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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덱스 V5 점자프린터



비욘 로프스테드, 인덱스 브레일 CEO 

- 20개  언어로 지원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사용자 매뉴얼의 의존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점
자프린터의 시장은 작습니다. 매년 수천 대가생
산되며, 고급 스포츠카 브랜드 람보르기니의연
간 총 생산량보다 약간  더 많습니다. 이러한시
장에서 우리는 협업을 통하여  많은 성공적인목
표를 이룩할 수 있었습니다.

2015 년부터  인덱스사는 인덱스 고유기술 플랫
폼을 사용하는 점자 프린터의  OEM으로서 다른
회사들과 협력 해 왔습니다.

우리의 노력은 손쉬운 점자 인쇄를 목표로 향해
계속됩니다. 여러분의 동참을 환영합니다. 

개인화 사회 그리고 정안인과 시각장애인 모두를 
위해 문맹퇴치는 우리 제품의 성공적인 개발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오늘날 시각장애인의대다수가 문맹이라는 현실
이 매우 유감입니다. 문맹은 인생에서 기회를
박탈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시각장애인
도 동일한 기회를 가지고 있음을 확신합니다.

인덱스 사는 점자 인쇄를 단순화하여 점자 문서를 
시각장애인이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저는 이것이 시각장애인들의 문맹률을 낮추고 더 
많은 수의 성공한 시각장애인을 배출하리라 믿고 
있습니다.
저는 현대의 점자 출판 시장을 현대화하는데 
중요한  이정표라 할 수 있는  팬폴드 - D를  자랑
스럽게 소개합니다.
우수한 성능, 매력적인 기능, 손쉬운 유지 보수 
및 경쟁력 있는 가격은 수년간 고속 연속용지 
점자프린터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팬폴드-D V5,  브레일박스 V5,  에베레스트-D V5
및  베이직-D V5  인덱스 점자프린터 포트폴리오
가 완성되어 모든 시장 요구를 지원합니다.

인덱스 V5 프린터 내부의 강력한 Linux 컴퓨터는 
다음과 같은 기회를 부여합니다.
- 인덱스 다이렉트 브레일(idB).   Word/PDF문서
를 점자 정자  또는 약자로 직접 변환 할 수  있습
니다. 점자 편집기를 구입할 필요가없습니다.

- 웹  응용  프로그램은 프린터  내부에서  구현됩
니다. 모바일  인쇄를 지원하며, 점자파일을 미리
보기 및 편집, 점자프린터 상태, 점자프린터 설정
과 원격지원이 가능합니다.

- 아카펠라 언어는 여러나라의 언어로 지원되며
또한 , 한국어로도 사용자를 안내합니다.

- Wi-Fi, 유선 네트워크및  USB로 연결 가능하며
이를 통하여 인쇄가가능합니다.

- USB 메모리에서 직접 인쇄가가능합니다.

모바일 프린팅 사용 가능



www.indexbraille.com

팬폴드-D
고속 연속용지 점자프린터

시간당 1,000 페이지 인쇄 
방음장치 내장, 소음감소       
인터넷을 통한 원격지원    
고품질의 점자 그래픽 구현
손쉬운 현장 유지 보수        
스마트 사용자 인터페이스

팬폴드-D V5는 입증 된 브레일박스 V5 기술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고속 점자프린터 입니다. 우수한 점자 품질, 고속, 낮은 유지 보수비용 및 
가격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팬폴드-D의 기본 구성은 간단합니다. 
브레일박스의  점자출력 및 전자 모듈,  베이직-D의  용지  공급 기술,  인덱스 
방음장치의 소음 감소 기술을 사용합니다. 
이 간단한 원리를 조합하면 탁월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팬폴드-D는 완성품으로 공급되며 쉽게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베이직-D
연속용지 점자프린터

시간당 310 페이지 인쇄
콤팩트한 디자인과 경량의 제품 설계 
사용자 정의 용지 크기
모바일 프린팅 지원
연속용지 트랙터를 사용하여 용지 공급
신뢰도가 가장 높음.

