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EC-3.2/3.2AR 
 TEC-3.2T/3.2TAR 

사용설명서 



 특  징 

 320만 화소 고화질 CMOS 카메라 

 최대  30fps 

 8개 고휘도 LED 

 편리한 외부 버튼 (CAPTURE, LED, FLIP, A/F) 

 증강현실 기능(초등학교 과학교과서 내용 수록) – 옵션(AR) 

 전자칠판 기능 

 문자/음성 변환 프로그램 (OCR/TTS) – 옵션(T) 

 내가 원하는 발음으로 읽어주는 발음사전기능 – 옵션(T) 

 읽는 위치를 알려주는 하이라이트 기능 – 옵션(T) 

 학습을 위한 가리개 기능 – 옵션(T) 

 배경음 기능 – 옵션(T) 

 편집하여 저장한 자료를 읽어주는 보이스북 기능 – 옵션(T) 

2 



 차 례 보 기 

I. 사용 전 확인 및 연결 
   
  1. 부속품 알아두기 
  2. 각부의 명칭 
  3. 세트준비  
  4. 연결하기  
 

II. 사용 방법 
 
  1. 프로그램 설치하기 
  2. PC에서 사용하기 
   1) 프리뷰 
   2) 판서 
   3) 학습 
   4) 증강현실 
   5) 동영상 
 

III. 기타 사항 
 
  1. 사용 후 손질 
  2. 보관방법  
  3. 주의사항  
  4. 문의 전 확인 
  5. 제품규격  

3 



1. 부속품 알아두기 
   

·  사용 전 부속품이 모두 있는지 반드시 확인 하세요. 
·  부속품이나 선택사양의 별도 구입은 본사나 구입센터로 문의하세요 
   

프로그램 CD USB Cable 사용설명서 

가방 

I. 사용 전 확인 및 연결  

T 
에듀켐 

4 

메인마커(4개) 
보조마커(5개) 

마커 – 옵션(AR) 



2. 각부의 명칭 

헤드 

렌즈/조명 

LIGHT 버튼 

FLIP 버튼 
A/F 버튼 

CAPTURE 버튼 

USB 

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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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트준비(TEC-3.2T 기준) 

·  TEC-3.2T카메라를 촬영 할 물건과 맞추어 놓습니다. 

·  본체에 USB 단자를 연결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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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하기(TEC-3.2T 기준) 

1) PC와 연결하기 

① USB 케이블을 이용 PC와 TEC-3.2T를 연결합니다. 

② 실물화상기의 자바라를 이용하여 원하는 영상을 손쉽게 촬영합니다. 

2) PC에서 TEC-3.2T 파일 실행 

① 바탕화면에서 TEC-3.2T아이콘을 더블 클릭합니다. 
② 제품이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프로그램이 실행되지 않습니다. 

3) 실물화상기 실행 (촬영 및 영상녹화/ 이미지 저장)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기능을 사용하여 영상 촬영, 녹화,     
이미지 캡쳐, 전자칠판, 영어학습 등 필요한 기능을 용도에 
맞게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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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로그램 설치하기(TEC-3.2T 기준) 
1) CD를 CD드라이버에 삽입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타납니다. 
  약 20~30초 소요 됩니다. (자동으로 안되면 CD\setup.exe를 실행해주세요. 
  TEC-3.2AR의 경우는 CD\TEC-3.2AR,  CD\TEC-3.2AR_G34,  CD\TEC-   
  3.2AR_G56의 순서로 실행해주세요.) 
  『다음』을 클릭합니다. (전체 설치 시간은 약 3분~5분 정도 소요 되며, TEC-  
   3.2AR의 경우는 약 7분~10분 정도 소요됩니다.) 

2) 『설치시작』을 클릭하여 설치를 계속합니다. 

II. 사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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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설치가 완료되면 『확인』 을 클릭하여 종료합니다. 

4) S/N 등록하기 
 
  * 시작하기 ⇒ 모든프로그램 ⇒ EduCam ⇒ TEC-3.2T,  
    또는 바탕화면의 TEC-3.2T를 실행 합니다.  

