Server

홈페이지

교수학습도움센터

강의 파일 업로드

FTP 강의 전송

E-mail 전송

“수업 준비”

다양한 교수학습자료 활용
PPT,DOC,XLS,XPS,HWP

PDF,IMAGE 자료 원 클릭
교재 활용.
단위 페이지 활용.
통합 페이지활용.

파워포인트 연동 수업
이전 다음슬라이드 이동
애니메이션 실행
배경칠판 삽입
다양한 색상의 배경 칠판.
사용자 정의 배경 칠판.
교육용 배경 칠판.

“수업 진행”

다양한 형태의 판서 지원
프로팅 판서 팔레트 지원
멀티미디어 요소 위에도

판서 지원(동영상,플래시,
WEB,PPS등)

최적화 펜 지원
보조 수업자료 활용
문서,이미지,동영상 뷰어
스크린보드(보조칠판)활용
콘텐츠 라이브러리 활용
화면 내비게이트 활용
화면 확대,축소,일대일
화면 이동모드 및 판서
무한판서 영역 지원

“수업 종료”

화면 저장
세계표준파일포맷(IIWB)저장
현재 페이지 저장
전체 페이지 저장
PDF 파일 저장
동영상 녹화
WMV,SWF,FLV파일 산출
강사의 음성 화상 지원
화면크기 녹화 프레임 지원
녹화 일시 정지 지원
강의 파일 전송
특정 FTP서버에 강의 파일

업로드
학습자 e-mail 강의 전송

수업 준비에서 수업 종료까지 파워풀한 수업 진행 및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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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서 솔루션 기본 UI구성

Screen

Screen

Show Mode Hide Mode

PopUp Menu

투핑거 드래그
제스쳐

Page Navi

판서 모드

윈도우 모드
PT 모드

이전페이지이동
페이지리스트
다음페이지이동

프로그램 숨기기/ 보이기

윈도우 모드

판서 모드 및 현재 펜 색상

프로그램 종료

프레젠테이션 모드

판서모드 마지막 페이지로 이동

Cl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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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사용 용도

윈도우 모드
일반적인 “마우스 모드”로 클릭 이벤트 및 페이지 이동등 컴퓨터 화면을 제어 할 때

사용하는 모드

판서 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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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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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 자동적으로 현재 화면이 페이지 리스트에 삽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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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래시는 이미지로 적용되어 판서가 되어 집니다.

윈도우 모드에서 현재 화면을 추가하지 않고 마지막 판서 모드로 바로 가는

기능.

프리젠 테이션

(PT) 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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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영상 녹화 시 그대로 녹화가 가능합니다.

교수자의 교수학습자료가 멀티미디어적인 교육자료(웹화면,플래쉬,동영상등)일 경우

움직이는 화면위에 판서가 가능한 모드

별도 페이지 저장시 기능 아이콘 바의 “PT 화면 캡쳐” 기능을 사용하여 페이지 리스트

로 삽입 할 수 있으며 “환경 설정-펜최적화-PT모드화면 저장 싯점 설정”을 통하여

자동적으로 페이지 리스트에 삽입할수도 있습니다.

→ 이전 페이지 이동
→ 페이지 리스트보기
→ 다음 페이지 이동판서

모드

메인 모드

윈도우모드

판서모드

PT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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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풀하고 역동적인
수업 및 회의를 진행

컴퓨팅 환경에 익숙하지 않는
선생님/교수자/회의진행자

“쉽고 편리하게”
전자칠판을 이용하여

스크린보드 화면네비게이트 기타기능배경칠판 선택선 종류 선택 지우개 선택펜 종류 선택 문서 기능 객체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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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부 교재 (회의록) 불러 오기 : 가로 / 세로 문서 최적화 기술을 적용하여 바로 바로 수업 진행.

미리 준비된 교수학습자료를 교재로 불러 올 수 있는 기능 이며 해당 교재 선택 시 “XPS 인쇄 모듈”을 이용하여 이미지로 자동 변환하여

단위 페이지 및 통합 페이지 단위로 교재 변환이 완료되면 자동적으로 판서 모드로 진입되어 변환된 이미지 첫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MS-Office 파일,XPS파일,한글문서,PDF파일,이미지파일등이며 지원하지 않은 파일 포맷은 직접 XPS인쇄 모듈을 이용 하여 XPS파일로 산출하여 사용.

※ 외부 문서 가져 오기 페이지 선택 옵션

외부문서 불러오기 시 옵션 사항
단위 페이지 단위 : 외부문서의 페이지별로 이미지로 변환하여 페이지 리스트에 삽입.

쪽 맞춤 (가로 문서) 
폭 맞춤 (세로문서)

통합 페이지 단위 : 외부문서 전체를 하나의 페이지 단위로 삽입하여
“화면 내비게이트” 기능을 이용하여 화면 확대 축소 이동 등을 통하여 활용하는 방법.

