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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이 사용 설명서는 센스뷰 비전 프로의 주요 기능과 사용법을 설명합니다.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본 사용 설명서를 충분히 숙지하시기 바랍

니다. 또한 사용 설명서를 필요할 때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가까운 장소

에 보관하십시오. 

이 사용 설명서에는 제품 보증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사용 설명서의 내용과 사양은 제품의 기능 향상을 위해 사전 예고 없

이 변경될 수 있으며, 부정확한 내용이나 오탈자로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

서는 ㈜ 셀바스헬스케어에 책임이 없습니다.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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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센스뷰 비전 프로 제품과 상기 문서에 대한 저작권을 포함한 지적 재산권

은 ㈜셀바스헬스케어에 있으며, ㈜셀바스헬스케어가 명시적으로 허용하지 

않은 사용, 복사, 제 3자의 공개, 배포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Copyrightⓒ2018 SELVAS Healthcare, Inc.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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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주의사항 

제품의 올바른 사용과 사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

기 위해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다음 안전 주의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지키지 않았을 경우 사용자가 부상을 당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습기가 많은 곳, 실외가 영상 40도 이상의 고온이거나 영하 10도의 

저온인 곳에서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제품의 포트에 사용 설명서에서 지시하지 않은 다른 용도의 단자를 

연결하지 마십시오. 

 카메라와 지지대를 움직일 때 무리한 힘을 가하지 마십시오. 

 제품이 수평을 유지할 수 있도록 평평하고 딱딱한 곳에 

설치하십시오. 

 어린이나 유아 또는 애완동물이 제품을 만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안전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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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을 위한 경고사항 

지키지 않았을 경우 사용자가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 임의로 제품을 개조, 분리, 수리하지 마십시오. 제품에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사용자 과실일 경우, 무상 보증 기간 내에도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제품을 떨어뜨리거나 외부 충격이 가해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손상된 전원 플러그나 전선, 헐거운 콘센트에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젖은 손으로 제품, 전원 플러그, 콘센트를 만지지 마십시오.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 개의 전원 플러그를 동시에 꽂아 사용하지 

마십시오. 

 코드 부분을 잡아당겨 빼거나 무리하게 구부리지 마십시오. 

 제품의 전원 공급 장치는 반드시 당사에서 제공되거나 전기적 사양에 

설명된 규격품만을 사용하십시오. 

 제품을 화기의 위험이 있는 공간이나 물건 가까이 두지 마십시오.  

 사용자의 전기 공급 장치와 제공된 어댑터의 플러그가 맞지 않을 

경우 임의로 변경하지 말고 반드시 당사 서비스 요원이나 전기 

기술자에게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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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설명 

구성품 확인 

제품 구입 시 제공되는 구성품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구성

품이 제대로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구입하신 곳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구성품의 그림은 실물과 다를 수 있으며, 제품의 품질 향상을 위해 

사전 예고 없이 일부 품목이 변경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품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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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명칭 

① 본체 

② 리모컨 

③ 전원 어댑터 

④ HDMI 케이블 (옵션) 

⑤ 이어폰 

⑥ 퀵가이드 설명서 

⑦ XY 테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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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부분의 이름 

전면 

 

번호 명칭 

① 조그 스위치 

② 근거리 모드 렌즈 

③ 모니터 

④ 전원 버튼 

⑤ 카메라 지지대 

⑥ 카메라 커넥터 

⑦ 주 카메라 

⑧ OCR 전용 카메라 



 제품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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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면 

 

번호 명칭 

① 리모컨 거치대 

② 잠금 레버 

③ 리모컨 포트 

④ 전원 포트 

⑤ HDMI포트 

⑥ USB 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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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방법 

전원 연결 

1. 전원 어댑터를 제품 뒷면의 전원 포트에 연결하세요. 

 

2. 전원 플러그를 콘센트에 연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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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컨 연결 

리모컨 어댑터를 제품 뒷면의 리모컨 포트에 연결하세요. 

 

이어폰 연결 

장소와 환경에 따라 이어폰이 필요한 경우 리모컨에 이어폰을 연결하여 

사용하세요. 