- 제품에 동봉된 S/N를 입력하시고 『확인』을 누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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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C에서 사용하기 (TEC-3.2TAR 기준) 

1) 프리뷰 (카메라에서 촬영되는 영상을 보여 줌) 

• 프로그램은 5개로 구분되어 프리뷰(카메라가 촬영하는 영상 보임), 
    판서(프리뷰에서 캡처 또는 동여상에서 캡쳐된 이미지에 판서), 
    학습(영어/한국어 읽기 및 편집내용 저장), 증강현실(초등학교 과학 
    교과서 내용 3D 영상 지원), 동영상(녹화된 영상 재생)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각 기능별 아이콘을 클릭하면 곧바로 이동합니다. 
*  증강현실은 TEC-3.2AR/3.2TAR에서만 나타납니다. 

*  I-3과 같이 세트준비를 한 후 바탕화면의 TEC-3.2TAR를 실행하면 다음과 같

은 창이 뜨면서 카메라가 촬영하는 영상이 화면에 나옵니다. 

• 프리뷰는 실시간 영상을 선명한 화질로 보여주며, 다양한 해상도로 
   변경이 가능하며, 최대 1000% 확대가 가능하며 네비게이터로 쉽게 
   이동이 가능 합니다. 자동초점기능과 수동초점기능으로 사용의 편리성
을 한층 높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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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대 : 클릭할 때마다 25%씩 확대 (최대 1000%) 

           확대 시 AOW(Active Output Window) 지원.  

• 축소 : 클릭할 때마다 25%씩 축소 (최소 25%) 

• 표시창 : 확대상태 표시 및 지정배율로 변경 

• 최소화 : 화면 최소화하여 작업표시줄로 이동 

• 최대화 : 모니터에 전체화면이 되도록 변경/복귀 

• 닫기 : 프로그램 종료 

• 불러오기 : PC에 저장되어 있는 이미지 또는 동영상을 불러온다. 

• 이미지 캡쳐 : 프리뷰 이미지를 자동저장 (설정한 해상도로 저장됨) 

• 동영상 녹화 : 프리뷰 영상을 녹화 (녹화시 •Rec 깜빡임. 녹음은 별도 마이크 필요) 

                     녹화시 화면이 느려지면 기존 설치한 종합코덱을 삭제 바랍니다. 

• 해상도 변경 : 2048X1536, 1600X1200, 1280X1024, 1280x720,  

                     1024X768, 800X600, 640X480 

• 전체화면/화면복귀 : 카메라 영상화면 사이즈를 4:3(확대/축소아이콘 나타남)/ 

                              Full(확대/축소아이콘 사라짐) 선택 

• 도구창 : 음화/양화, 흑백/컬러, 좌우반전, 상하반전, 이미지 회전, 화면분할, 

              PIP 도구창 숨김/보임 선택 

• 환경설정: 외부버튼의 이미지 저장폴더, 동영상 저장폴더 설정 

                카메라 설정 (비디오 프로세서 앰프, 카메라 컨트롤) 

• 자동초점 : 클릭 할 때마다 오토포커스 기능 수행 

• 수동초점 : 마우스로 바를 이동하여 초점을 맞추거나, +/-를 눌러 미세조정 한다.  

• 음화양화 : Negative/Positive 영상 변경 

• 흑백컬러 : 흑백/컬러 영상 변경 

• 좌우반전 : 프리뷰 이미지를 좌우 반전/복귀 

• 상하반전 : 프리뷰 이미지를 상하 반전/복귀 

• 이미지 회전 : 프리뷰 이미지를 90˚씩 시계 방향으로 회전 

• 화면분할 : 화면을 반으로 분할하여 좌측 정지 영상, 우측 프리뷰영상, 

                 중앙선을 마우스로 드래그하여 크기 조정 

• PIP : Picture in picture 기능. 축소영상을 더블 클릭하면 프리뷰 화면이 

         되고 프리뷰 화면이 정지영상으로 반전됨. 11 



2) 판서 (이미지에 다양한 작업 및 저장) 

• 프리뷰에서 판서를 누르거나 동영상에서 이미지 캡쳐를 누르면 
   보고있던 이미지를 캡쳐해서 보여주며, 불러오기를 해서 저장된 
   이미지를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캡쳐된 이미지 위에 펜, 형광펜, 도형등 다양한 작업을 할 수 있으며, 
   취소, 재샐행으로 판서한 내용을 순차적으로 지우고 복귀합니다. 
   칠판기능, 반전, 회전, 음화/양화, 컬러/흑백, 확대축소 등의 기능으로  
   효과적인 수업이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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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러오기 : 저장된 이미지를 불러온다.  