베이직-D V5는 연속용지를 위한 휴대 가능한 강력한 점자프린터입니다. 
우수한 성능과  탁월한  가격  경쟁력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판매 된    
점자프린터입니다.  트랙터 용지공급 설계는 지속적 용지공급의 신뢰성
과  장시간의  점자 출력을  보장합니다.  베이직-D의 콤팩트한 디자인은 
어느 장소이던 손쉽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용자의 가까이에서  
여러 형태의 점자를 손쉽게 출력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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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베레스트-D
다양한 출력이 가능한 낱장 용지 점자프린터

시간당 400 페이지 인쇄가능
고품질의 점자 그래픽 구현
중철 제본용 책자 인쇄
사용자 정의 용지 크기
모바일 프린팅 지원

에베레스트-D  V5는 개인용은 물론 점자 출판까지 광범위한 사용자의  요구
를 충족합니다. 수십 년 동안 에베레스트-D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낱장 
용지 전용 점자프린터였습니다. 조절 가능한 낱장 용지 급지 장치 및 사용자 
정의 용지 설정을 통해  에베레스트-D는 종이, 명함, 레이블  또는 얇은 두께 
플라스틱등  거의  모든 유형의 재질에 점자를 인쇄 할 수 있습니다.
독특한 낱장 급지 장치는 낱장 용지 공급에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인기있는 점자프린터 경험의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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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음장치
에베레스트-D 및 베이직-D V4 또는 V5 적용 가능

www.indexbraille.com

탁월한 소음 감소 효과
점자프린터 팬을 이용한 환기
환기용 소음 머플러
케이블 구멍 용 머플러
완성 제품으로 공급됩니다 

베이직 V4 또는 V5의 방음장치에는 용지 절단 
장치가 내장되어 있으며 소음수준을 63dBA로 
저감. 최대 100장의 용지를 장착 가능 

에베레스트 V4  또는  V5의  방음  장치는 최대 A3 
또는 11 X 17  인치  용지  크기를   지원하고  소음 
수준을  58dBA로 저감. 50 장의 낱장 용지를 장착 .



브레일박스
고속 낱장용지 점자프린터

시간당 900 페이지 인쇄가능
중철 제본용 책자에 최적화 됨
전동식 점자 트레이
고품질의 점자 그래픽 구현
모바일 프린팅 지원

브레일박스 V5는 낱장 용지를 위한 고속 점자 점자입니다.  A3 또는 11x17 인치  용지에  중철  제본 형식의 
점자 도서 제작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브레일박스  V4가  2011 년에  처음  소개  된  이래  일반적인 기술 
개발 외에도 V5 모델은 내구성이 중점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2012년  이후  브레일박스는  세계 시장에서 
가장 많이 판매 된 대형 점자 프린터입니다.
브레일박스는 5개의 국제적으로 알려진 디자인상을 수상했습니다. 뛰어난 디자인으로 모든 면에서 사용자
에게 친숙합니다.  내부가 보이는 유리창 구조, 명암의 간결한 색상과 프린터의 동작 상태를 제품의 표면에 
표시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성공적인 브레일박스 디자인이 이제 모든 인덱스 점자프린터에 구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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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덱스 다이렉트 브레일 (idB)
• 텍스트 직접 인쇄 지원, 점자 페이지 레이아웃 형식 지정 및 
  페이지 번호삽입 자동 추가.
• 점자번역은 정자 또는 약자 로 점역 가능.
• 140 개 이상의 언어 지원.
• IdB는 무료입니다. 어떤 등록과 라이선스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웹 인터페이스
점자가 네트워크에 연결되면 웹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브라우저에서 점자프린터 IP 주소를 입력하여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 가능.
• 네트워크에 연결된 모든 장치(휴대폰, iPad, 랩톱 및 컴퓨터)를 지원합니다.
• 크롬, 파이어폭스 등 모든 주요 브라우저를 지원합니다.
• .doc, .docx, .txt  및  pdf에서 점자 문서를 인쇄할 수 있습니다.
• 점자프린터 상태를 원격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무선 연결
• 표준 통신 프로토콜을 사용합니다 .
• 듀얼 밴드 Wi-Fi 지원.
• 블루투스 하드웨어 포트. 

USB 메모리 지원
USB 메모리 드라이브를 V5 프린터의 USB 호스트 포트에 삽입하십시오.

• 문서를 점자로 직접 인쇄가 가능합니다.
• 점자프린터 펌웨어를 업그레이드할 수 있습니다.
• 기 설정 된 레이아웃을 백업하고 복원할 수 있습니다.
• 손쉬운 기기 동작 및 사용을  위하여  합성 음성 지원. 

스마트 유저 인터페이스
• 텍스트 및 점자로 지원되는 기기 제어판.
• 모든 스마트 장치와 유사한 메뉴 구조.
• 다국어 합성 음성 지원.
• 대화형 사용자 인터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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