리모컨 윗면의 어댑터 연결부에 이어폰을 연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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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기능 

전원 설정 

1. 전원 버튼을 누르세요. 

 

2. 대기 화면이 나타나고 잠시 후 전원이 켜집니다. 

 

3. 전원을 끄려면, 전원 버튼을 다시 3초 이상 누르세요. 



 기본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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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설정 

1. 잠금 레버를 당겨서 올리세요. 

 

2. 카메라 지지대를 위로 끝까지 당겨서 올리세요. 

 

3. 잠금 레버를 다시 아래로 내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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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카메라 지지대를 좌우로 움직여 위치를 조정하세요. 

 

5. 카메라를 좌, 우, 상, 하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기본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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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리 모드 

문서를 읽거나 글을 쓰는 등 가까운 거리의 사물을 볼 때 사용하세요. 

1. 카메라 지지대가 제품 전면을 향하도록 하세요. 

 

2. 카메라 방향을 아래를 향하도록 한 후, 오른쪽 또는 왼쪽으로 카메

라를 살짝 돌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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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만약 근거리 모드 렌즈가 열려 있다면 닫은 후 사용하세요. 

 
 

 참고 

근거리 모드는 주 카메라를 사용합니다. OCR 전용 카메라를 근거리 

모드에서 사용 할 수 없습니다. 

 

  



 기본 기능 

Copyright© 2018 SEVLAS Healthcare, Inc. 17 

원거리 모드 

강의실에서 칠판 등과 같이 원거리 사물을 볼 때 사용하세요. 

1. 카메라 지지대를 제품 뒤쪽으로 이동시키세요. 

 

2. 카메라가 먼 거리에 있는 목표물을 향하게 하세요. 

 

3. 근거리 모드 렌즈를 열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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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모드 

화장을 하거나 얼굴을 확인할 때 거울처럼 사용하세요. 

 참고 

셀프 모드 사용 시 사용자와 카메라의 최대 거리는 45cm입니다. 최대 

거리를 벗어날 경우 초점이 안 맞을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1. 카메라 지지대가 제품 전면을 향하도록 하세요. 

 

2. 카메라가 사용자의 얼굴을 향하도록 하세요. 

 



센스뷰 비전 프로 사용 설명서 

20 Copyright© 2018 SELVAS Healthcare, Inc. 

리모컨 설정 

 
 

번호 버튼 기능 

①  배율 조정 

② 
 

색상 모드 조정 

③ 
 

대비 조정 

④ 

 

상하 좌우 이동 

⑤ 
 

선택 

⑥ 
 

화면 캡처 

⑦ 
 

OCR (광학 문자 판독)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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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파일 탐색기 

⑨ 
 

메뉴 화면 

⑩ 
 

마커 조정 

 

퀵 스타트 버튼 

  동시에 누르기 대비 수준 증가 

  동시에 누르기 대비 수준 감소 

 2초 이상 누르기 초점 고정 켜기/끄기 

 또는  누르기 음성 볼륨 조절 

 또는  누르기 음성 속도 조절 

 누르기 OCR 결과 저장 및 캡쳐화면 저장 

  동시에 누르기 현재 날짜와 시간 확인 

   동시에 누르기 화면 보호기 작동 

  동시에 누르기 디지털 액자 기능 실행 

  동시에 누르기 화면 주사율 60Hz 변경 

  동시에 누르기 화면 주사율 50Hz 변경 

 

 참고 

퀵 스타트 버튼은 화면이 주 카메라 상태일 때만 실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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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기능 

사용자 환경 설정 

메뉴 화면을 호출하여 다양한 항목의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메뉴 화면을 열려면, 리모컨에서 [ ]을 누르세요. 

