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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ot 시리즈 

카메라에 모터가 달려 전자동으로 근거리, 

원거리 전환을 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를 

손으로 움직일 필요 없이 자동 스크롤 기능으로

보고 싶은 내용을 확대하여 볼 수 있습니다.

A4 사이즈의 종이를 한 번에 촬영하여 OCR 할 수 

있습니다. SD카드에 촬영한 사진, OCR결과물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2.3kg의 가벼운 접이식 확대기로 

부피가 크고 무거운 탁상형 독서확대기 

대신 장소에 구애 없이 가지고 

다니며 사용 할 수 있습니다.

근거리, 원거리 보기 모두를 제공합니다.

인쇄물의 내용을 음성으로 읽어주는

광학문자판독(OCR)기능을 탑재하였습니다.

성능은 높이고, 무게는 줄인 

스마트한 이동형 확대기 

전자동 카메라로 더 편리하고 

더 스마트한 고급 사양의 이동형 확대기

E-bot 어드밴스 E-bot 프로

제품 사양

제품명
모델명

카메라

카메라 구동방식

음성 출력

액세서리

배터리

사이즈
설치상태

접었을 때

배터리

E-bot 어드밴스

수동

EB100A

HD 고해상도 카메라

라인마커, 윈도우마커

지원

미지원

미지원

미지원

무선 컨트롤러
태블렛 : 제스쳐 컨트롤PC, 

노트북 : 마우스, 키보드 컨트롤

전용 가방

315 x 215 x 99 mm 

315 x 215 x 369 mm

2.3kg

기울기보정

미지원

E-bot 프로

자동

EB100P

지원

지원

지원

16GB SD Card, 전용 가방

404 x 238 x 70 mm

404 x 238 x 387 mm

3.1kg

무선컨트롤러 조이스틱 방식
태블렛 : 제스쳐 컨트롤PC, 

노트북 : 마우스, 키보드 컨트롤

기울기보정, 원근보정

SD카드
(화면 캡쳐 : JPG, OCR : OCR, JPG, TXT)

카메라 모드 근거리, 원거리 모드

1~40단계

자동/수동

내장스피커, 외장이어폰

충전 가능한 착탈식 리튬이온, 충전 배터리 완충 시 4시간 사용

2단계 조절 가능 (On(Auto)/Off)

9.7" (태블릿) : 0.8x~16x/13.3" (모니터) : 1.2x~24x/24" (모니터) : 2.1x~43x

8가지 색상모드 지원 
(자연색을 제외한 7가지 색상변경 가능, 6가지 색상 비활성 가능, 총 58개 색상 조합 제공)

Wi-Fi : 안드로이드 태블릿, 아이패드, Windows PC, 노트북
USB 3.0 : Windows PC & MAC/USB 2.0 : Windows PC/HDMI : TV, 모니터

LED 조명

확대배율

색상 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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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이 자유로운 스마트 독서확대기

E-bot 

고선명 HD 화질의 신개념 이동형 독서확대기

액세서리
* 전용가방

※ 본 사양은 사전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HD

전자독서확대기의 혁신

E-bot
대형 모니터를 항상 들고 다닐 필요 없이 확대기가 필요한 장소 어디서든 비치되어 있는 

모니터나 TV, 스마트패드와 연결하여 사용 할 수 있도록 접이식으로 설계 되었습니다.

E-bot은 근거리, 원거리의 문서나 칠판글씨를 눈에 편한 색상모드로 확대하여 볼 수 있고, 

묵자의 내용을 음성으로 읽어주는 등 저시력자에게 필요한 다양한 기능을 탑재한 스마트한 

이동형 독서확대기입니다.

E-bot 특장점

손쉬운 사용성

크고 누르기 쉬운 버튼이 적용된 무선 컨트롤러와 한 눈에 들어오는 메뉴

화면으로 손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OCR OCR (광학문자인식) 기능

문서를 음성으로 읽어주는 OCR 기능으로 눈이 피로할 때 책이나 신문의 

내용을 음성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화면 연결 방식

무거운 모니터를 들고 다닐 필요 없이 모니터, TV, 태블릿 (안드로이드 패드,

아이패드) 등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기기를 HDMI나 Wi-Fi로 연결하여 

모니터로 활용 할 수 있습니다.

떨림 없이 눈에 편한 선명한 영상

HD급 고화질 해상도로 떨림 없고 자연색에 가장 가까운 눈에 편안한 영상을 

제공합니다.

SD CARD

SD카드 저장 기능 

SD카드 저장 기능으로 사용자가 필요할 때 촬영한 사진과 OCR한 문서를 

다시 재생할 수 있습니다.

E-bot  프로

휴대가 편리한 접이식 디자인

탁상형 확대기 대비 10배 이상 가벼워진 무게와 접이식 디자인으로 휴대성을 

높였습니다. (전용 가방 제공)

로봇형 독서 확대기로 책 읽기를 즐겁게 

무거운 X/Y 테이블을 움직일 필요 없이 조이스틱으로 카메라를 자동으로 

움직여 보고 싶은 부분을 확대해서 볼 수 있습니다.

E-bot  프로

근거리 모드, 원거리 모드 지원

책상 위 문서도 먼 거리에 있는 칠판 글씨도 크게 확대하여 볼 수 있습니다.

버튼 한번으로 원거리, 근거리 영상 전환이 가능합니다.  E-bot  프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