중요 “기능 관련” 세부 사항

단위 페이지변환 : 200Page

통합 페이지변환 : 60Page

최대 추천
변환 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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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파워포인트 연동 수업 : 파워포인트 에니메이션 지원으로 모드 전환 없이 파워풀한 수업 진행

미리 준비된 파워포인트 교수학습자료를 교재로 불러 올 수 있는 기능이며 해당 교재 선택시 파워포인트 애니메이션 쇼(PPS)파일로

자동 변환하여 교재로 불러 올 수 있습니다.    

2가지의 방법으로 PPT문서를 수업 및 회의에 활용 할 수 있습니다.

“환경설정 – 일반 –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 방법”에서 “PT 모드 방식”과 “리모콘 제어 방식” 중 한 개를 선택.

PT 모드 방식 : PPT 컨트롤 제어 방식으로, 판서 SW의 잉크 라이브러리 사용하여 PPT 슬라이드 쇼를 진행하고,저장은 페이지 리스트에 삽입.

리모콘 제어 방식 : PPT 단축키 제어 방식으로, PPT 자체 잉크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 슬라이드쇼를 진행하며, PPT원본파일에 판서 오브젝트를

삽입하여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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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빔 프로젝터 현장 수업 또는 기업 회의 문화에서 PPT 슬라이드쇼를 진행하면서 애니메이션 사용등으로 파워풀하고 역동적인 수업 및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PPT 컨트롤을 통하여 기존 PPT 슬라이드쇼를 통한 애니메이션 실행등을 완벽하게 호환 지원하여 기존의 수업 및 회의 방식을 그대로 활용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이동 : 슬라이드 별 판서 데이트 저장 기능 지원.

- 이전 슬라이드 이동 : 현재까지 실행된 애니메이션까지만 실행 및 판서 데이터
( 수업 및 회의 리뷰 복습 개념 )

- 다음 슬라이드 이동 : 처음 애니메이션 실행 ( 수업 및 회의 진행 개념 )
애니메이션 존재 여부 및 실행 지원.
특정 슬라이드 바로가기 지원.

- 특정 페이지 선택 후 클릭 하면, 선택 페이지로 이동.
- 현재 페이지 상태에서 클릭 하면, 애니메이션 한 단계씩 취소.

 MS-Office 호환 버전 : MS-Office 2007 / 2010 / 2013 / 2016 / 365
 프레젠테이션 진행 도중 Windows Mode 전환 시 슬라이드창 최소화를 지원하며 다시 PT Mode 전환 시 프레젠테이션 마지막 부분으로 자동 이동을 지원

(환경 설정-일반 설정-프레젠테이션 설정)
 슬라이드 이동 및 애니메이션 실행 : 이동 아이콘 / 투핑거 드래그 제스쳐 / 프리젠터(HW) 버튼

“모드 전환 없이”
이전/다음 슬라이드 이동

애니메이션 존재 여부 파악
애니메이션 실행 지원파워포인트 슬라이드쇼 전환 (PPS)

파워포인트 문서 선택 (PPT) 
수업 진행
회의 진행

PT 모드 방식 : PPT 컨트롤 제어 방식으로, 판서 SW의 잉크 라이브러리 사용하여PPT   슬라이드 쇼를 진행하고, 저장은 페이지 리스트에 삽입.

프리젠터(HW) 및 제스쳐 기능 이용
슬라이드 이동 지원

 파워포인트 연동으로 파워풀한 현장 수업 및 기업 프레젠테이션 지원 PT 모드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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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워포인트 연동으로 파워풀한 현장 수업 및 기업 프레젠테이션 지원 리모콘 제어 방식

※ PPT 객체 삽입 방식은 MS-Office 2013이상에서 본 기능을 100% 지원합니다.

※ MS-Office 2010에서는 특정 기능이 지원되지 않을 수 있으며 지원 되지 않는

기능은 해당 아이콘이 비활성화 됩니다.

※ MS-Office 2007에서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파워포인트 슬라이드쇼 전환 (PPS)

파워포인트 문서 선택 (PPT) 
수업 진행
회의 진행

PPT 자체
잉크라이브를

사용하여 수업 종
료 후 PPT 파일

자체에 판서
데이터를 삽입.

리모콘 제어 방식

PPT 단축키 제어 방식으로, PPT 자체 잉크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 슬라이드쇼를 진행하며, PPT원본파일에 판서 오브젝트를 삽입하여 저장.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쇼 단축키 활용 방식이며 지원 기능을 아래와 같습니다.
일반 펜 / 형광 펜 / 화살표 포인터 / 레이저 포인터 / 지우개 / 펜 색상 지원.

이전 슬라이드/다음 슬라이드 이동.

현재 페이지 부터 PPT 쇼 실행 및 처음 페이지 부터 쇼 실행.

