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ADING THE NEXT GEN OF DESKTOP COLLABORATION

FLEX는 27인치 터치 모니터로 모든 유형의 업무환경에서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디바이스 입니다.

4K 카메라와 마이크가 내장되어 있어, 개인 화상회의 솔루션에 최적화되어 있으며 비대면-원격 업무를 스마트하게 만들어  

주는 올인원 콜라보레이션 솔루션 입니다. 

탈부착 / 각도 조절이 
가능한 4K 카메라 내장

전용 Active 펜슬 
& 면적 인식

Speakers 서브
우퍼 지원

Windows Hello 지원

8개-마이크 배열
에코 캔슬레이션 기능

USB Type-C 전원포트

카메라 & 마이크
컨트롤 버튼

Plug & Play



How to Utilize FLEX

임원실 / 
개인 재택업무

Huddle Room / 
공유 오피스

4K 카메라와 마이크가 내장되어 있어 별도
의 디바이스를 연결할 필요 없이 편리하게 
화상회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주변 노이즈 없이 목소리를 더 잘 전달하고, 
최고 사양의 스피커와 서브우퍼를 통해 
현장감 있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노트북, 데스크탑 뿐만 아니라 모바일 폰, 
태블릿 피씨 등 다양한 디바이스를 자유롭
게 연결 가능합니다. 
또한, 한 화면에서 최대 두 개의 디바이스를 
동시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Windows Hello 기능을 지원하는 카메라
로 얼굴 인식을 통한 개인 장비 보안 관리가 
가능합니다. 
언제 어디서든 진화된 방식으로 소통하고  
더 쾌적한 업무 환경을 완성해보세요.

넓은 시야각으로 초소형 회의실에서 최대한 
많은 인원의 화상회의 참여 가능하여 
공간 활용도가 높습니다.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FLEX로 업무 환경을 경험
해보세요.  

ALL-IN-ONE

CONNECT MULTI DEVICE

HIGH-END PERSONAL

COST SAVING

Saved
Space



디자인 / 
설계 업무

병원 / 교육

고급 P-Cap 터치 기술이 적용되어 종이에 
써지듯 자연스러운 터치감을 제공합니다. 
전용 Active Pen으로 세밀한 작업이 필요
한 업무에서 활용해보세요.

깔끔한 공간과 더불어 전원 공급이 가능한 
USB-C타입으로 연결하여 별도의 전원 
연결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병원에서 환자 진료 시 뿐만 아니라 스마트 
원격의료 현장에서도 유용하게 활용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원하는 각도로 기울여서 사용하세요. 
10°~ 45°까지 각도 조절이 가능하여 편
안한 자세에서 필기가 가능합니다. 
PPT나 엑셀, PDF 문서에 직접 메모하고 
필기를 저장하여 공유 할 수 있습니다.

수업 중 선생님의 교탁에서, 학생들의 스마트 
책상에서,  온라인 강의를 촬영하는 학원에
서 등 어디서나 활용 가능 합니다.
UHD고화질로 선명한 색감을 그대로 표현
하며, Optical Bonding 기술 적용으로 
안전하게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SENSITIVE TOUCH

PLUG AND PLAY 

EASILY TILT

SMART INNOVATION 



상세사양 

Model TT-2721AIO

Product Image

Display

사이즈 27”

화질 3840 x 2160 (4K/UHD)

디스플레이 비율 16:9

밝기 ≥ 350 cd/m²

명암비 1000:1

Touch

표면 처리 기술 Optical Bonding / 지문 방지 처리

터치 기술 P-Capacitive 터치 (정전용량방식 멀티터치)

터치 표면 강도 7H 강화유리

터치 타입 손가락/액티브 펜, 면적 인식 기능

판서 도구 액티브 펜 (MPP 1.51, 1024 pressure points )

Camera &
 Microphone

카메라 화질 4K/UHD

시야각 120°FOV Lenses

카메라 각도 범위 -20°to 80°

Windows Hello 지원 Yes

마이크 마이크 배열 x 8

자동 게인 컨트롤 Yes

노이즈 감소 기능 Yes

어쿠스틱 에코 감소 기능 Yes

Speaker
오디오 시스템 2.1 채널

스피커 최대 출력 2 x 5W + 10W 서브 우퍼

Ports
입력 포트

USB Type-C 3.1, 1st Gen (Power Output 60W) × 1, HDMI 2.0 
(4K@60Hz) × 1, USB-A 3.0 × 1, Line In (Jack 3,5 mm) x 1, RJ 45 x 1

출력 포트 USB-B 3.0 (Touch) × 1, Line Out (Jack 3,5 mm) × 1

Other

Embedded Operating System No System

무게 10.2kg

보안 Kensington Lock

본 카탈로그 는 Xerox Corporation 의 라이선스를 받은 Fuji Xerox 제품을 포함합니다. 
제품의 공급자는 FUJIFILM Business Innovation Corp 입니다 .
제록스 , 제록스 및 디자인 , 후지제록스 및 디자인은 일본 및 / 또는 다른 국가에서 Xerox Corporation 의 등록 상표 또는 상표입니다 .

FUJIFILM 과 FUJIFILM 로고는 FUJIFILM Corporation 의 등록 상표 또는 상표입니다.
ApeosPort 와 ApeosWare, DocuWorks, Working Folder 는 FUJIFILM Business Innovation Corp 의 등록상표 또는 상표입니다.

더 많은 정보나 상세한 제품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주시거나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십시오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11길 19 배재정동빌딩B동
전화 1644-4173

fujifilm.com/fbkr

한국후지필름비즈니스이노베이션 주식회사

이 내용은 2021 년 7 월 현재의 내용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