• 저장 : 판서된 이미지를 함께 저장 합니다. 

• 전체화면/화면복귀 : 4:3, Full 변환 

• 취소 : 판서나 도형을 단계별로 취소 

• 재실행 : 판서나 도형을 단계별로 재실행 

• 펜 : 일반 펜 선택 

• 형광펜 : 형광펜 선택 

• 색상 : 10가지 색상 선택 

• 굵기 : 10단계 굵기 선택 

• 지우개 : 지우개로 지우기 

• 모두지우기 : 전부 지우기 

• 도형 : 사각/타원/다각형/직선/물결  선택 

• 칠판 : 캡쳐이미지/ 칠판/화이트보드/노트  선택  

• 음화양화 : Negative/Positive 영상 변경 

• 흑백컬러 : 흑백/컬러 영상 변경 

• 좌우반전 : 이미지를 좌우 반전/복귀 

• 상하반전 : 이미지를 상하 반전/복귀 

• 이미지회전 : 이미지를 90도씩 시계방향으로 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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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기, 일시정지, 정지, 무한반복, 볼륨조정 콘트롤 창은 하단 중앙에 위치 합니다. 
   콘트롤창은 학습으로 이동시 나타났다가 마우스 커서를 인식하면 사라집니다.  
   마우스커서를 콘트롤창에 가져갔을때 콘트롤창이 다시 나타나며 마우스커서를   
   이동하면 약 1초 후에 사라진다. 

3) 학습 (영어/한국어 읽기 및 편집내용 저장) 

• 프리뷰, 판서에서 학습를 누르면 이미지를 캡쳐하여 가져옵니다.  
   동영상에서도 재생도중에 학습을 누르면 보고 있던 이미지를 캡쳐해서  
   가져 옵니다. 
• 캡쳐된 이미지의 글씨를 텍스트화 하려면 상단의 문자인식을 누르세요. 
   이미지 전체를 스캔하여 텍스트창에 옮겨 놓습니다.    
• 일부분만 문자를 인식하고자 한다면 마우스로 영역을 선택하여 문자인식
을 누르면 선택된 영역만 스캔하여 텍스트창에 옮겨 놓습니다. 

• 텍스트창에 인식된 문자가 영문이면 언어에서 English를 선택하시고 
   국문이면 Korean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 텍스트창에서 편집이 가능합니다.  
   (마우스로 텍스트 추가, 수정, 복사(ctrl+ c) 및 붙여넣기(ctrl+ v) 가능) 
• 편집이 다되면 저장을 눌러 파일을 저장 합니다.(*.tec 로 저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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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음은 텍스트를 읽을때 배경음을 선택하면 읽는 도중이라도 배경음이 
   나옵니다. (단 진행중인 문장이 다 완료 한 후에 음악이 나옵니다.) 
   배경음은 볼륨조정이 안되므로 원문이 방해받지 않도록 조용하고 음원이 
   크지 않은 것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15 

• 발음사전 을 누르면 발음사전 창이 뜹니다. 
   한글과 영어를 내가 원하는 단어로 발음하도록 변경 합니다. 
   한글은 왼쪽이 변경전, 오른쪽이 변경후의 단어 입니다. 
     [ 예) Co.  => 컴파니 로 읽어줌 ]  
   영문은 [W-TEXT] 가 변경전, [W-READ]가 변경후의 단어 입니다. 
     [ 예) [W-TEXT] Ax => [W-READ] Hammer로 읽어 줌 ] 
     - 영문은 변경전의 단어는 대소문자를 구분합니다. 

