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면확대, 광학문자인식, 파일뷰어 기능을 하나로!

센스뷰 비전
제품 사양
센스뷰 비전

제품명
모델명
모니터
카메라
카메라 모드
LED 조명
확대배율
색상 모드

7가지 색상모드 지원
(4가지 색상변경 가능, 4가지 색상 비활성 가능, 총 58개 색상 조합 제공)

대비모드
마커기능
초점 고정
OCR

1~40단계
라인마커 (색상변경 가능), 윈도우마커
자동/수동
지원 (기울기 보정, 저장, 읽기모드 설정 가능)

파일 뷰어

문서 파일, 이미지 파일 열기 및 비디오 파일 재생 등 지원
문서 파일 : 글자 확대/축소, 색상 모드, 북마크, 책갈피, 재배치 모드
이미지 파일 : 확대/축소, 색상모드 지원, 이동지원
비디오 : 자막 글자 크기 조절, 반복 재생, 자막 재생 지원, 자막색상 변경 가능, 마크

지원 파일 형식

보고

듣고

재생하고

(화면확대)

(광학문자인식)

(파일뷰어)

잔상 없고 자연색에 가까운
눈에 편안한 화질로 문서,
원거리의 칠판글씨,
얼굴에 난 뾰루지까지 크게
확대하여 볼 수 있습니다.

인쇄물의 내용을 음성으로
전환시켜 읽어주는
OCR (광학문자인식기능)을
탑재하였습니다.

파일뷰어 기능을 지원하여
문서파일, 사진파일 뿐만
아니라 동영상 파일까지
재생할 수 있습니다.

사이즈

GV100
24인치
HD 고해상도 카메라
근거리, 원거리 모드, 셀프 모드
On (5단계)/Auto/Off
1.7배~68배 (근거리 모드 기준)

센스뷰 비전
기존에 없던 올인원 스마트 독서확대기

문서 파일 : MS Word 97~2014 (.doc, .docx, .dot, .dotx), Text (.txt, .asc), Rich Text (.rtf)
이미지 파일 : PNG, BMP, JPG (JPEG)
비디오 : 비디오 파일 MP4 (H.263, H.264)
자막 파일 : SMI, SRT

데이터 저장
부가 기능
PC화면 공유
컨트롤 방식
음성 출력
액세서리
접었을 때
설치상태
무게

USB 저장 (화면 캡쳐 : PNG, OCR : PNG, TXT)
디지털 액자, 디지털 시계, 화면 보호기 지원
HDMI : Windows, Mac, iOS, Android (iOS/Android 호환잭 별매)
유선 리모컨, 카메라부의 조그스위치
내장스피커, 외장이어폰
X/Y 테이블, 전용 가방 (별매)
574 x 427 x 187 mm
574 x 548 x 187 mm
7.4kg

※ 본 사양은 사전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화면확대, 문자인식, 문서, 동영상 파일 재생 등 저시력사용자에게
필요한 기능을 제공하는 스마트한 독서확대기

액세서리
* 전용 가방 (별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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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목적 독서확대기

센스뷰 비전

센스뷰 비전 특장점
센스뷰 비전은 저시력, 노안으로 안경이나 돋보기로도 문서를 보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 확대기 본연의 기능에 충실한 잔상 없는 화질을 제공합니다.

만들어진 독서확대기입니다. 확대기의 기본 기능인 문서 확대는 물론 문자판독기능, 파일

● 근거리, 원거리에서 셀프뷰 모드까지, 다양한 보기 모드를 지원합니다.

뷰어 기능, USB 저장 기능 등 저시력 사용자에게 필요한 기능을 추가로 제공하여 활용도를

● OCR, 문서 뷰어, 동영상 뷰어 등 저시력 사용자를 위한 스마트한 기능 제공을 탑재하였습니다.

한차원 높였습니다.

OCR

고배율에서도 잔상 없이 눈에 편한 화질

슬림한 디자인

HD급 고화질 카메라와 흔들림에 강한 견고한 제품 설계로 잔상 없이 눈에
편안한 화질을 제공합니다.

부피를 최소화한 디자인으로 기존의 탁상형 확대기에 비해 공간을 적게
차지하고 이동도 간단합니다.

다양한 보기 모드 제공

USB 저장 기능

책상 위 문서를 볼 수 있는 근거리모드, 먼거리의 칠판 글씨를 볼 수 있는
원거리모드는 물론 화장을 할 때 거울처럼 사용할 수 있는 셀프뷰모드를
지원합니다.

캡쳐한 화면이나 OCR 결과물을 필요할 때 다시 볼 수 있도록 USB 저장기능
을 제공합니다.

OCR (광학문자인식) 기능

디지털 액자

문서를 음성으로 읽어주는 OCR 기능으로 눈이 피로할 때 책이나 신문의
내용을 음성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USB에 담긴 사진 파일을 자동으로 재생시켜주는 디지털 액자 기능으로
추억이 담긴 사진을 생생하게 볼 수 있습니다.

파일 뷰어 기능
컴퓨터 화면 확대 프로그램 없이도 USB에 담긴 문서파일을 확대하여
보거나 음성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동영상 파일의 자막도 눈에 편한 색상
으로 변경하여 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 시계
24인치 고대비 화면으로 시간, 날짜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