슬라이드 화이트 보드 및 블랙 보드로 전환.

슬라이드 확대 (3배 까지) 지원.

슬라이드 축소 및 모든 슬라이드 보기 지원.

슬라이드 쇼 시작/종료 지원.

현재 실행된 PPT 파일 및 슬라이드 쇼 리스트 보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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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강의 저장 기능

IWB파일 저장 : 현재 화면과 판서 데이터를 인터랙티브 화이트보드 세계표준

파일 포맷인 IWB 파일 형태로 산출하는 기능입니다.

 이미지 저장 : 교재 페이지+판서데이터를 이미지(JPG)저장

(현재페이지저장 / 전체페이지 저장) 

 PDF파일 저장 : 교재 페이지+판서데이터를 PDF파일로 저장.

 동영상 녹화. 

 Output Type(산출 파일 형태) 

 Output Size ( 산출 파일 크기)

 Frame ( 녹화 프레임 수 ) : 최대 30프레임까지 지원하나 프레임이 높을 수록 PC자원을

많이 소모함으로 PC사양에 따라 적절하게 선택.

 Audio Input ( 오디오 입력 장치 선택)

※ 한번 설정 하면 기본값으로 저장을 합니다.

 동영상 녹화 시 일시 정지 및 녹화 종료 지원.

 듀얼 모니터 적용 시 주 모니터의 화면만 녹화됩니다.

 Windows Media File 저장 시 반드시 Audio장치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음성이 입력하지 않으면 WMV파일이 생성 되지 않습니다.

 IMS Global Learning Consortium에서 규정한 인터랙티브화이

트보드 파일 표준에 준수한 파일 포맷입니다.

 판서솔루션이 다르더라도, IWB규약에 준수한 소프트웨어의 결

과물(iwb)은 서로 호환이 가능 합니다.

IWB(Interactive Whiteboard) 파일 포맷

산출파일
형태선택

녹화프레임
선택

음성입력
장치선택

산출물
크기선택

녹화 중

녹화일시정지

녹화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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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스크린 보드(보조칠판)

 스크린 보드를 사용하여 판서의 활용도를 높였습니다.
 빨,주,노,초,파,남,보라색(무지개색)의 7개의 스크린을 사용 할

수 있습니다.
 빨강 스크린 보드를 제외한 6개의 스크린 보드에는 환경 설정

에서 미리 이미지를 등록 할 수 있습니다.

스크린 이미지 설정

탭 클릭시
등록이미지삭제

이미지 클릭시
그림 등록 수정

현재
선택 탭
“화살표

탭”

판서
데이터
존재

“테두리
진한색상

탭”

판서
데이터
없슴
“연한

색상탭”

탭 구분바탕화면 투명도 조절

바탕화면 투명 아이콘

자유 펜 선택

펜 색상 지정

실물 지우개 선택

전체 지우개 선택

스크린 보드 종료

화면 왼쪽 이동

화면 오른쪽 이동

이미지 삽입

스크린보드 저장(jpg)

“탭” 및 “바”을 클릭하여 스크린
보드 이동

선택 탭을 더블 클릭 하면 자동 접힘.
선택 탭을 더블 클릭 하면 자동 펼침.

스크린 보드 데이터 페이지 리스트 삽입
“환경 설정 – 스크린이미지설정 – 스크린

보드 페이지삽입”하면 페이지지 리스트
에 삽입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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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실물 지우개 활용

 판서소프트웨어에서 “판서팔레트”에서 실물 지우개 모양을 지원.

 지우개 이동 버튼

 지우개 지우기 부분

 전체 지우개

 실물 지우개 종료

 실물지우개 활용 : 판서 팔레트 지우개 /  스크린 보드 지우개

지우개이동영역

지우개 지우는 영역

UNDO
전체지우개

REDO

5. 펜 최적화 기능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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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정하여 판서 이용 중 한번의 클릭으로 바로 펜의 속성을 적용하는 기능.

플로팅 판서 팔레트의 “체크”아이콘을 클릭하면 최적화가 바로 적용.

 프로그램 실행 시 적용 체크 시 판서 프로그램 시작 시 최적화 옵션이 바로

적용

 배경이미지 설정에서 사용자가 지정한 이미지를 “최적화 배경칠판 삽입

아이콘＂을 통해 바로 배경 칠판으로 삽입 할 수 있습니다.

 투핑거 드래그 제스쳐 지원.

최적화
설정

아이콘

최적화 배경이미지 삽입

처음 프로그램 실행 시 적용 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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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화면 내비게이트 기능 [ 화면 이동 / Win7 제스쳐 / 무한 판서 ]

 전자 칠판의 최대 단점이 일반 교실에서 뒷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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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시 “좌측” “하단”등은 무한 판서 영역을 지원하며 판서 영역의 제한으로 부터 해방되어 전자 칠판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수업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설 명

→페이지 확대,축소,1:1보기 기능 지원.