 

옵션 선택 방법 

버튼 기능 

 

① 메뉴 및 항목 선택 

②  체크박스 표시 (항목 활성화) 

 또는  
① 해당 메뉴 진입 / 이전 화면 돌아가기 

② 항목 속성 값 조절 

 또는  메뉴 및 항목 이동 



 고급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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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 화면 구성 

순서 설정 항목 

1 밝기 

2 초점 고정 

3 OCR 언어 

4 디지털 액자 

5 디지털 시계 

6 고급 설정 

색상 모드 설정 

마커 설정 

음성 속성 설정 

OCR 설정 

언어 설정 

디지털 액자 설정 

디지털 시계 설정 

화면 보호기 설정 

카메라 주사율 

사용자 설정 

초기화 

제품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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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 설정 

 참고 

최초 사용 시 근거리 모드에 조명이 켜진 상태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원거리 모드 또는 셀프 모드 전환 시 조명이 자동으로 꺼집니다. 

 

1. 조그 스위치의 버튼을 2초 이상 누르세요. 

  

2. 조그 스위치를 2초 이상 누를 때마다 조명이 켜지거나 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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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 배율 

1단계부터 68단계까지 화면 배율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1. 화면을 확대하려면 [ ]을 누르고, 축소하려면 [ ]을 누르

세요. 

 

2. 화면에 현재 배율 단계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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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 현재 위치 확인 

1. [ ]을 동시에 누르세요. 

 

2. 현재 화면에서 최소배율로 돌아가며 현재 확대하여 보고 있는 부분

의 위치가 [ + ]로 표시됩니다. 

 

3. 버튼을 놓으면 보고 있던 원래 배율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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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상 모드 

 참고 

화면 색상 변경 이외에도 메뉴 진입 후 선택한 메뉴의 글자색과 

배경색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활성화되어 있는 색상 모드 중에서 선택이 가능합니다. 

현재 화면에서 색상 모드를 변경하려면, [ ]을 누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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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비 조절 
문서의 재질이나 타입에 따라 글자가 선명하게 구분되지 않을 경우, 대비

를 1단계부터 40단계까지 조절할 수 있습니다.  

1. [ ]을 선택하세요. 

 

2. [ ] 또는 [ ]을 눌러 단계를 조절하세요. 

 

3. 선택한 단계를 적용하려면, [ ]을 누르세요. 

 

 참고 

리모컨의 [ ]와 [ ] 또는 [ ]를 눌러 대비 수준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고급 기능 

Copyright© 2018 SEVLAS Healthcare, Inc. 29 

마커 

화면에 줄을 표시하거나 불필요한 영역을 가려 원하는 부분만 집중해서 

볼 수 있습니다.  

[ ]을 누를 때마다 4 가지의 마커가 가로 라인, 세로 라인, 가로 윈

도우, 세로 윈도우 순서로 화면에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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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 캡처 

복잡하거나 어려운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화면을 정지하거

나, 해당 내용을 USB 메모리에 저장하고 싶을 때 활용하세요. 

1. [ ]을 누르면 화면이 정지되고, 찰칵 소리와 함께 [ ]이 화면

에 나타납니다. 

 

2. [ ]를 눌러 정지된 이미지를 축소/확대하거나, [ ]을 

눌러 색상 모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3. 화면 정지를 해제하려면 다시 [ ]을 누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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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 저장 

1. 제품 뒷면의 USB 포트에 USB 메모리를 연결하세요. 

 

2. 정지된 화면에서 [ ]을 2초 이상 누르세요. 

3. “사진 저장 완료”라는 음성과 함께 화면에 [ ]이 나타나면, 이미

지가 USB 메모리에 저장됩니다. 

 

 참고 

 USB메모리가 올바르게 연결되지 않으면 ‘USB메모리를 

삽입해주세요.’ 라는 메시지와 음성이 출력됩니다. 

 이미지는 USB 메모리에 다음과 같은 파일 이름으로 저장됩니다. 

/GoVisionPRO/Image/2018년 1월 1일 1시 1분 1초.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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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R (광학 문자 판독) 
제품이 인쇄물의 문자를 음성으로 전환시켜 읽어줍니다. 

1. 만약 화면이 근거리 모드라면, 리모컨의 [ ]을 눌러 전체화면 

OCR 모드로 변경해주세요. 

2. 전체화면 OCR 모드에서 문서가 모니터에 출력되면, 리모컨의 

[ ]을 누르세요. 

 

3. 로딩 후에 문서의 문자가 음성으로 출력됩니다. 

