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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스마트한
세상을�위해, 한소네    5



무게가 750 g이고 두께가 19 ㎜인 
한소네 5는 이전 모델인 한소네 U2
보다 훨씬 얇고 가볍습니다.

언제�어디서나�한소네 5!

보조공학기기
글로벌 리더

한소네  5는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로 시각장애인 

에게 친화적이며, 가장 스마트한 점자정보단말기입니다. 

최첨단 기술로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에 대한 새로운 

표준을 제시합니다.

한소네  5는 폴라리스 오피스를 기반으로 워드, 

파워포인트, 엑셀 등의 문서 작업이 가능하며, 널리 

알려져 있는 구글의 Docs, Slides, Sheets, 그리고 

Classroom 등의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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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손에!  한소네 5!



언제�어디서나�한소네 5!

구글
플레이스토어

탑재

시각적
디스플레이

터치
제스처

인공지능
음성인식

하이! 한소네



더�얇아지고�가벼워진�디자인
두께가 19 mm 그리고 무게가 750 g 으로, 기존 점자정보단말기보다 얇고 가볍습니다.

보다�강력해진�성능

18시간의�배터리�수명
기존의 점자정보단말기는 배터리 수명 기간이 아주 짧아 사용자는 지속적인 충전이 필요 
했습니다. 한소네 5는 18시간의 배터리 수명으로 오래 지속되어 배터리 방전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간편한�무선�충전
충전 시 복잡한 케이블 때문에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한소네 5는 무선 충전기를 통해 간편하게 
충전할 수 있습니다.

한소네 5는 강력한 Samsung 2.1GHz octa-core 프로세서와 3GB RAM, 그리고 64GB의 
저장공간을 자랑합니다. SD 카드 저장공간과 USB 3.0 접속 또한 지원합니다.

19mm

한소네   5
제품�특징

한소네 5는 점자입력키보드와 Ctrl, Alt 키 외 4개의 기능키를 장착하고 있으며, 점자 인식 
프로그래밍을 위해 고객이 사용하던 기존의 점자 키보드를 구글 Docs 및 Sheets와 같은 주요 
앱에 내장된 접속 단축키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글�서비스�및�플레이스토어�지원
Drive, Docs, Sheets, Slides 등 다양한 구글 서비스 뿐만 아니라 유투브, 페이스북,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등 플레이스토어를 통해 다운받은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터치�조작이�가능한 32셀�점자�디스플레이
한소네 5는 고유의 멀티터치 32셀 점자 디스플레이를 제공하므로, 점자로 출력물을 읽으며 터치 
제스처로 탐색하고 조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보이스�트리거
한소네 5를 어디에 두었는지 기억나지 않을 때는 당황하지 마세요. 하이! 한소네라고 
부르면 한소네 5가 소리를 출력하여 현재 위치를 알려줍니다.

켄싱턴�잠금�장치
제품에 포함된 켄싱턴 잠금 장치를 사용하여 잠시 자리를 비우는 동안에도 도난 걱정없이 안전
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점자입력키보드와�그�외�입력�기능



학교�및�사무실에
최적화된�환경

한소네 5는 내장 LCD 또는 HDMI 모니터를 사용한 편리한 보기 기능과 팀뷰어를 사용한 
안드로이드 및 IOS 장치 또는 컴퓨터와의 화면 공유, 미라캐스트를 통한 외부 TV 또는 
모니터로의 무선 스트리밍 등을 지원합니다.

파일 매니저, 워드 프로세서, 이메일
미디어 플레이어, 데이지 플레이어, FM 라디오
주소 매니저, 일정 매니저, 웹브라우저
엑셀 뷰어, 온라인 데이지, 감각 사전
계산기, 스크린 리더 터미널, 그 외 다른 유틸리티
설정, 전체 옵션, 도움말

안드로이드�앱
구글 플레이스토어 지원
구글 서비스: Drive, Docs, Sheets, Slides 등
시각장애인 학생과 교사 모두를 위한 구글 Classroom
온라인 도서관을 사용한 도서 다운로드 및 읽기 제공

기존�한소네�설치�앱

미라캐스트를 사용한 무선 디스플레이
QI 호환 무선 충전
IrDA를 통해 즐겨 사용하는 장치를 무선 조종
Wi-Fi 와 Bluetooth를 통해 인터넷 및 다른 장치
와 연결

무선�기능

한소네 5는 구글 앱을 지원하므로 수백만 
명의 학생들이 매일 사용하는 Drive, Docs, 
Sheets, Slides 등의 구글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한소네 5는 
시각장애인 학생이나 교사들이 구글 Class-
room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로 인해 학생과 교사 간의 소통이 훨씬 
쉬워졌습니다.

