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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oBot의 광범위한 무선 기능을 통해 내부 기기들을 손쉽게 제어 하십시오. 세
련되고 아기자기한 디자인은 가정, 사무실 등 어떠한 곳에서도 자연스러운 제
품 구성을 가능하도록 해줍니다.

AfoBot을 통해 구성원과 자유롭게 대화를 나누세요. 음성 인식 기능을 통해 
각종 명령을 편하게 실행할 수 있습니다.

● 음성 명령
● AfoTalk (iOS, Android) 및 전화 자동 응답 기능
● 영상 통화 및 녹음 
● 인터넷 통화 지원
● 온/오프라인 음성 인식
● 에코 캔슬링, 소음 제어 및 자동볼륨조절
● 360° 개방형 오디오

무선 연결

음성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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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I는 개발자가 자유롭게 앱을 구성하여 이
익을 창출 할 수 있도록 Android 오픈 플랫폼 
SDK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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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y idea?

Android 기반 개방형 플랫폼

802.11 a/b/g/n
블루투스 4.0미라캐스트

1.7kg의 
가벼운 무게 액세스 포인트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위로, 아래로

카메라 회전
화면 켜,
화면 꺼

AfoBot!
음악 틀어줘~

재생, 정지, 
홈 화면

몸체 회전

IEI의 어시스턴트 로봇 AfoBot은 안드로이드를 기반으로한 개발자 친화형 제품입니다. 최신 컴포넌트 탑재 및 아기자기한 디자인을 도입해 스마트홈 
시장 선점에 큰 보탬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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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53



사무실

가정

의료시설

구성원 활동

IEI의 어시스턴트 로봇 AfoBot은 안드로이드를 기반으로한 개발자 친화형 제품입니다. 최신 컴포넌트 탑재 및 아기자기한 디자인을 도입해 스마트홈 
시장 선점에 큰 보탬이 될 것입니다.

QNAP은 IEI그룹사로써 NAS 및 소프트웨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AfoBot은 IEI의 하드웨어와 QNAP의 소프트웨어 능력이 결합된 제품으로 사용
자는 QNAP의 앱들을 언제든 손쉽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QNAP 앱 지원

음성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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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foTalk을 통해 사용자는 AfoBot을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습니다. 일정관리, 자료 공유, 주변 기기 제어, 화상 전화 등 다양한 요소들을 손 쉽게 
즐기십시오.

● AfoTalk는 Google Play와 iTunes Store에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AfoTalk 앱

엔터테인먼트 & 교육
MOD 스트리밍 :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AfoBot은 인터넷 상의 수백만 가지 음악 및 
비디오를 편리하게 실행 할 수 있습니다.

라이브 & 커뮤니케이션
AfoTalk : 앱 설치를 통해 사용자는 자신의 기기로 AfoBot과 통화할 수 있습니다. 
DJ2 : 4K 비디오 라이브 스트림 방송을 지원하는 개인 클라우드 기반의 라이브 방송 
플랫폼.

통합 NAS
Qfile : QNAP NAS의 파일 검색 및 관리 앱
Qmusic : NAS에 저장된 음악 콜렉션 스트림 감상 앱
Qvideo : NAS에 저장된 동영상 스트림 감상 앱
Qphoto : 타임라인 모드를 통한 사진 정리 및 공유 앱
OceanKTV : 나만을 위한 노래방 앱

기타
Qmarket : AfoBot 전용 앱마켓 
(주의 : 일부 국가의 경우 관련 콘텐츠가 검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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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플레이 1280 x 800 Full HD 8인치 TFT LCD

프로세서 8코어 옥타코어 Cortex-A53 SoC

터치 방식 정전식

메모리 온보드 2 GB LPDDR3 

그래픽 4K*2K H.264/H.265, 4K*2K@60Hz 

기억장치 온보드 32GB eMMC
microSD 카드 슬롯 1개 

무선 연결 

Wi-Fi 802.11 a/b/g/n 듀얼 밴드 
Wi-Fi 다이렉트 미라캐스트

블루투스 4.0 
Wi-Fi 액세스 포인트

전원 어댑터 AC 입력: 100-240V AC, 50/60Hz
DC 출력: 12V 2.5A

동작 
몸체: 360°수평 회전(자동)

카메라: 100°틸트(자동)
패널: 33°틸트(수동) 

I/O 인터페이스 
USB2.0 Type C 1개
USB2.0 Type A 1개

GbE LAN 1개 

카메라 5메가 픽셀 카메라, F2.2, FOV103º

오디오 
디지털 마이크 2개

5W 4Ω 스테레오 스피커
에코 캔슬링, 소음 제어 및 자동볼륨조절

운영 체제 호스트: Android 6.0
클라이언트: Android / iOS 

색상 팬톤 화이트(팬톤 312C포함)

크기 271 mm x 213 mm x 136 mm 

무게 1.73kg

인증 CE, FCC, BSMI

사양

도면 ( 단위 : mm)
카메라 틸트 100°

패널 틸트 33°

360° 회전

(회전 반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