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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소네U 시리즈

�

한소네U 시리즈

제품 사양
제품명

한소네 U2

한소네 U2 쿼티

모델명
점자셀

H432B

H432Q

입력기
인터페이스
사용자 메모리

LCD, VGA

VGA, 외장 LCD (별매)

지원 파일 형식

텍스트 파일 : HBL, DOC, DOCX, PDF, RTF, TXT, BRL, BRF, HWP, HTML, XML, EPUB
미디어 파일 : MP3, MP4, WAV, ASF, OGG, WMA, M4A, M3U, PLS, Audible, WMV,
FLAC, MID, AAC
데이지콘텐츠 : DAISY 2.0/2.02/3.0, NIMAS 1.1, Bookshare.org
녹음 파일 : MP3, WAV
전용 고급 가죽 가방

전용 가방, 별매 외장 LCD

충전 가능한 착탈식 리튬 이온 배터리
완충까지 4.5시간 소요, 17시간 이상 연속 사용

배터리
크기
무게

당신의 스마트한 세상! 한소네와 함께 하세요

Computers : 센스리더, 윈도우아이즈, NVDA, 죠스, Mac Voice Over
Mobile : iOS용 Voice Over, 안드로이드용 브레일백

어플리케이션

액세서리

한소네U 시리즈

외장 LCD (별매)

업무 활용 : 탐색기, 워드프로세서, 주소록 관리, 일정 관리, 계산기 등
통신 관련 : 이메일, 웹 브라우저, 메신저, 트위터, 구글토크 등
문화 생활 : 독서기, 미디어, FM라디오, 데이지, 온라인데이지, 게임 등
컨텐츠 재생 : 영한사전 (별매), 영영사전, 이얍전자교재, 노래방 등

선호하는 키보드 형태에 따라 폭 넓은 선택!
32개의 점자셀을 탑재한 한소네U2는 점자입력방식의 한소네U2와 컴퓨터 키보드 방식의
한소네U2 쿼티로 나뉩니다. 중도실명인처럼 컴퓨터 키보드가 더 익숙한 사람이라면
한소네U2 쿼티로 보다 빠르게 정보를 입력 할 수 있습니다.

9개의 점자 입력키,
4개의 스크롤키, 4개의 기능키

내장 마이크, 외장 마이크 잭 (스테레오)

호환되는
스크린 리더

�

QWERTY형 키보드,
4개의 스크롤키

유선랜, Wi-Fi, 블루투스, 3G USB 모뎀 (별매)

녹음
비디오 출력

�

18셀

USB OTG, SD slot, 블루투스
USB (3), USB mini, SD slot, 블루투스
플래쉬 메모리 32 GB, SD Card (Supports SDHC, SDXC)

네트워크

한소네U , 한소네U 쿼티

H418B

32셀
9개의 점자 입력키,
4개의 스크롤키, 4개의 기능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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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소네 U2 미니

전용 가죽 가방, 별매 외장 LCD
충전 가능한 착탈식 리튬
이온 배터리 완충까지 3시간 소요,
9시간 이상 연속 사용

250 x 128 x 39 mm

250 x 160 x 20 mm

172 x 90 x 27 mm

924g

838g

427g

※ 본 사양은 사전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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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소네U 미니
성능은 U2, 크기는 미니!
한소네U2 미니는 18개의 점자셀을 탑재한 휴대에 최적화된 점자정보단말기입니다.
크기는 작지만 한소네 U2의 다양한 기능을 모두 담았습니다.

액세서리

②

① 외장 LCD (별매)
② 한소네 U2전용 고급 가죽 가방
③ 한소네 U2 쿼티전용 가방
④ 한소네 U2 미니전용 가죽가방

③

④

음성과 촉각,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 인터페이스에 기반한 정보단말기

①

www.himsintl.com E-mail : hims@himsintl.com
서울 지점 | 서울시 서초구 고무래로 10길 26 반도빌딩 8층 | TEL 02- 587- 4056 FAX 02-588-1937
대전 본사 |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174 | TEL 042- 864-4460 FAX 042-864-4462

hims@himsintl.com

www.himsint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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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강력하고 빠른 점자정보단말기의 최강자!

� 특장점

한소네U

한소네U

한소네U2는 현대인이 접하는 모든 정보를 점자와 음성으로 출력하는 시각장애인용 점자
정보단말기입니다. 전맹 시각장애인의 스마트한 정보접근을 위해 다양한 어플리케이션과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시각장애인 업무 환경에 최적화된 접근성

스마트 기기와 호환

점역과 역점역 기술로 묵자와 점자가 호환되어, 문서작성, 보고서 작성업무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 태블릿, 스마트폰과 USB나 블루투스로 연결하여 점자로 내용을
읽고 기기를 컨트롤 할 수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학생을 위한 맞춤 기능

빠른 처리 속도와 대용량 저장 공간

강의 내용을 녹음할 수 있고,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수업 내용을 필기하거나,
과제를 작성하고, 다양한 텍스트 문서를 점자로 읽을 수 있습니다.

워드프로세서, 일정관리, 독서기, 인터넷 등 다양한 응용프로그램 탑재!
교육, 업무, 일상에서 다양하게 활용 가능한 시각장애인의 필수 정보기기
여가생활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
워드프로세서

엑셀 뷰어

파워포인트
문서읽기

웹 브라우저

스크린 리더

탐색기

데이지

PDF 뷰어

날짜/시간 확인

블루투스

디스크 포맷

유투브

드랍박스

이메일

미디어 플레이어

시스템
비밀번호 설정

일정관리

알람

페이스북

구글 검색

주소록

국립중앙도서관, LG 상남도서관에서 제공하는 데이지도서를 재생할 수
있습니다. 미디어 파일 재생은 물론 전용 유투브 어플리케이션으로 최신곡을
들을 수 있습니다.

CPU

고성능 CPU로 연결된 스마트기기를 포함하여 문서작업, 웹서핑 등 최대
7개 어플리케이션을 동시에 사용 할 수 있습니다. SD와 USB를 이용하여
보다 많은 파일을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시청각 중복장애인을 위한 인터페이스
시청각 중복장애인과 정안인과 의사소통 시 사용 할 수 있는 전용
어플리케이션과 LCD 스크린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차별화된 인터넷 콘텐츠

다양한 센서 탑재

퀵브라우져로 보다 빠른 정보검색이 가능합니다. 트위터, 페이스북과 같은
SNS를 실시간으로 사용 할 수 있도록 전용 어플리케이션을 제공합니다.
드랍박스 전용앱으로 대용량 자료를 간단하게 공유할 수 있습니다.

진동센서를 내장하여 이메일 수신, 일정 알람 등을 진동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길 찾기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전자나침반, 가속도 센서, GPS
수신기를 탑재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