→화면 내비게이트 이동 및 판서 모드 지원.

→화면 이동 가로 고정 세로 고정 옵션 지원.

→화면 이동시 우측 및 아래쪽 무한 판서 기능 지원

≫무한판서확장 시 아이콘색상 자동 변경

→페이지 이동 기능 지원.

≫단위페이지시 앞장 뒷장 페이지 이동

≫통합 페이지시 화면단위 이동

→화면 내비게이트 이동 기능 및 종료 기능 지원.

화면 우측 무한 판서 영역 확장

화면 아래측 무한 판서 영역 확장

※ 무한 판서 확장키 : 판서영역확장시 아이콘의
색상이 자동적으로 전환

내비게이트 “판서 모드”시 :

- 두 포인트 터치 후 끌기

화면 이동 및 무한판서 영역 확장

(멀티판서 모드시 무한판서 확장은

내비게이트 이동 버튼 사용)

내비게이트 “이동 모드”시

- 두 포인터 터치 시 화면 확대 축소

- 한 포인트 터치 화면 이동

화면 내비게이트 실행시 Win7 제스처 안내

“통합페이지” 및 “무한판서”

가 적용된 페이지에서 자동

적으로 “내비게이트”가 실행.

(윈도우/PT모드에서는 돋보기

기능으로 대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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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 수업 자료 및 회의 자료”(문서,이미지,동영상)활용 극대화 (뷰어프로그램과 콘텐츠 라이브러리)

 뷰어 확대 및 회전 내비게이트 지원

 기본적으로 판서 모드시 뷰어 내에서만 판서 지원

 지원 이미지 : JPG/GIF/PNG/BMP

 지원 교재 : PPT/DOC/XLS/HWP/PDF/XPS

 지원 동영상 : WMV/MOV/MPG/AVI/MP4/

ASF/MP3/WMA/WAV

설 명

※ 영역 이동 시 : 손바닥 아이콘을 클릭

※ 뷰어 판서시 : 연필 아이콘을 클릭하여 뷰어 프로그램 내에서만 판서가
가능 합니다. 선굵기는 환경설정 “선굵기 – 뷰어 선굵기” 에서 설정
합니다.

판서 모드에서 기본적인 교재를 가지고

교육 진행하면서 보충 자료가 될 수 있는

다른 문서/이미지/동영상 파일을 바로

불러와 수업에 활용함으로써 전자칠판을

통한 수업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개의 문서파일,이미지파일,동영상파일을

불러 올 수 있습니다.

 불러온 교육학습자료에만 독립적으로 판서

기능을 제공합니다.

 뷰어 프로그램의 크기 조절 및 회전 조절등을

지원합니다.

 해당 교육 자료를 전체 화면 보기를 지원

합니다.

문서 뷰어

이미지 뷰어

동영상 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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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립아트”를 이용한 수업 및 회의 효과 극대화 (클립아트 5,000여종 지원 예정)

클립아트의 정의 : 전자 칠판을 활용할때 사용 할 수 있도록 미리 만들어 놓은 여러가지 그림
주제별 다양한 클립아트 지원으로 파워풀한 수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중학교 고등학교 분류별 5,000여가지의 클립아트 지원 예정)
 클립아트 삽입시 “회전” 및 “늘리기 줄이기” “삭제” 내비게이터가 자동으로 생성.   
 클립아트의 기본 경로는 C:\Board Date File\@ClipArt입니다.
사용자 추가 지정 클립아트는 C:\Board Date File\@ClipArt 폴더 속에 두시면 됩니다.

(콘텐츠 라이브러리 경로는 사용자가 변경 가능)
※ 현재 저작권 문제 조율중으로 기본 클립아트 탑재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클립아트 탭을 클릭하여 해당 주제에

에 대한 클립아트를 찾습니다.

해당 클립아트를 클릭하면 페이지에

해당 클립아트가 자동으로 삽입됩니다.

삽입된 클립아트는 “회전 및 크기조절

삭제” 내비게이트가 자동 생성됩니다.

 WIN7 멀티터치API가 지원되는 센서

사용시 두손가락을 크기 조절 및 회전

을 지원합니다.

클립아트 이외의 영역을 클릭하면

클립아트는 페이지와 병합이 되며,

객체 선택모드에서 클립아트를 다시

객체화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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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자의 “현장 교육 및 회의 프로세스”를 고려한 판서 팔레트 기능 :  프로팅 판서 팔레트

프레젠테이션 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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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강,주황,노랑,초록,파랑,남색,보라

판서 실행 취소

지우개 : 일반지우개,영역지우개,스트로크 지우개,실물지우개,전체지우개

 최적의 강의 동선을 고려한 “프로팅 판서 팔레트” 지원 .
메인 모드에 있는 판서 기능뿐만 아니라 강의자의 강의 동선을 고려하여

화면 어떠한 부분에서 호출하여 바로 판서 기능을 사용 할 수 있는 프로팅

모드를 지원.