4. [ ] 또는 [ ]을 누르면 문장 간 이동, [ ] 또는 [ ]을 

누르면 문단 간 이동이 가능합니다. 

5. 음성 출력 도중 [ ]을 누르면 OCR 기능이 일시 정지되고,  

다시 [ ]을 누르면 OCR 기능이 재실행됩니다. 



 고급 기능 

Copyright© 2018 SEVLAS Healthcare, Inc. 33 

6. OCR 기능을 종료하려면, [ ]을 누르세요. 

7. 근거리 모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 ]을 누르세요. 

 

 참고 

 OCR은 OCR 전용 카메라로 수행합니다. OCR 상태에서는 OCR 

실행, 음성 설정, 가이드 프레임 설정 등 일부 기능 외의 기능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동으로 초점이 잡히지 않는 경우 [ ] 버튼을 짧게 누르면 

수동으로 초점을 잡을 수 있습니다. 

 OCR 엔진의 권장 사이즈는 10pt입니다. 작은 크기의 글자는 

인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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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뷰어 

USB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이미지, 동영상, OCR, 문서 파일을 실행할 

수 있는 뷰어 프로그램입니다.  

1. 제품 뒷면의 USB 포트에 USB 메모리를 연결하세요. 

 

2. 리모컨에서 [ ]을 누르세요. 

 



 고급 기능 

Copyright© 2018 SEVLAS Healthcare, Inc. 35 

3. [ ] 또는[ ]을 눌러 파일을 선택하세요. 

4. 문서 실행을 종료하려면, 다시 리모컨에서 [ ]을 누르세요. 

문서 보기 기본 설정 

버튼 기능 

 문서 배율 조정 

 색상 변경 

[ ] 또는 [ ] 누르기 행 간 이동 

[ ] 또는 [ ] 2회 연속 누르기 페이지 간 이동 

지원되는 파일 포맷 

옵션 포맷 

문서 

MS Word 97~2014 (.doc, .docx, .dot, .dotx), 

Text (.txt, .asc), 
HWP  97~3.0, 2002~2014 (.hwp), 
Rich Text (.rtf), PDF(.pdf), ASCII(.asc) 

이미지 PNG, BMP, JPG(JPEG) 

동영상 MP4(H.263, H.264), 3GP 

자막 smi, s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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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 가이드 

제품 화면에 표시되거나 음성으로 안내될 언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리모컨에서 [ ]을 누르고 [고급 설정]을 선택하세요. 

2. [언어 설정]을 선택하고, [ ] 또는 [ ]을 누르세요. 

 

3. 언어를 선택하고, [ ] 또는 [ ]을 누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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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고정 

다른 곳에 초점이 맞아 목표물이 흐릿하게 보일 경우, 초점 고정 기능을 

사용하여 원하는 부분에 초점을 고정시키세요. 

1. 리모컨에서 [ ]을 누르세요. 

2. [초점 고정]을 선택하고, [ ] 또는 [ ]을 누르세요. 

 

3. 화면에 [ ]이 나타납니다. 

 

4. 해제하려면, [ ] 또는 [ ]을 누르세요. [ ]이 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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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기능 

디지털 액자 
사진을 모니터에 출력하여 슬라이드 형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참고 

USB 메모리를 제품에 연결하면 자동으로 [GoVisionPRO]폴더가 

생성됩니다. 만약 [GoVisionPRO]폴더가 없을 경우, USB 메모리를 

제품에 다시 한 번 연결하십시오. 

 

1. USB 메모리의 [GoVisionPRO]폴더의 [Slide]폴더에 이미지를 

저장하세요. 

2. 제품 뒷면의 USB 포트에 사진이 담겨있는 USB 메모리를 연결하세

요. 

 

3. 리모컨에서 [ ]을 누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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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디지털 액자]를 선택하고, [ ] 또는 [ ]을 누르세요. 

5. 모니터에 [GoVisionPRO]폴더의 사진이 순차적으로 출력됩니다. 

 

 참고 

리모컨에서 [ ]와[ ]를 동시에 누르면 디지털 액자 기능이 

실행되고, 아무 버튼이나 누르면 디지털 액자 기능이 종료됩니다. 

