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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ll always be there for you.

뷰엠 헬스케어

셀프시력검사기
VAA-2000PC



모르면 적색버튼을 누르세요

검사가 진행되면 나타나는 그림과 같은 모양의 그림을 가이드
(검은색 배경)에 보이는 방향대로 손잡이를 미세요

1

사용자 편의 기능

오토커팅

다국어 음성지원

한국어, 영어, 옵션(다국어 지원)

얼굴을 가까이 대고
음성 안내 후 시작하세요

조작이 쉽고 빠른검사 (30초 이내)

사용자는 접안경을 통하여 그림을 보며 손잡이를 움직이고 
그림이 흐릿하거나 구분 할 수 없으면 적색버튼을 누르세요. 
이 검사기를 처음 사용하는 사람일지라도 음성안내를 받아 
쉽게 검사를 마칠 수 있습니다

쉬운 작동

셀프시력 검사기 간단 사용 방법

어디서나 설치 가능한 BODY

공간제약 없는 VAA-2000PC

크고 무거운 다른 시력 검사장치와는 달리 상대적으로 
가볍고 이동이 용이하고 크기가 작아 공간제약 없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설치하고 검사가 가능합니다

잘 안보이거나 모를 때는
적색버튼을 누르세요

손잡이를 움직이는 방향
으로 적색빛이 표시됩니다

검사가 완료되었을 때 열전사 프린터를 통하여 자동으로 시력
검사거리와 시력값이 출력되고 용지는 자동절단 되어 나옵니다

셀프 시력 검사기
VAA-2000PC는 사용자가 접안렌즈에 가까이 가면, 검사가 자동으로 시작되어 검안자 없이 스스로 시력을 
검사 할 수 있는 장비 입니다

VAA-2000PC 셀프 시력 검사기로
간편한 시력검사를

VAA-2000PC에 이마를 대면 자동으로 검사를 시작합니다



감열지 절약 모드 기능

감열지에 출력되는 글자를 부분적으로 제한 할 수 있는 기능
을 제공하여 감열지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노인도 간단한 동작만으로 사용 할 수 있어 검사시간이 빠르고 편리합니다
셀프 시력 검사기로 더욱 편안하게 눈 건강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기능

저시력 알림기능

사용자가 시력을 검사한 결과 값에 따라 저시력 알림기능을 
지원합니다

원거리(5M) 또는 근거리(50CM)시력측정모드 SINGLE(단안검
사), BOTH(단안/양안검사), QUICK(빠른단안검사), OTHERS
(OEM) 모드

*기본 : 원거리(5m)
 옵션 : 원거리(5m) / 근거리(50cm)

후면의 설정판은 설정상태를 녹색 LED로 표시하여 현재 운용
되는 상태를 확인하는데 편리합니다

검사모드 선택

다양한 검사 프로그램

광고 효과 기능

원하는 프로모션 문구를 시력 검사 결과가 표시된 용지에 
표기하여 광고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옵션)

VAA-2000PC는 3종류의 시력 단위 선택이 가능합니다
A type:Decimal(0.1)
B type:feet(200) 
C type:Meter(60)

VAA-2000PC
날짜 : 2015 04/09  11:49
번호 : 00179
위치 : 

당신의 시력 (3M)
 (1) 우안 : 1.5
 (2) 좌안 : 1.2

시력 검사 결과

이름

광고

PC 단위설정 선택

시력결과 데이터 전송(옵션)

RS 232C 시리얼 포트를 통한 연동 지원

VAA-2000PC는 다른 기기와 연결하여 데이터를 쉽고 편리하게 
전송할 수 있습니다(옵션)

화면을 터치하거나 조이스틱과 버튼을 이용하여 간편하게
색각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끝난 뒤 바로 결과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색각 검사



Mail: sell@viewmtechnology.com  
Web: www.viewmtechnology.com

대리점

SPECIFICATION     
VAA-2000PC 

품명

측정거리

시표

전원

규격

색각 LCD 크기 

측정범위 A 단위

측정범위 B 단위

측정범위 C 단위

제어장치

프린터

후면 패널

소프트웨어

악세서리

셀프시력검사기 

기본:원거리(5m) / 옵션:원거리(5m) & 근거리(50cm)  

그림시표

DC +12V 5.0A (전원 어댑터)

276.6(가로)x331.95(세로)x518.14(높이)mm

10.1inch

1개(전면)

2개(전면, 후면)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2, 1.5, 2.0

200, 100, 66.7, 50, 40, 33.3, 28.6, 25, 22.2, 20, 16.7, 13.3, 10

60, 30, 20, 15, 12, 10, 8.6, 7.5, 6.7, 6, 5, 4, 3

조이스틱과 버튼

감열식 프린터

볼륨 : 부저음, 안내음성

옵션1 버튼 : 단안, 양안, 퀵검사, 그외

옵션2 버튼 : 작동, 시간, 설정, 단위

페이퍼 피드 버튼 : 프린트 용지 출력

외부장치연결 : 시리얼포트(RS232C)

전원스위치, 전원단자

윈도우CE, Application

사용설명서, 파워 어댑터, 파워코드, 먼지덮개

15809 경기도 군포시 흥안대로 25 다송빌딩 4층
Tel. 070 7730 2352  Fax. 031 453 2399

시표 OPTION

란돌트 고리 시표

한글 시표

숫자 시표

그림 시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