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마루

� OCR 시리즈

제품 사양

제품명

주요
기능

Introducing

�

모델명
메모리
인터페이스
블루투스
CD-ROM
Wi-Fi
OCR(광학문자판독기능)
미디어 플레이어
데이지(DAISY) 플레이어
북리더
FM 라디오
웹 라디오
팟캐스트
녹음
음성시계
색상인식기
계산기
메모
파일 매니저
포맷기능
액세서리

�

책마루 OCR EZ

책마루 OCR ET

사용하기 쉽고, 실용적인 기능을
갖춘 책마루2 OCR EZ!

책마루2 OCR EZ의 편리함에
고급 기능을 더한 책마루2 OCR ET!

어린 학생부터 노인까지
박스에서 꺼내서 바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쉬운 디지털 휴대용
멀티 플레이어입니다.
한 번의 버튼 터치로 녹음, OCR, 북리더,
미디어 플레이어, FM 라디오 재생 등
책마루2 OCR EZ만의 편의 기능을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책마루2 OCR ET는 책마루2 OCR EZ의
편의 기능에 추가 기능을 더한 고급형 제품입니다.
● 키패드 탑재로 천지인 문자 입력 및 검색 기능 강화
한글, 영어, 기호 입력으로 파일/폴더단어 검색 및

�

책마루 OCR
책마루2 OCR EZ

책마루2 OCR ET

T70EZ

T70ET
16GB 플래시 메모리, SD Card (SDHC)
Micro USB OTG, SD slot
블루투스 3.0

책마루

� OCR

당신의 손안에 모든 세상을 담으세요!

DAISY, Audio CD
802.11b/g/n
캡쳐, 저장, 음성 재생
MP3, MP4, WAV, WMA, WMV, OGG, ASF, AAC, AVI, FLAC, 3GP, MPG, M4A
DAISY 2.0, 2.02, XML DAISY, ANSI/NISO Z39.86 (DAISY 3.0), NIMAS1.1
TXT, RTF, HTML, HTM, XML, DOC, DOCX, PDF, EPUB, FB2, HWP
지원
지원
지원
MP3, WAV

MP3, WAV, DAISY

지원

지원 (알람, 취침 예약)
지원
지원

미지원

지원 (알람)

미지원

지원 (복사, 붙이기, 압축/압축 해제)

미지원

지원

OCR 전용 스탠드, OCR 리모콘, 충전 거치대, 보조배터리, 고급 가죽 가방 제공
충전 가능한 착탈식 리튬 이온 배터리
완충까지 3시간 소요, 12시간 이상 연속 사용

배터리
크기
무게

58.9 x 116.7 x 16.3 mm
138g

※ 본 사양은 사전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①

액세서리

②

① OCR 전용 스탠드, 보조배터리
OCR 리모콘, 충전 거치대

시각장애인과 난독증을 겪고 있는 독서장애인을 위해
음성독서기, 인쇄물 글자 판독 등을 제공하는 멀티플레이어

② 고급 가죽 가방

이름 변경
● PC와 연결 없이 파일 및 폴더 관리
새폴더 생성, 파일/폴더 복사, 잘라내기, 붙여넣기
● 메모 작성 및 관리
메모작성, 보기, 수정, 삭제, 정렬, 검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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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용적인 편의 기능, 쉬운 사용법

책마루 OCR!
●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로 기능을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OCR 특장점

책마루

책마루2 OCR 시리즈는 시각장애인에게 인쇄물을 소리로 읽어 줄 뿐만 아니라, 시각장애인
전용 도서인 DAISY를 누구나 아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전용기기입니다.

● 내장 카메라를 통해 신문, 책, 업무 문서, 영수증, 우편물의 내용을 타인의 도움없이 소리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미디어 파일과 시각장애인용 음성도서(DAISY) 파일재생, 고품질 녹음 등 실용적인 기능을
탑재하였습니다.

대용량 저장공간

더 가볍게, 더 쉽게
한 손에 들어오는 초경량 제품으로, 다양한 기능을 쉽게 사용 할 수 있도록
직관적인 버튼 구조를 제공합니다.

OCR

OCR (광학문자판독) 기능
인쇄물의 내용을 음성으로 읽어주는 OCR 기능을 탑재하여 책, 신문의 내용을
음성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파일 재생

SD CARD

보다 많은 파일을 저장할 수 있도록 16GB의 넓은 자체 메모리를 제공합니다.
SD카드를 통해 저장공간을 확장 시킬 수 있습니다.

고품질 녹음
Record 버튼 터치 한번으로 어떠한 상황이든 즉시 고품질 녹음 가능합니다.
내/외장 마이크, 라인-인, 4극 이어마이크 등을 사용하여 다양한 환경에서
깨끗한 음질로 녹음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목소리에 가까운 음성출력 (TTS)

다양한 형식의 문서 파일, DAISY 파일, 미디어 파일을 재생합니다.
국립장애인도서관, 책 읽어주는 도서관(LG상남도서관)에서 다운받은 DAISY를
재생 할 수 있습니다.

빠른 음성 피치로 재생해도 듣기 좋은 자연스러운 억양과 정확한 발음의
음성 출력을 제공합니다.

팟캐스트/웹라디오

부가 기능 제공

저장된 문서나 음악이 없어도 Wi-Fi 연결을 통해 팟캐스트/웹라디오 청취 할
수 있습니다. 인기 있는 팟캐스트/웹라디오 채널이 각 30개 기본으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FM라디오 청취 (채널 자동 검색, 라디오 녹음), 음성시계, 색상인식기, 계산기를
지원합니다.
메모, 알람, 파일매니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책마루2 OCR 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