• 가리개는 텍스트의 내용을 잠시 가려서 보여주고자 할 때에 사용 합니다. 
   마우스로 이동이 가능하며, 외곽선에서 크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우측상단의 X표시를 누르면 사라집니다. 



• 화소 : 320만 화소, 카메라 수평유지 및 정확한 초점 조작. 
• 글씨체 : 한글(명조 또는 고딕), 영문(Arial 또는 Time New Roman) 
• 색상 : 흰 바탕에 검정글씨(흰 글씨 인식 못함) 
• 크기 : 12폰트(10~14폰트). 카메라는 인쇄물에서 15cm 높이로 조정 
• 밝기 : 음영이 없고 빛의 반사가 없도록 일정하게 조정 
• 문서 : 기울임이 없고 높낮이가 없도록 준비 

■ 문자인식 권장사항 

* 주변 여건에 따라 인식율이 낮을 수 있습니다. (텍스트창에서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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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에서 저장한 파일은 *.tec로 저장이 되며, 보이스 북으로 사용이 
   가능 합니다.  
• 보이스북 을 누르면 텍스트창이 보이스북 리스트 창으로 변경됩니다. 
   불러오기나 추가를 눌러서 리스트창에 추가 합니다. 
   v 체크를 한 후에 마우스로 읽고 싶은 곳을 클릭하면 색상이 반전되고  
   읽기를 누르면 반전 된 파일부터 읽기 시작 합니다. 
• 보이스북을 한번 더 누르면 리스트창이 텍스트창으로 변경되며, 현재 
   읽고있는 텍스트를 보여 줍니다. 
   텍스트창에 있는 문서는 편집이 가능 합니다. 

 
 

    



• 불러오기 : 저장된 이미지를 불러옴 

• 저장 : 텍스트 창에 변환 된 텍스트와 이미지를 저장함 

• 문자인식 : 전체 또는 마우스로 선택한 부분의 이미지를  

                 문자로 변환하여(OCR) 텍스트 창에 저장 

• 발음사전 : 특정단어를 내가 원하는 발음으로 정함 

• 배경음 : 지정된 음을 배경음으로 내보냄 

• 가리개 : 화면에 사각의 가리개를 만듦. 크기와 위치 변경 

• 보이스북 : 이미지와 텍스트정보를 저장한 자료를 동시에 읽어줌 

• 추가 : 보이스북용 저장된 자료를 추가함 

• 삭제 : 선택된 보이스북용 자료를 삭제 함 

• 수정 : 선택된 보이스북용 자료의 이름을 수정 함 

• 언어 : Korean/English  

• 음성 : Mijin/Alice  

• 속도 : 50%~200% (11단계 속도 조절) 

• 읽기 : 전체 또는 마우스로 선택 된 텍스트를 읽음(TTS) 

• 일시정지 : 읽기를 잠시 멈춤. 읽기를 클릭하면 멈춘 곳에서 부터 읽기 시작함 

• 정지 : 읽기를 멈춤. 읽기를 클릭하면 처음부터 읽기 시작함 

• 무한반복 : 전체 또는 마우스로 선택 된 텍스트를 계속 읽음 

• 하이라이트 기능 : 텍스트 창에서 현재 읽고 있는 부분을 하이라이트 함 

• 경계 아이콘 : 누르면 텍스트 창이 사라짐 

• 경계선 : 마우스로 좌우로 드래그하여 텍스트 창 크기조정 

• 볼륨바 : 소리 크기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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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증강현실(초등학교 과학교과서 내용 중 3D 입체 영상 수록) – 옵션(AR) 

• 우측상단에 있는 3학년부터 6학년까지 학년아이콘에서 원하시는 학년 
아이콘을 선택하면 각 학년별 학기별 단원의 팝업창이 나타납니다.  
 

• 각 단원에서 필요한 목록을 선택하여 확인을 누르면 3차원의 증강현실 
콘텐츠가 로딩 됩니다. 
 

• 실물화상기가 보여주는 화면에 메인마커를 중앙에 갖다 놓으면 곧바로 
3차원의 입체영상이 나타나고 내용을 설명합니다. 
 