기능 관련 : 뷰어프로그램,배경칠판 삽입,화면 내비게이트 기능 프로팅

모드에서 지원.

 “플로팅 판서 팔레트” 실행 방법

 마우스 입력 :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 하면 플로팅 판서 팔레트 실행.

 스타일러스 펜 입력 : 펜의 중간 오른쪽 마우스 버튼 클릭하면 플로팅

판서 팔레트 실행.

 터치 입력 시 : 특정 영역을 “1.2초간 롱 클릭”시 프로팅 판서 팔레트 실행.

WIN7 멀티 터치 지원 시 “투 핑거 드래그(Two Finger Drag )”

으로 프로팅 판서 팔레트 실행.

판서 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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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서데이타” 복사,변형 그리고 제스쳐를 이용한 이동 지원

“투 핑거 드래그”를 이용한 “판서 객체 이동” “판서객체 선택모드”에서 “판서 객체 이동/변형”

※ Window7이상의 멀치터치를 지원하는 센서 장치 사용시

WIN제스쳐(두손가락)로 화면 확대 축소 지원.   

판서객체 회전내비게이트

판서객체 확대축소내비게이트

판서객체옵션버튼

“한번 이루어진 판서 데이터를 교수자가 원하는 대로 이동 및 변경을 지원하여 다양한 교수 학습 모델을 제시”

제스쳐를 이용한 판서 객체 이동 : 환경설정 제스쳐 설정에서 “판서 객체 이동 제스처 사용”
최근판서객체 선택 후 이동/변형(멀티터치) :  투핑거탭으로 “판서 객체” 선택 한 후 이동 및 크기 조절 지원

투핑거로 객체 선택과 더불어 바로 끌어서 이동
최근판서객체 바로 끌어 이동(단일터치) : 한 손가락으로 판서 객체를 끌어서 이동.
판서객체 선택모드에서 “판서 객체 이동/변형”
메인 기능 툴바에서 객체 선택모드에서 원하는 판서 데이타를 선택하여 이동 및 변형을 지원
선택영역 선택 시 해당 “선택된 판서 데이터”
복제 : 해당 판서객체 복사하여 붙여 넣기
스타일복사 : 해당 판서객체의 펜 종류,펜 두께

펜색상의 스타일을 복사
수정 : 해당 판서객체 위치 이동 및 크기 조절.

WIN7
멀터 터치
API 지원

센서 적용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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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 핑거 끌기 제스쳐”을 이용한 바로 가기 기능 (단일판서모드에서 적용)

“투 핑거 끌기 제스쳐를 이용한 바로가기 기능”

 판서/프리젠테이션 모드에서 두 손가락을 현재 화면에 끌면 다음과 같은 기능을 실행 지원.
Windows Gusture : 투 핑거 드래그 ( Two Finger Drag )

WIN7
멀터 터치
API 지원

센서 적용시

두손가락으로

끌기시 센서 장치

에 따라 차이가

있을수 있으니

최대한 손가락을

벌리고 드래그

하면 됩니다

판서 데이타
한단계 복원

판서 데이타
한단계 취소

페이지
리스트 실행

플로팅
판서팔레트 실행

뷰어
프로그램 실행

최근 배경
칠판 실행

콘텐츠
라이브러리 실행

화면
내비게이트 실행

이전
페이지 이동

다음
페이지 이동

실물지우개
실행

전체지우개 펜 종류 선 굵기 선 유형 팝업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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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DOWS7 멀티터치 제스쳐 및 멀티 판서 기능 지원

 판서 소프트웨어는 기본적으로 WIN7이상에서 멀티 터치 API를 지원합니다.

 WIN 7 멀티 터치 제스쳐 지원 기능.

Contents Library 화면 크기 조절 양손 지원

각종 뷰어프로그램 크기 조절 양손 지원.

 WIN 7 멀티 터치 판서 지원 기능.

HW에서 지원하는 터치 포인트만큼 판서 표현.

판서 팔레트에서 멀티판서 On-Off기능 지원.

단일 판서 모드시 무한 판서 거리 기준 설정시

환경설정-제스처 설정 : 무한판서 터치기준거리 이상에서 두 손가락으로 끌기시

무한판서 영역 확장.

단일 판서 모드시 무한 판서 거리 기준 미설정시 : 화면내비게이트 실행시만 제스쳐 실행

내비게이트 “판서 모드”시 : 두 포인트 터치 후 끌기 :  화면 이동 및 무한판서 영역 확장

화면 내비게이트 “이동 모드” 시:  두 포인터 터치 시 화면 확대 축소

멀티 판서 모드 시 무한 판서 영역은 내비게이트 이동 버튼 사용

판서 / PT 모드 시 투 핑거 드래그시 “플로팅 판서팔레트” 실행

WIN 7이상 멀티 터치 API를 지원하는 센서에서만 지원 됩니다.