내장된 LCD를 통해 학생의 작업을 간편하게 검토 가능
HDMI 모니터를 통해 정보를 전체화면으로 보기
가상 점자 디스플레이를 통해 학생이 집중하는 부분을 
항상 파악하고 모니터상의 해석 결과를 확인

시각적�디스플레이

Radio FM EBOOK



편리한�사용자
인터페이스

한소네 5는 퍼킨스 스타일 키보드, 커서 경로 버튼이 탑재된 32셀 점자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 상의 
터치 센서 등을 갖추고 있어 탐색이 용이합니다.

전용 음량 조정 키인 (-/+)를
이용하면 빠르고 쉽게 
음량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유형�음량�조절�버튼

내장된 스테레오 마이크로 
고가의 녹음 장치에 견줄 만한 
고품질의 녹음과 우월한 음질을 
제공합니다.

스테레오�마이크
고해상도 OCR 카메라는 각종 
출력물의 즉각적인 점자 인식을 
지원합니다.   
   안드로이드 OCR 앱과 호환 
  13-MP 자동 포커스 카메라

OCR 앱용�카메라

새로운 Ctrl 및 Alt 키를 이용하면 안드로이드
앱의 접근성 단축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Ctrl 키: 점자 인식 앱의 <이전>
   Alt 키: 점자 인식 앱의 <다음>

Ctrl 및 Alt 키

Ctrl 키

32 점자셀

9-Key 퍼킨스 키보드

상태 표시등 (전원, Wi-Fi)

음량 조절 버튼

LCD 화면

Alt 키

추적 센서

다기능 미디어 버튼



안드로이드 OS 5.1.1 (롤리팝)

Samsung Exynos 7420 2.1GHz Octa-core

LPDDR3 3GB

내부 메모리

eMMC

64GB 플래시 메모리 (약 50GB 사용 가능) 

SD / SDHC

245 x 144 x 19 mm

750 g

5V 1A, 5V 2A, 9V 1.75A

Qualcomm QC v2.0 (9V 1.75A)

탈착형 배터리 팩

DC Jack, USB Micro-B

4시간

18시간

충전기 데크의 배터리 팩 (Qi Standard 5V 1A)

32셀

한소네 5 / H532B

9개의 점자 입력키, 4개의 스크롤키, 4개의 기능키, 새로운 Ctrl + Alt 키

HDMI 출력, 내장 LCD, 미라캐스트

USB 3.0 Micro OTG, USB 2.0, HDMI, SD Card Slot, 멀티 기능 버튼

802.11ac Wi-Fi 무선 네트워킹; a/b/g/n 호환 가능; 듀얼 밴드 (2.4GHz and 5.0GHz) 및 Wi-Fi Direct
블루투스 4.2 무선 기술; 적외선 원격 제어 (IrDA)
USB 모뎀 (별매)

내장형 GPS, RTC, 가속도계, 나침반, 자이로 스코프

13MP AF 카메라, 경고음 (진동, 부저, 독점 벨소리), 스테레오 스피커 및 스테레오 MEMS 마이크로폰

앱 스토어: 구글 플레이스토어
사전 설치된 앱: Chrome, Docs, Drive, Gmail, Google, Hangouts, Maps, Photos,
Google Play Movies & TV, Google Play Music, Google Play Services, Sheets, Slide, YouTube 

켄싱턴 잠금 장치, 프리미엄 휴대용 케이스

텍스트 파일: HBL, DOC, DOCX, XLS, XLSX, CSV, PPT, PPTX, RTF, TXT, BRL, BRF, EPUB, PDF,
HTML/XML (in Web browser) 
미디어 파일: YouTube, MP3, MP4, WAV, ASF, OGG, WMA, M4A, M3U, PLS, WMV, FLAC, MID, ACC.
데이지콘텐츠: DAISY 2.0/2.02/3.0, NIMAS 1.1, BookShare.org (Audible, NLS, Open Library, 
Learning Ally-supported via 3rd party ap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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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메모리

내부 유형

내부 용량

외부 메모리 슬롯

사이즈 (W x D x H)

무게

전원

급속 충전

배터리 유형

포트

충전 시간

배터리 수명

무선 충전

제품사양

점자셀

입력기

비디오�출력

인터페이스

네트워크

네비게이션

미디어

어플리케이션

보안�및�안전

지원�파일�형식

플랫폼

메모리

크기 / 무게

배터리

제품명 / 모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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