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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명 라이프스타일 HD

모델명 HD730

화면 22" 와이드형 LED 모니터 24" 와이드형 LED 모니터

화질 HD

확대배율 3.1x ~ 95x 3.4x ~ 105x

색상모드
7가지 모드

32가지 색상 변경 가능

자동초점기능 지원

초점고정기능 지원

마커기능 원도우 마커 / 라인 마커

위치찾기 기능 지원

LED 조명 지원

Text / Picture 모드 지원

크기 (mm) 520 x 520 x 520mm (22") 540 x 570 x 530mm (24")

무게 (kg) 17.2 kg (22") 18.0 kg (24")

제품 사양

※ 본 사양은 사전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HD 고화질 영상을 제공하는 탁상용 독서확대기

라이프스타일 HD는 저시력 시각장애인과 노인이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탁상용 

독서확대기입니다. 전면부 컨트롤러를 장착하여 제품을 쉽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습니다. 독서, 필기, 사진을 보고 싶을 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을 

탑재한 탁상용 독서확대기 입니다.
      www.himsintl.com
      E-mail : sales@himsintl.com

본사 :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174 1층

제품구매문의 : 042)864-4460
Fax :  042)864-4462
고객지원센터 :  042)864-4601



위치찾기 기능 

● 확대버튼과 축소버튼을 함께 누르면, 사용자가 현재 확대영상을  

보고 있는 인쇄물 위치를 찾아주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사용자가 

인쇄물 판독 위치를 잃어버렸을 때 현재 판독 위치를 정확하게 

찾을 수 있는 편리한 기능입니다.

고화질 HD 카메라 장착

● 힘스인터내셔널의 특허기술인 이진화 영상 기술을 채택하여, 

잔상없이 선명한 이미지를 제공합니다. 사용자의 인쇄물 판독능력을 

향상시키며, 저시력자의 눈 피로도를 감소시킵니다.

간편하고 직관적인 전면부 컨트롤러

● 모니터 하단 전면부에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버튼구조 방식을 채택

한 컨트롤러를 장착하였습니다.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

였습니다.

저시력인의 특성에 맞는 색상변경과 화면 확대 기능

● 사용자가 가장 잘 보이는 색상을 선택한 후 확대, 축소할 수 있습니다.

● 이진화 영상을 제공하여, 선명한 고대비 영상을 제공합니다.

● 현재 읽고 있는 문단(줄)을 놓치지 않도록 지시선을 설정하여 편리하게 

확대 판독이 가능합니다.
Text 모드 & Picture 모드 

● Text 모드 : 신문, 성경 등 자간이 조밀한 글자 인쇄물을 확대할 때  

자동으로 자간을 넓혀 가독성을 향상시키는 Text 모드를 제공합니다.

● Picture 모드 : 가족의 사진을 볼 때, 친구와 함께 찍은 사진을 볼 때 

선명한 고화질 영상을 제공하는 Picture 모드를 제공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