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비틀
제품 사양
제품명

스마트 비틀

모델명

B14K

스마트 비틀

점자셀

14셀

스마트 세상과 연결하는 새로운 방법!

입력키

9개의 점자 입력키, 4개의 기능키, 2개의 스크롤키

인터페이스

연결 방식

호환되는 스크린 리더
콤보 모드 기능
동작 상황 알림 효과음
액세서리
배터리
크기
무게

USB, 블루투스
동시에 최대 6개 장치와 스크린 리더 다중 연결 제공
(USB 1개, 블루투스 5개)
지정된 키에 의해 빠른 모드 전환 및
한번이라도 연결했던 장치 목록을 5개까지 저장/재연결 가능
컴퓨터 : 센스리더, 윈도우아이즈, NVDA, 죠스, Mac Voice Over
모바일 : iOS용 Voice Over, 안드로이드용 브레일백
점자출력은 스크린 리더로, 점자입력은 블루투스 키보드로 동시 처리
전원 On/Off 시, 블루투스 연결/연결 해제 시
전용 가죽가방 제공
충전 가능한 리튬 폴리머 배터리
완충까지 4.5시간 소요, 24시간 이상 연속 사용
149 x 86 x 27 mm
280g

※ 본 사양은 사전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액세서리
* 전용 가죽 가방

휴대가 편리한 세상에서 가장 작고 가벼운 시각장애인용 점자출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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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비틀

최대 6개 기기까지 동시 연결
USB 1개와 블루투스 5개까지 지원되어 PC나 스마트폰, 태블릿 등 최대 6개의
기기까지 동시에 연결하여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쉽고 간단하게 기기를 연결하고
전환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세상과 연결하는 새로운 방법!

세상에서 가장 가볍고 슬림한 디자인
가로 149mm, 세로 86mm의 작은 크기, 280g의 초경량 무게! 스마트 비틀만의
슬림함과 가벼움으로 휴대성을 높였습니다.
테블릿 PC

스마트폰

다양한 스크린 리더 지원
센스리더, 윈도우 아이즈, NVDA, 죠스, Mac/iOS Voice Over, 안드로이드용
브레일백 등 다양한 스크린 리더를 지원합니다.

+

점자형 블루투스 키보드를 통해 정교한 약자 입력 가능

5 블루투스 / 1USB

아이패드

동시연결

Mac PC
Window PC

안드로이드, iOS 태블릿과 연결하여 익숙한 점자 방식으로 데이터를 입력하고
제어할 수 있는 세계 최초의 점자형 블루투스 키보드 기능을 제공합니다.
스마트 비틀의 6점 점자키로 약자 점자입력을 하면 실시간으로 점자를 문자로
변환, 처리하여 일반적인 블루투스 키보드에 비해 데이터 입력을 보다 쉽고
빠르게 전송할 수 있습니다.

점자출력은 스크린 리더로, 점자 입력은 블루투스 키보드로
동시 처리하는 스마트한 콤보 모드 제공
스마트 비틀은 점자출력은 스크린 리더로, 점자입력은 블루투스 키보드로 동시
처리되는 다중 입출력 기능을 제공합니다. iOS의 Voice Over를 통해 한글 데이터
전송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면, 점자입력 방식을 블루투스 키보드 모드로 다중
연결하여 완벽하게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비틀은 PC와 스마트기기를 연결하여 스크린으로 출력되는 내용을 점자로 확인하고
입력과 제어가 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작고 가벼운 점자 출력기입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반영한 최적의 스마트환경을 제공하며, 1개의 USB와 5개의 블루투스로 최대 6개의 기기와
다중연결이 가능해 스크린 리더의 점자출력기와 블루투스 키보드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최대 24시간 사용시간
24시간의 사용시간으로 휴대하면서 오랜 시간 다양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