멀티 판서에 대한 품질은 센서 장치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나며 소프트웨어에서 품질보증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버튼은 WIN7 멀티터치 API를

지원하는 센서 장착시만 활성화.

WIN7
멀터 터치
API 지원

센서 적용시

멀티 판서
ON/O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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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DOWS7 이상 다중판서 모드 지원 : 멀티 판서 / 2인 판서

환경설정-다중판서 옵션 설정

멀티 판서

2인 판서

 멀티 판서

센스장치에서 주는 터치 갯수 만큼 판서를

할 수 있으며 펜 종류/ 선 굵기 / 선 색상등은

동일하게 적용

 2인판서

현재 화면을 양분하여 양분된 화면에

두 명이 판서하는 모드로서 펜 종류/ 선 색상

선 굵기등을 다르게 적용.

중앙 분리선을 좌우로 이동하여 판서 영역 조절 가능.
펜 종류 : 일반펜/붓펜/형광펜

선 색상 : 빨간펜/주황펜/파랑펜/사용자지정색상펜

지우개 : 일반지우개/스트로크지우개/전체지우개

중앙 분리선 : 좌우 이동을 통하여 영역을 조절

2인 판서에 대한 품질은 센서 장치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나며 소프트웨어에서
품질보증을 할 수 없습니다.

WIN7
멀터 터치
API 지원

센서 적용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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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사 : 초이스 테크놀러지 모델명 ( XP140T )

 제조사 : Logitech 모델명 ( R400 )

제원

판서 S/W 연동 매직키 사용방법

 판서 모드에서

①번 “이전 페이지” 일반 클릭 시 : 판서 이전 페이지 이동

②번 “다음 페이지” 일반 클릭 시 : 판서 다음 페이지 이동

①번 “이전 페이지” 길게 클릭 시 : 페이지 리스트 실행

②번 “다음 페이지” 길게 클릭 시 : 판서모드에서 윈도우즈 모드 전환

 프리젠테이션(PT) 모드에서

①번 “이전 페이지” 일반 클릭 시 : PT슬라이드 이전 페이지 이동

②번 “다음 페이지” 일반 클릭 시 : PT슬라이드 다음 페이지 이동

①번 “이전 페이지” 길게 클릭 시 : 블랙 스크린호출

②번 “다음 페이지” 길게 클릭 시 : 슬라이드 쇼 종료
[Presenter는 별매]

Presenter와 판서S/W 연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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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 디스플레이 [ 듀얼 모니터 ] 지원

WIN7
타블렛PC
설정 지원

센서 적용시

주모니터

보조 모니터

주 모니터 교수자 개인자료

보조 모니터 교수학습자료

교수자 노트북

전자 칠판

다중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 확장 시)

 주모니터에만 프로그램 실행 지원

 보조모니터에만 프로그램 실행 지원
 주 모니터는 일반 모니터 교수자 개인 자료
 보조 모니터는 전자 칠판으로 교수학습자료

 주모니터,보조 모니터 프로그램 단독 실행
 듀얼모니터 지원 센서 장착시
 주모니터 전자 칠판로 A교수학습자료
 보조 모니터 전자 칠판으로 B교수학습자료

“ 다중 디스플레이를 지원하는 센서 장착시

다중 디스플레이 모니터를 판서솔루션이 지원”

개인자료는 “주 모니터”에서 안전하게 활용

교수학습자료는 “보조모니터에서 전자칠판으로” 활용

동영상 녹화 시 주 모니터의 화면만 녹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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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 도구(눈금자/각도기/콤파스) 활용하기

 특정 화면에 판서를 합니다.
 그 판서한 객체를 선택합니다.
“객체선택모드”에서 판서 객체 선택 또는
멀티터치를 이용 “투 핑거 탭”으로 선택

 확장 아이콘을 클릭 후, 수학도구에서 해당 도구를 선택하면 판서 객체가
자동적으로 “수학도구”로 전환이 됩니다.

 수학도구가 선택된 상태에서 윈도우 모드로 전환하더라도 도구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메뉴 확장 아이콘을 클릭하면 다른 도구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환경설정-제스처설정 –무한판서 터치 기준 거리설정”
에서 전자칠판(모니터) 크기를 정확히 지정하여 주세요

실제 거리 측정 방법

눈금자(Ctrl+Alt+Shift+I)

각도기(Ctrl+Alt+Shift+P) 콤파스(Ctrl+Alt+Shift+U)



PowerPen2016 - 24

페이지 음영 / 반전 활용하기

 전자칠판 ( LED / LCD / 보드형 / 빔프로젝트 투사형 전자칠판) 등에서 콘텐츠의 화면 눈부심이 발생하여 학습자들에게 학습 효율을
저하 할 경우가 발생 될 수 있습니다.