디지털 시계 

제품을 사용하는 동안 현재 시간을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리모컨에서 [ ]을 누르세요. 

2. [디지털 시계]를 선택하고, [ ] 또는 [ ]을 누르세요. 

 

3. 이전 화면으로 돌아가려면, [ ] 또는 [ ]을 누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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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리모컨에서 [ ]와 [ ]를 동시에 누르면 디지털 시계 기능이 

실행되고, 다시 한 번 [ ]와 [ ]를 동시에 누르거나 리모컨의 

버튼을 임의로 누르면 디지털 시계 기능이 종료됩니다. 

 디지털 시계 보기 시 리모컨에서 [ ]을 누르면, 누를 때마다 

설정되어 있는 7가지 색상이 차례대로 변경됩니다. 

 디지털 시계 보기 시 리모컨에서 [ ]를 누르면 날짜와 시간을 

음성으로 전환하여 읽어줍니다. 

화면 보호기 

제품을 잠시 사용하지 않을 때 날짜/시간 화면이나 디지털 액자를 화면에 

띄워 화면 내용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1. 리모컨에서 [ ]을 누르고 [고급 설정]을 선택하세요. 

2. [화면 보호기 설정]을 선택하고, [ ] 또는 [ ]을 누르세요. 

 

3. [디지털 시계] 또는 [디지털 액자]를 선택하고, [ ] 또는 [ ]

을 누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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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타이머 설정을 변경하려면, [타이머 설정]을 선택하고 [ ] 또는 

[ ]을 누르세요. 

 

5. 화면 보호기 동작 기준 시간을 선택한 후, [ ] 또는 [ ]을 누

르세요. 

 
 

 참고 

리모컨에서 [ ]와[ ]와 [ ]를 동시에 누르면 화면 보호기 

기능이 실행되고, 화면 보호기가 동작하는 동안 카메라에 움직임이 

포착되거나 리모컨 버튼을 누르면 화면 보호기 작동이 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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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화 

제품의 모든 설정을 기본 상태로 복원할 수 있습니다. 

1. 리모컨에서 [ ]을 누르고 [고급 설정]을 선택하세요. 

2. [초기화]를 선택하고, [ ] 또는 [ ]을 누르세요. 

 

3. 메시지 화면이 나타나면 [네]를 선택하고, [ ]를 누르세요. 

4. [초기화 완료]라는 메시지가 화면에 표시됩니다. 

 

 

 참고 

제품이 꺼진 상태에서 조그 스위치 버튼을 누르고 동시에 전원 버튼을 

가볍게 눌렀다 떼세요. 그리고 조그 스위치 버튼을 부팅이 완료될 

때까지 계속 누르고 있으면 제품의 모든 설정이 초기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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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화면 연동 

제공되는 HDMI 케이블을 사용하여 제품을 컴퓨터에 연결하면 컴퓨터의 

화면을 제품의 모니터에서 볼 수 있습니다. 

1. HDMI 케이블 단자를 HDMI 포트에 연결하세요. 

 

2. HDMI 케이블을 컴퓨터 본체 뒷면의 HDMI 포트에 연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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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품의 전원이 켜진 상태에서 전원 버튼을 짧게 눌렀다 떼세요. 

 

4. 제품 모니터에 컴퓨터 화면이 출력됩니다. 

 

 참고 

 컴퓨터에 연결되면 화면 보호기 기능이 비활성화됩니다. 리모컨에서 

[ ], [ ],[ ]을 동시에 누르면 PC와 카메라 화면이 

전환됩니다. 

 DVI 포트만 지원되는 컴퓨터의 경우, HDMI/DVI 변환 어댑터를 

사용하세요(별매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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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문의 및 부품 구매 

 대표전화 042-879-3000 

 Fax번호 042-864-4462 

 이메일 접수 sales@selvas.com 

 서비스센터 운영시간 월~금 오전 9시 - 오후 6시 

 

 

 

 

 

 

 

 

 

㈜셀바스헬스케어 

대전광역시 유성구 신성로 155 (34109) 

Tel. 042-879-3000 | Fax. 042-864-4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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