• 모니터를 보면서 마커로부터 실물화상기의 높이와 방향을 확인 합니다.             
카메라 각도는 약 45도, 바닥과의 거리는 50cm를 유지하시면 3D 입체
영상이 모니터의 화면 전체에 나타나게 됩니다. 
 

• 보조마커를 메인마커와 겹치지 않도록 하여 갖다 놓으면 다른 3D 입체
영상이 나타나고 설명을 합니다. 다른 보조마커는 기존 보조마커를 제
거 후 다음 보조마커를 놓거나 기존 보조마커위에 겹쳐 놓으면 다른 
3D 입체영상이 나타나면서 내용을 설명 합니다. 
 

• 메인마커가 3D 입체영상의 위치를 선정하므로 메인마커를 움직여서 
화면에 잘 보이도록 조정하도록 합니다. 
 

• 카메라가 마커를 잘 인식 할 수 있게 손 등으로 가리지 않도록 주의 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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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대/축소 : 3D 입체 콘텐츠만 확대/축소 합니다.  

• 리셋 : 확대 또는 축소된 3D 입체영상을 최초의 상태로 돌려 놓습니다. 

• 위로/아래로 회전 : 3D 입체 콘텐츠만 위로/아래로 회전 합니다. 

• 리셋 : 위로 또는 아래로 회전된 3D 입체영상을 최초의 상태로 돌려 놓습니다. 

• 좌/우 회전 : 3D 입체 콘텐츠만 좌로/우로 회전 합니다. 

• 리셋 : 위로 또는 아래로 회전된 3D 입체영상을 최초의 상태로 돌려 놓습니다. 

• 자동초점 : 클릭 할 때마다 오토포커스 기능 수행    

• 3 4 5 6 :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표시. 각 학년별 아이콘 클릭 시 해당     

학년의 단원 별 목록이 표시 됩니다. 목록을 선택하신 후 확인을 누릅니다. 

• M S1 S2 S3 S4 S5 : 목록을 선택하면 사용 가능한 메인 및 보조카드 아이콘이 

활성화 됩니다. 활성화된 마커만 사용이 가능 합니다. 

• 볼륨바 : 소리 크기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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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강현실(Augmented Reality)이란 
사용자가 눈으로 보는 현실세계에 3차원 가상 물체를 겹쳐 보여 주는 것으로 현실에 기반을 두고 현실세계 
환경과 그래픽 형태의 가상 현실을 실시간으로 합성하여 현실 세계에 대한 이해를 높여 주는 기술이다. 



• 자동차는 무엇으로 만들었을까요?  

• 자석의 극에 대해 알아봅시다. 

• 배추흰나비의 한살이를 알아봅시다. 

• 바람의 방향과 세기를 조사하여 봅시다. 

• 백엽상에 대해 알아봅시다. 

3학년 과학 교과서 

1학기 

• 기체가 공간을 차지하나요?  

• 동물의 생김새는 무엇의 영향을 받을까요? 

• 특수한 환경에서 사는 동물을 살펴 봅시다. 

• 광원과 물체 사이의 거리와 방향, 위치에 따른 그림자의 변화를 알아봅시다. 

2학기 

• 수평잡기의 원리를 알아 봅시다 

• 강의 상(침식)-중(운반)-하류(퇴적)에서의 지표의 변화모습과 각 단계별 특성 

• 씨앗이 싹 트는 과정을 알아봅시다. 

• 식물이 자라는데 필요한 조건 알아보기 

• 물이 얼 때 무게와 부피 변화를 알아보기 

1학기 

• 식물의 뿌리는 모양이 다 같나요? 

• 연못이나 강가에는 어떤 식물이 살고 있나요? 

• 퇴적암을 살펴 봅시다. 

• 화석은 어떻게 만들어 질까요? 

• 화산과 화산활동으로 만들어진 암석에 대해 알아봅시다. 

2학기 

4학년 과학 교과서 

▪ 학년별 과학 교과서 증강현실 수록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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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는 어떤 모양 일까요? 