 현재 판서 화면을 소프트웨어적으로 반전 및 음영 효과를 적용하여 콘텐츠 눈부심 현상을 방지하여 학습자의 학습 효과를 배가 할 수
있습니다.

 본 기능은 판서 모드에서만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 / 칼라 색상이 강한 교재

페이지 음영 (Gray Scale) 

흰색 바탕의 검은색 글자의 교재

페이지 반전 (Invert) 

InvertGray Sc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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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포인트 연동으로 파워풀한 현장 수업 및 기업 프레젠테이션 지원

 기존 빔 프로젝터 현장 수업 또는 기업 회의 문화에서 PPT 슬라이드쇼를 진행하면서 애니메이션 사용등으로 파워풀하고 역동적인 수업 및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PPT 컨트롤을 통하여 기존 PPT 슬라이드쇼를 통한 애니메이션 실행등을 완벽하게 호환 지원하여 기존의 수업 및 회의 방식을 그대로 활용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이동 : 슬라이드 별 판서 데이트 저장 기능 지원.

- 이전 슬라이드 이동 : 현재까지 실행된 애니메이션까지만 실행 및 판서 데이터 ( 수업 및 회의 리뷰 복습 개념 )

- 다음 슬라이드 이동 : 처음 애니메이션 실행 ( 수업 및 회의 진행 개념 )

애니메이션 존재 여부 및 실행 지원.

특정 슬라이드 바로가기 지원.
- 특정 페이지 선택 후 클릭 하면, 선택 페이지로 이동.
- 현재 페이지 상태에서 클릭 하면, 애니메이션 한 단계씩 취소.

 MS-Office 호환 버전 : MS-Office 2007 / 2010 / 2013 / 2016 / 365

 프레젠테이션 진행 도중 Windows Mode 전환 시 슬라이드창 최소화를 지원하며 다시 PT Mode 전환 시 프레젠테이션 마지막 부분으로 자동 이동을 지원

(환경 설정-일반 설정-프레젠테이션 설정)

 슬라이드 이동 및 애니메이션 실행 : 이동 아이콘 / 투핑거 드래그 제스쳐 / 프리젠터(HW) 버튼

“모드 전환 없이”
이전/다음 슬라이드 이동

애니메이션 존재 여부 파악
애니메이션 실행 지원파워포인트 슬라이드쇼 전환 (PPS)

파워포인트 문서 선택 (PPT) 
수업 진행
회의 진행

PT 모드 방식

PT 모드 방식 : PPT 컨트롤 제어 방식으로, 판서 SW의 잉크 라이브러리 사용하여PPT   슬라이드 쇼를 진행하고, 저장은 페이지 리스트에 삽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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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포인트 연동으로 파워풀한 현장 수업 및 기업 프레젠테이션 지원 리모콘 제어 방식

※ PPT 객체 삽입 방식은 MS-Office 2013이상에서 본 기능을 100% 지원합니다.

※ MS-Office 2010에서는 특정 기능이 지원되지 않을 수 있으며 지원 되지 않는

기능은 해당 아이콘이 비활성화 됩니다.

※ MS-Office 2007에서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파워포인트 슬라이드쇼 전환 (PPS)

파워포인트 문서 선택 (PPT) 
수업 진행
회의 진행

PPT 자체
잉크라이브를

사용하여 수업 종
료 후 PPT 파일

자체에 판서
데이터를 삽입.

리모콘 제어 방식

PPT 단축키 제어 방식으로, PPT 자체 잉크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 슬라이드쇼를 진행하며, PPT원본파일에 판서 오브젝트를 삽입하여 저장.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쇼 단축키 활용 방식이며 지원 기능을 아래와 같습니다.
일반 펜 / 형광 펜 / 화살표 포인터 / 레이저 포인터 / 지우개 / 펜 색상 지원.

이전 슬라이드/다음 슬라이드 이동.

현재 페이지 부터 PPT 쇼 실행 및 처음 페이지 부터 쇼 실행.

슬라이드 화이트 보드 및 블랙 보드로 전환.

슬라이드 확대 (3배 까지) 지원.

슬라이드 축소 및 모든 슬라이드 보기 지원.

슬라이드 쇼 시작/종료 지원.

현재 실행된 PPT 파일 및 슬라이드 쇼 리스트 보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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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변경 모드(Resize Mode) 지원으로 영어 LC(Listening Comprehension) 수업 운영 방안 지원.

Resize Mode 지원.
 LC수업의 핵심인 MP3등의 파일을 기존의 곰오디오등의 MP3전용 플레이를 사용하여 “구간설정”/”구간반복”등을 이용하여 효율적 수업을 운영 할 수 있습니다.
크기변경 모드(Resize Mode)을 이용하여 기존 판서 모드에서 특정 영역을 “Window Mode화” 하여 곰오디오등 LC수업에서 활용되는 앱을 동시에 운영 할 수 있도록 지원.

