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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프레젠테이션 시스템 사용의 단점 

개발배경 

취약한 기기 보안성 
 

USB, 이메일 전송 등  

자료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바이러스 노출 빈도가 높아 

예상하지 못한 감염으로  

전달/공유를 기피하게 됨 

불필요한 파일공여  
 

외부 회의 참석자에게 

기밀서류, 디자인파일 등 

회의 및 발표를 위한 자료의  

불가피한 이동이 요구되어  

중요정보 보호가 어려움 

 

 

 

 

  

비 효율적인 환경  
 
발표자가 앞으로 나가거나 
케이블 다시 연결하는 등  
회의 준비와 진행 과정에  
불필요한 시간이 소모되어 
회의 집중을 방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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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소개 

SPIDER WEB 은 발표자의 자료를 큰 메인 화면에 보여주어  

모든 회의 참석자들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무선 프레젠테이션 시스템입니다. 

 

이 스마트 시스템은 노트북에 응용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아이콘 클릭만으로 모든 참석자들이 쉽게 콘텐츠를 공유 할 수 있고  

마우스를 통해 간단히 제어되므로 빠르고 효율적인 설명을 가능하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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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소개 

일반적으로 발표자 노트북과 회의실 디스플레이 메인화면을 케이블로 연결할 경우 

깔끔하지 않고 발표자 변경에 따라 케이블을 바꿔 연결하는 등 불편함이 발생하며 

USB 메모리를 통한 자료 전달로 개인정보 보호 및 데이터 보안 관련 문제점이 있습니다. 

 

여러 명의 회의참석자가 단순 클릭만으로 발표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SPIDER WEB은 

노트북 자료를 무선 전송하고 최소한의 기기와 조작만으로 동작하여  

프레젠테이션에 최적화된 환경과 준비시간을 절약하는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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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특징 _특장점  

Convenience 

 
발표자 노트북과 메인화면을 무선 연결하여  

케이블 연결을 위한 시간소요나 자리이동 없이 미팅가능 

 

회의실 메인 노트북과 프로그램 / 해상도 호환문제가 없어 

이를 조절하기 위한 회의 준비시간 절약효과  

Real-time internet 

 
온라인 링크를 활용하는 발표가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실시간 인터넷 지원 가능   

 

SPIDER WEB 제품이 AP 라우터 기능을 제공하여  

사용환경 무선 네트워크를 통한 인터넷 연결 가능 

 

 

 

 

  

Privacy & Security  

 
무선으로 디스플레이 메인 화면에 보여주는 방식으로써  

중요자료나 기밀파일을 타인이나 기기에 전달하지 않음 

 

데이터 및 파일로 된 발표자료를 USB 또는 이메일로 전달
하지 않으므로 바이러스에 노출되는 위험성이 전혀 없음 

Guest mode 
 

사용자가 프로그램 설치를 선호하지 않거나 불가할 경우,  

게스트 모드 실행으로 노트북 화면을 무선 전송할 수 있음 

 

게스트 폴더는 추가 비용 없이 여러 명의 유저를 위해 다른 

USB에 복사 및 저장되어 사용될 수 있음 



I DO IT Co., LTD 

제품특징 _일반 

2.4 / 5GHz 듀얼밴드 사용으로 

여러 사용자 기기와 호환가능 

제공 USB 또는 웹 다운로드를 

통한 간단한 프로그램 설치 

AP 라우터 추가기능으로  

회의실 무료인터넷 무선지원 

USB 포트 연결을 통한  

쉽고 간편한 펌웨어 업그레이드 

 

 

리모컨으로 원거리 조작지원 

(WiFi 변경 및 전원) 

2.4 GHz 5 GHz 

 

 

IR extender를 지원하여  

다양한 위치에 제품 설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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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모드 

프레젠테이션 모드 

 
노트북이 지원하는 최대지원 해상도 1080p /20fps(max) 자료를 디스플레이 화면에 그대로 전송   

⇒ 풍부한 색감과 영상의 디테일 표현이 중요한 고해상도 프레젠테이션에 최적화 

비디오 모드 

 
부드러운 영상재생을 위해 노트북 화면을 720p /30fps 해상도로 변환하여 메인화면에 전송   

⇒ 비디오자료나 링크를 적극 활용하는 프레젠테이션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최적화 

파일스트림 모드 

 
최대지원 해상도 1080p/60fps 원본파일을 메인화면으로 전송하여 재생 

⇒ 비디오파일을 전송하여 큰 화면에서 재생하고 노트북은 별도 사용하는 다목적 기능모드  

SPIDER WEB  
세 가지 다양한 모드를 지원하여 사용자 편의 극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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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Pure grey 

Matt black 

Light grey 

Bloody 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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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방법 

타입 A _테이블 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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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방법 

타입 B _벽면설치 

*Mount bracket is included in the pack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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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방법 

타입 C _프로젝터 부착 

*Mount bracket is included in the pack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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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방법 

IR Extender 

타입 D _디스플레이 후면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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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사용 

장소1 _강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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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사용 

장소2 _소규모 미팅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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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사용 

장소3 _대규모 컨퍼런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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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사용 

장소4 _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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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사양 

Product Image 

Model Name  SWP-200 (SPIDER WEB Pro) 

No. of simultaneous user 64 

Video Decoder  Up to Full HD 1920 x 1080 

Encryption AES CCMP 

WiFi Security  [Server] IEEE WPA2-PSK                            [Internet] Open, WPA, WPA2, 802.1X 

Input Resolution & Frame Rate Presentation mode : up to 1080p/20fps Video mode : up to 720p/30fps  Fil stream mode : up to 1080p/60fps 

Output Resolution  Up to 1080p 

Output Interfaces 1x HDMI, 1x USB, 1x Power, 1x IR(extender) 

Wireless Standard  [Server] IEEE 802.11n 2.4GHz, 5GHz [Internet] IEEE 802.11n 2.4GHz 

IR NEC 

Antenna / Distance [Server] MIMO  /30m [Internet] Single /Different by router's specification 

Bandwidth 40 MHz 

Power DC 5V / 2.5A 

Dimensions / Weight 115 x 115 x 33 mm / 170 g  

Recommended System Requirement 

Processor Intel Core i3 Third Generation 

Memory 2GB RAM recommended for graphics 

Supported OS Windows 7 and above, Mac OSX 10.10 and above 

Minimum specification Microsoft .NET Framework 4.5 

Main unit IR extender RCU USB drive USB-USB cable Brac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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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두잇  

경기도 시흥시 산기대학로 237, 스마트허브산학융합본부 637호  

T. +82(0)31 8041 1500     F. +82(0)31 8041 1550     

E. sales@hdflow.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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