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 제품 사용

a.

b.

c.

SPIDER WEB 프로그램 실행 후 Share버튼을 누르면 노트북 화면을 전송할 수 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이 끝나고 화면 전송을 중단하려면 Private 버튼을 누릅니다.

디스플레이 장치에 시작화면이 나타나면 다음 사용자가 Share를 눌러 화면을 전송합니다.

(Private 버튼을 누르기 전에는 다른 접속자에게 Share 기능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SPIDER WEB Pro
빠른 시작 안내서

1 케이블 연결

a.

b.

메인유닛과 디스플레이 장치를 HDMI 케이블로 연결하고 어댑터로 전원을 공급합니다.

(HDMI 케이블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부팅이 완료되고 동작 LED(파란색)가 점등되도록 기다립니다.

(페어링 LED(흰색)는 사용자 노트북이 제품에 페어링되면 점등됩니다.)

2 사용자 노트북 설정

a.

b.

c.

사용자 노트북 WiFi 리스트에서 “Spider-pro-xxxxxx”를 선택합니다.

(제품 WiFi 접속에 필요한 초기 설정 암호는 “12345678”입니다.)

SPIDER WEB 프로그램을 설치합니다.

(메뉴얼 "노트북 설정" 참고)

사용자가 프로그램 설치를 선호하지 않거나 불가 할 경우, 게스트 모드의 파일 샐행으로 노트북 화면을 

무선 전송할 수 있습니다.

(메뉴얼 "노트북 설정-게스트모드" 참고)

3 인터넷 연결

a.

b.

c.

d.

e.

f.

g.

h.

인터넷 설정은 관리자에 의해 한 번 연결되면, 접속자 전원이 추가 설정 없이 인터넷에 접속됩니다.

인터넷 설정 메뉴로 이동합니다. [Menu →Administrator →Internet Setting] 

(인터넷 설정 변경을 위해서는 비밀번호 입력이 필요하며 초기 설정 암호는 “Admin” 입니다.)

리스트에서 SPIDER WEB에 무선 인터넷을 제공할 라우터를 선택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2.4GHz 네트워크만 연결 가능하며 라우터가 보이지 않으면 노트북 WiFi를 새로고침 합니다.)

인터넷 설정이 변경되는 동안 팝업 메시지와 “Connecting Internet” 이 안내됩니다.

제품이 재 부팅되어  SPIDER WEB 시작화면으로 바뀔 때까지 약 15초 기다립니다.

노트북 프로그램 Quit 버튼을 눌러 종료합니다.

위의 [2. 사용자 노트북 설정]을 참고하여 노트북을 제품에 다시 연결합니다. 

연결된 네트워크가 “Spider-pro-xxxxxx” , “연결됨, 보안”으로 표시되는지 확인합니다. 

관리자 설정 이후 제품에 접속하는 사용자는 별도 인터넷 설정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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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사용 환경의 더 나은 성능을 위해 5GHz(기본설정) WiFi 사용을 권장합니다. 

(2.4GHz만 지원하는 노트북은 메인유닛 WiFi를 2.4GHz로 변경하고 사용하세요. 

5GHz  WiFi동글(별도구매)을 장착하여 5GHz 연결로 사용하면 전송 품질이 더 좋습니다.)

노트북 사양과 사용환경 특성에 따라 연결속도나 응답시간 지연 등 품질 차이로 나타날 수 있고 최신 

OS 버전일수록 전송 품질이 높을 수 있습니다.

노트북에서 제품을 연결 하려는데 WiFI 리스트에 “Spider-pro-xxxxxx”이 나타나지 않으면 노트북 

WiFi를 새로고침하고 업데이트 리스트를 확인합니다.

인터넷 설정은 관리자에 의해 한 번 연결되면 접속자 전원이 추가 설정 없이 인터넷에 접속되며 현재 

Share 상태 사용자가 Private 버튼을 누르기 전에는 다른 접속자에게 Share 기능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해당 기능은 관리자 설정(Admin Setting)에서 다른 옵션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

・

・

・

1080p 해상도를 지원하지 않는 노트북 사용 시 원본소스와 디스플레이 출력 화면비율 차이로 화면 

일부가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제조사 및 모델에 따라 출력 화면이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페어링 LED가 점등 되었으나 디스플레이 화면이 나오지 않으면 메인유닛과 디스플레이 HDMI 

케이블이 제대로 연결되었는지 확인하세요.

노트북 사양이 권장사양보다 낮을 경우 제품에 노트북을 연결해도 페어링 되지 않거나 동작하지 않을 

수 있으니 매뉴얼 제품사양 페이지에서 필수사양을 확인하세요. 

파일 스트림 모드에서는 재생중인 동영상을 제어할 수 없습니다. 변경을 원하실 경우, 다른 모드를 

선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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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IDER WEB Pro
사용 전 주의사항 

처음 사용 하시나요? 

화면이 안 나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