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U: XMCTSMED)
Xencelabs 교육 팩에는 학교, 가정 및 하이브리드 학습 환경에서 유연한 학습 교실과 실험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모든 구성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펜 태블릿과 3 버튼 펜, 지우개는 다양한 교과에서 대화식 학습을 지원하는 신뢰성과 정확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수학, 과학, 크리에이티브 아트 등 다양한 교과의 인터랙티브 학습을 지원합니다. 우리는 
선생님과 학생의 성공을 지원하는 도구를 제공하기 위해 고품질의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하는 것을 먼저 생각합니다.

펜타블렛 미디엄
혁신적 교육.  창조적 성과

에듀케이션 펙
부속품
·펜 타블렛 Medium 10개
·USB 케이블 L 10개
·펜(3버튼+지우개) 15개
·교체심 100개
·교체심 추출기 5개

Kensington NANO Security Slot™



압력 감지

교육 모델

컬러

포장 사이즈

작업 영역 비율

포장 무게

펜 기술

펜

보증 기간

제품 사이즈  (W x H x D)

작업 영역 사이즈

무게

시스템 호환성

1회 충전 시 사용 시간
연결
안전

펜 모델

초기 활성화 압력

펜 틸트 범위
펜 그립부 소재
펜 길이
펜 배럴 폭
펜 무게

바로 가기 버튼
휴면 시간

BPH1212W-A

3 버튼

카본 블랙

570 x 295 x 340 mm

16:9

16시간（ 충전시간 2.5 시간）
USB-C 부터 USB-A - 2.0m

2년

320 x 232.5 x 8 mm

262.4 x 147.4 mm

710.5 g
11.39 kg

Kensington NANO Security Slot™
배터리 불필요한 EMR （전자유도방식）
PH5-A

3g
8192 단계

± 60 도
소프트 토치 라버
157.56 mm
14.73 mm
17.38 g

Windows ® 7 이상, Mac OS X 10.12 이상, 케이블 
연결에는 USB Type-A 포트(제공된 변환 어댑터로 
Type-C로 연결) 필요, 드라이버 다운로드에는 인터넷 
연결이 필요합니다.

펜타블렛 Medium

3 버튼 + 지우개

30분, 60분, 90분, 120분, 오프

설계: 미국 오래곤주 포트랜드 | 제조: 중국 Xencelabs
일본 연락사무소

DF Bldg609, Minami Aoyama, Minato-k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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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U: XMCTSMED

우 리 와  연 결 합 시 다 ！

케이블 10개

USB L형 (ACWTU05-200A) 10개

심 추출기 5개

타블렛 10대 펜 15개

3버튼 펜＋지우개(PH5-A) 15개

교환 심 100개

겨환 심(ACTPH6A-A) 100개

 

펜타블렛 사양:

16:9 아스펙트 비율

 모따기된 사이드 에지

완곡형 발 받침대

자율설정 가능한 8색 LED 표시등

• 좌측 : 타블렛 설정
• 중간 : 펜 설정
• 우측 : 스위치 표시

악세스 버튼

슬라이드식 전원버튼
Kensington NANO Security Slot™ 

 

부속품

Xencelabs 펜타블렛 Medium (BPH1212W-A) 10대

심 추출기(XMCNPS) 5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