• 여러 날 동안 같은 시각에 달을 관찰하면 모양과 위치는 어떻게 변할까요? 

• 전지와 전구의 연결방법에 따른 전구의 밝기 비교 

• 전기회로를 간단하게 나타내어 보고 전류의 흐름을 알아볼까요? 

• 식물의 뿌리, 줄기, 잎의 구조와 하는 일을 알아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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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학년 과학 교과서 

1학기 

• 뼈와 근육이 하는 일을 알아봅시다. 

• 우리가 먹은 음식물은 어떻게 될까요? 

• 숨 쉴 때 우리 몸의 변화를 알아봅시다. 

• 어떻게 하면 용질을 빨리 녹일 수 있을까요? 

• 태양계를 구성하는 8개의 행성을 알아봅시다. 

2학기 

• 산성 용액과 염기성 용액은 각각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을까요? 

• 우리 생활에서 산과 염기는 어떻게 이용되고 있나요? 

• 태양의 계절별 남중고도. 

• 생태계에서 생물은 어떻게 상호 작용을 할까요? 

• 전류가 흐르는 전선 주위에서 일어나는 현상은 무엇 때문일까요? 

1학기 

• 바람은 왜 불까요? 

• 일기도를 보고 무슨 계절인지 알 수 있을까요? 

• 산소를 발생시켜 성질을 알아봅시다. 

• 이산화탄소를 발생시켜 성질을 알아봅시다. 

• 지레의 원리와 이를 이용한 생활도구를 알아봅시다. 

• 도르래를 이용하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2학기 

6학년 과학 교과서 



5) 동영상 (저장된 동영상을 재생 함) 

• 프리뷰에서 녹화한 동영상이나, 다른 동영상을 재생하여 보여 줍니다.  
   불러오기를 하여 동영상을 재생하고, 동영상은 다양한 속도로 재생이 
가능 합니다. 재생도중 이미지 캡쳐를 하면 판서로 이동하여 다양한 작
업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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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러오기 : 저장된 동영상을 불러옴 

• 이미지캡쳐 : 동영상 재생 이미지를 자동 저장.(설정한 해상도로 저장) 

• 전체화면 : 4:3, Full 변환 

• 재생 : 불러온 동영상를 재생한다. 

• 일시정지 : 동영상 재생을 잠시 멈춘다.  

                  재생을 클릭하면 멈춘 곳에서부터 재생을 시작한다. 

• 정지 : 동영상 재생을 멈춘다. 재생을 클릭하면 처음부터 재생을 시작한다. 

• 앞으로 감기 : 앞으로 감기를 클릭하면 10초씩 앞으로 이동하여 

                     동영상을 재생 한다. 

• 뒤로 감기 : 뒤로 감기를 클릭하면 10초씩 뒤로 이동하여 동영상 재생 한다. 

• 속도진행바 : 전체 길이 중 현재 진행되는 위치를 표시. 

                    진행바 위를 클릭하면 클릭한 곳으로 이동 함. 

• 시간표시 : 현재 진행 시간/총 소요 시간 표시 

• 속도조절 : 재생속도 조절 및 표시 (11단계 속도 조절) 

 

• 콘트롤창은 동영상을 재생하였을때 있다가 마우스를 인식하면 사라집니다.  

    마우스를 콘트롤창에 가져갔을 때 콘트롤창이 다시 나타나며 마우스를   

    이동하면 약 1초 후에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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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용 후 손질 

2. 보관 방법 

• 연결된 USB 케이블을 빼 주세요. 

• 헤드부를 가방에 들어갈 수 있도록 앞으로 구부려 주세요. 

• 보관용 가방에 잘 집어 넣어 주세요. 

• USB 케이블을 가방에 잘 넣어주세요. 

3. 주의 사항 

제품의 파손 방지 및 안전한 사용을 위해 다음 사항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III. 기타 사항  

사용시 주의사항과 사용 후 손질법 및 보관방법에 관한 사항 입니다. 

• 외관 청소 시 부드럽고 마른 헝겊으로 닦아 주세요. 