Resize Mode 사용법.
판서 모드에서 팝업메뉴 또는 투핑거드래그제스쳐를 사용하여 “크기변경모드(Resize Mode )＂로 전환합니다.
하단 우측에 “크기조절핸들＂이 나타나며,원하는 영역 만큼 판서 영역 조절을 합니다.
Window Mode전환 시 자동으로 해제되며 그 다음부터는 “Resize Mode 제스쳐”를 이용하면 처음에 설정된 크기 값이 자동적으로 적용됩니다.

※ 단Resize Mode는 파워포인트 연동 수업에서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팝업메뉴 투핑거드래그제스쳐

창크기조절

판서영역

윈도우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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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설정 - 업데이트 OEM별 옵션 적용

업데이트 주기 설정

수동

자동 (1일/2일/3일/4일/5일/6일/1주/2주/3주/4주)

버전 정보

현재 버전과 업그레이드 서버에 있는

최신 버젼을 체크하여 업데이트 존재

유무를 알림.

기본적으로 업데이트는 프로그램을 종료할 때

프로그램 업데이트가 수행되고 프로그램

재 시작 시 업데이트가 적용됩니다.패치 업데이트 모듈 실행 모습

인터넷을 통한 패치 업그레이드 기능 (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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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서 솔루션이 “강력한 동영상 녹화 도구”로 다시 태어납니다판서 솔루션이 “강력한 동영상 녹화 도구”로 다시 태어납니다

설정 순서 세부 기능

① Video Format Type & FPS
[비디오 포맷 및 프레임 선택]

 MP4 / WMV / AVI 녹화 유형을 선택 할 수 있습니다.
 녹화 프레임은 7~30프레임까지 지원을 합니다.
 녹화시작 / 일시 정지 / 다시 시작 기능을 지원합니다.

Video
Setting

② Input Screen
[녹화모니터 선택]

 듀얼 모니터 운영 시 녹화 할 모니터를 선택합니다.
 전체 모니터 / 주 모니터(1st) / 보조 모니터(2st) 중 녹화할 모니터를 선택합니다.

③ Input Area
[녹화영역 선택]

 현재 지정된 모니터에서 녹화 할 영역을 설정합니다.
 표준 해상도를 선택하거나 사용자가 녹화 할 영역을 지정 할 수 있습니다.

④ Output Video
Size

[녹화산출물 크기]

 “Equal with input size” 체크 시 입력되는 화면 크기와 1: 1로 나옵니다.
 사용자가 원하는 크기로 산출물의 크기를 지정 할 수 있습니다.

단) 산출되는 비디오 크기는 입력되는 비디오 크기보다 클 수는 없습니다.

etc

 “Cursor trace 기능”은 녹화 할 영역이 현재 해상도보다 작을 경우 커서의 움직임에
따라 자동적으로 녹화 영역이 변합니다.

 “Display the guideline during screen record”를 체크하면 녹화 영역에 빨간 테두리를
보여 줍니다.

Codec

Video 
Format/Codec

 녹화 할 “파일 포맷 및 코덱”을 선택합니다.

Quality  녹화 할 “비디오 품질”을 선택합니다(50~100%지원).

⑤ Audio
[오디오 입력장치 선택]

 “Record System Sound” 체크 시, 컴퓨터에서 나오는 소리도 함께 녹음이 됩니다.

 “Record Microphone Device”를 체크하고, 마이크 입력 방법을 선택합니다.

WaterMark  사용자 로고를 녹화 화면에 삽입 할 수가 있습니다.

기타 기능
 사용자가 한번 설정한 값은 자동적으로 저장됩니다.
 지원 OS는 Win 7 / 8 /10이며 Win XP에서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Power Recorder

녹화 중 녹화 일시 중지

※ 순서 : ①⇒②⇒③⇒④⇒⑤⇒”Start Record”

※ 한번 적용된 값은 자동적으로 저장됩니다.

녹화 아이콘 및 작업 표시줄 아이콘 상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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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메뉴 단축키” 지원.

 다국어 지원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아랍어/ 몽골어/ 태국어)

 “투 핑거 드래그” 제스쳐 지원.

 “Windows 트레이 숨기기” 기능 지원.

 “Window 표준 사용자 계정” 사용자 지원.

 “프로그램 사용 시간” (전자칠판 사용시간) 통계 지원.

MS-Office 파일 외부 교재 활용 시
 MS-Office 2007/2010/2013/2016/365버전
한글 파일 외부 교재 활용 시
 한글 2007 또는 한글 2010 버전
PDF 파일 외부 교재 활용 시
 Adobe Reader 9.0 이상
동영상 파일 뷰어 프로그램 활용 시
Windows Media Player 10.0 이상

PowerPen2017 외부 교재 활용 시 프로그램 지원 버전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