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방법
PENNA PRESENTER

패키지�포함�사항
G Y R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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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R E S E N T E R

USER MANUAL

USB Mirco 5pin 케이블

LED
표시등

레이져

elretron.co.kr/download

RF USB 동글(리시버)

위�경로에서�소프트웨어를�다운로드�해주세요.

사용자매뉴얼(영문)

스위치�키능

※PENNA Pointer는 타블렛 PC에서 정상작동하지 않습니다.

2

OFF

2번 버튼

Page DOWN(다음 페이지)

(작동 버튼)
1206, 16, Digital-ro 32ga-gil, Guro-gu, Seoul, Republic of Korea

(기능선택버튼)

R 210-124745

레이져▶펜모드▶줌모드▶레이져 순

OS Support Windows7/8/10/Mac OS Etc.
Rechargeable Battery 160mAh Lithium-ion

※ 충전후 사용해 주세요

한번 충전으로 최대 20시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실제 사용시간은 사용환경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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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er Switch ON

USB동글

줌 모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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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 버튼
4번 버튼

모니터/프로젝터와 같은 밝은 화면에서는
레이져 포인터가 밝게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MANUFACTURE ELRETRON, INC.

모델명 PENNA RF Pointer
모델넘버 ELPC01C012R9
정격 3.3V, 13.7mA
제품명 특정소출력무선기기(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무선기기)
KC적합인증 R-C-eP0-PENNA-Pointer
제조자 및 제조국가 주식회사 엘레트론 / 한국
서울 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32가길 16,1206
문의전화 1666-0867

LED 지시등을
붉은 색으로

레이져를 작동시키기 위해서 3번 버튼을 눌러주세요.

PRODUCT NAME PENNA RF Pointer
MODEL NUMBER PENNA Pointer
Rated Voltage 3.3V, 13.7mA
FCC ID 2AQWK-PENNAPOINTER

Button 4

LASER MODE

STEP 02.

3

3번 버튼

LED 상태표시와 상관없이
Button1 / Button2는 페이지 이동 버튼으로 작동합니다

4번 버튼을 눌러 LED 지시등을
붉은색이 나오도록 조정해주세요
(레이져 모드)

ON

Page UP(앞 페이지)

Control Distance 50m(164ft)
Sensor Gyro Sensor

Page UP(앞 페이지)

Page DOWN(다음 페이지)

STEP 01.

전워 온/오프
스위치

1번 버튼

Working Voltage: 3.7V
Size 30X131X12mm

1번 버튼

1번 버튼

SOFTWARE

PENNA Gyro presenter X 1

Wireless 2.4Ghz RF
Mode Laser / Zoom / Pen

페이지�이동

경고
어린아이가 사용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사람을 향해 사용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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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모드

줌�모드

펜 모드의 기능 및 작동방법

1단계

4번 버튼을 눌러 LED 지시등을
녹색이 나오도록 조정해주세요
(펜 모드)

소프트웨어

줌 모드 의 기능 및 작동방법
LED 지시등을
녹색으로
3번 버튼
4번 버튼

STEP 02.

이 상태에서 3번 버튼을 누르고 이동을 하면 [펜 모드]가
작동합니다. [펜 모드]는 3번 버튼을 누르는 방식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작동합니다.
<펜 모드에서 3번 버튼의 작동 요령>

1단계

LED 지시등을
파란색으로

4번 버튼을 눌러 LED 지시등을
파란색이 나오도록 조정해주세요
(줌 모드)

펜 모드 잠금 / 해제

짧게 한번 누르기

펜으로 그리기

누른 상태로 이동하기

그렸던 펜 지우기

빠르게 두번 누르기

※만약 1번 버튼 또는 이번 버튼으로 페이지를 이동하면
그려졌던 펜들이 모두 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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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센터에 연락주시기 전에
아래 문제 해결 방법을 확인해주세요.
무선 연결에 문제가 있는 경우
아래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1. 작동�상태 LED와�실제�동작되는�기능이�다른경우

(예 : 녹색 LED 상태표시등�상태에서�줌�모드가�작동하는�경우)
->4번�버튼을�눌러�모드를�다시�설정해주세요.

Button 4

2. 레이져�밝기가�밝게�보이지�않은�경우

STEP 02.

이 상태에서 만약 3번 버튼을 누른상태로 이동하면 같은
반향을 따라 [줌 모드]가 작동합니다.
[줌 모드]는 3번 버튼을 누르는 방식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작동합니다.
<줌모드 에서 3번 버튼의 작동 요령>

확대하기

짧게 한번 누르기
BA

C

D

BA

C
D

확대 한 상태로 이동

누른 상태로 이동하기

렌즈 크기 키우기

빠르게 두번 누르기
BA

4번 버튼 길게 누르기
펜의 굵기와 컬러를 변경하는
옵션창 호출

4번 버튼을 2초간 누르면 옵션창이 활성화됩니다.

Button 3

파란색
상태 LED

녹색
상태 LED

옵션창 불러오기

문제�해결�방법

C

D

G EC
BA
H
D
I

4번 버튼 길게 누르기
렌즈 크기와 종류를 변경하는
옵션창 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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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충전�후�사용해주세요

3. 5분�동안�아무�동작이�없을�경우�절전�모드가�작동하며

LED가�꺼지게�됩니다. 포인터를�작동시키려면�아무�버튼이나�눌러주세요..

소프웨어를 설치 / 실행하고
4번 버튼을 2초이 상 누르면 소프트웨어
창이 활성화 됩니다.

펜 크기와 / 줌 모드의 렌즈크기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포인터의 커서를 움직여 아이콘 위에 두고
3번 버튼을 눌러야 합니다.

위의�문제가�아닌�다른�문제가�발생할�경우

1688-0867 또는�아래�메일�주소로�연락주세요.

tech-support@elretron.com

품질�보증

페나�포인터는�엘레트론은�한국에서�생산되며�한국의
테솔로에서�개발된�자이로�센서를�사용합니다.

이�제품은�엘레트론의 1년�여간의�연구개발을�통해�만들어�졌으며
6개월의�보증기간을�가집니다.

1. 마우스 커서를
올려주세요.

아이콘 위에

2. 3번 버튼을 눌러
옵션을 조정해주세요.

제조업체의�결함, 교환�또는�환불�이외는�허용되지�않으며
액체�침수, 자유�낙하, 분해, 의도하지�않은�사용,
또는�고객과실은�보상되지�않습니다.
크라우드�펀딩을�통해�구매�한�경우
구매시�보증�조항은�위�조건보다�우선합니다.

모든�기술과�디자인은�지적�재산이며 Elretron INC.의�소유입니다.
우리의�기술이나�디자인�가치를�손상시키려는�시도는�법적책임이�따를�수�있습니다.

contact : webmaster-korea@elretron.com
R 210-124745

MADE IN KOREA

-6-

www.elretro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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