• 제품에 묻은 먼지나 지문 등은 부드러운 헝겊으로 닦아 주세요. 

• 제품 내부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 하세요 

• 부드러운 천으로 카메라 주위를 닦아 주세요. 

• 메틸알코올이나 암모니아가 첨가된 천을 사용하여 닦지 마세요. 

• 카메라 헤드 부위에 물이 스며들지 않게 주의 하세요. 

• 카메라는 습기가 많은 곳이나 먼지가 많은 곳을 피해 보관  

   및 설치하세요. 

• 카메라를 히티와 같은 발열제품이나 직시광선에 노출을  

   피해주세요. 

• 카메라 렌즈를 태양을 향해 놓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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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의 전 확인 

증   상                                                확     인 

• 본체의 자동초점 버튼(A/F)을 눌러 보세요 

• 프로그램에서 자동/수동초점을 눌러보세요 

• USB케이블이 바르게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 PC 프로그램이 제대로 설치 되었는지 

   확인하세요 

 

• 본체의 Flip 버튼을 눌러 보세요 화면이 거꾸로 보여요 

화면의 초점이 맞지 않아요 

 

PC와 USB 통신이 되지 

않아요 

영상이 나오지 않아요 • USB의 연결상태가 올바른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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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강현실 이미지가 가끔씩  

사라져요 

• 카메라와 마커 사이의 장애물을 확인하세요  

• 메인마커와 보조마커가 겹치는지 확인하세요 

증강현실 이미지가 겹쳐 

보여요 

• 보조마커가 여러장 화면에 보이는지 확인하

세요. 메인마커 단독, 또는 보조마커 1장 추가

로 내용이 구성되어 보여 줍니다. 



5. 제품 규격(TEC-3.2 /3.2T /3.2AR /3.2TAR) 

구         분 내                 용 

카  메  라 센          서   3.2 Mega Pixel CMOS Sensor 

  초          점   Auto focus 

  프 레 임  비   10 fps(QXGA), 30 fps(VGA) 

  노 출  보 정   Auto exposure 

  색 상  조 정   Auto white balance 

  주파수 조정   Auto anti-flicker 

  해   상   도   최대 2048 X 1536 

  화         면   A4 사이즈 지원 

프 로 그 램 프   리   뷰   자동 초점, 캡쳐, 녹화, 확대/축소, 해상도 변경, 환경설정 

      양화/음화, 컬러/흑백, 회전, 상하/좌우 반전, 화면분할, PIP 

판        서   펜, 형광펜, 색상, 굵기, 도형, 칠판선택 

  학        습   읽기, 정지, 무한반복, 속도조절, 언어 선택(한국어/영어) 

  (옵션 T)   문자인식, 발음사전, 배경음, 가리개, 하이라이트, 보이스 북 

  
증 강 현 실 
(옵션 AR) 

  초등학교 3,4,5,6학년 과학교과서 3D 콘텐츠 수록 

  동   영   상   동영상 재생, 속도조절, 진행시간표시, 학습기능 전환 

제       원 O/S   Windows XP, Vista, Windows7 

  4 GPIO   Capture, LED, Flip,  A/F 

  LED   고휘도 LED 8Point 

  인터 페이스   USB 2.0 Interface 

  동작온도/습도   0ºC ~ 40ºC / 30% ~ 90% 

  외 형  크 기   140mm(W) x 170mm(D) x 630mm(H) 

  무         게   1.7kg[net] 

  전         원   PC USB 5V 전원 사용, Max 400mA 

  구 성  부 품   본체, 설치 CD, 가방, USB Cable, 사용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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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화상기 TEC-3.2/T/AR/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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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 토펙스 
 

경기도 의정부시 용현동 522-5 ㈜토펙스 

TEL : 031-852-1991(代)        http://www.topex.com 

FAX : 031-852-2992            E-Mail : topex@topex.com 

• ©2011.9 이 사용설명서의 저작권은 ㈜토펙스에 있으며, 사전동의 없이 본 설명서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제품 또는 사용설명서는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자의 사전동의나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 사용설명서에 기록된 사용방법과 주의사항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제품손상에 대해서는 당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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