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S-1100W

사무용 무선

컴팩트 스캐너!

중요한 업무 정보를 캡처하고 공유하는
것이 이보다 쉬울 수 없습니다. 진정한
무선 연결성을 갖춘 ADS-1100W는 모든
부서원들이 공유할 수 있어 문서 관리
프로세스 개선에 기여합니다.

업무 흐름을 최적화하는 기능
• 한꺼번에 양면 스캔
• 16ppm/32ipm
• 무선 연결 기본 지원
• 플라스틱 신분증 전용 슬롯
• USB 플래시 메모리로 직접 스캔
• Windows® 및 Mac과 호환
• 전문가용 소프트웨어 세트 포함

양면

20매
ADF

최대
600 x
600dpi

컴팩트하고 스타일리쉬하며,
문서를 디지털화하는 데
완벽한 스캐너입니다.
스캔은 ADS-1100W로 간편하게, 스캔 이후의 문서
편집, 관리 등은 기본으로 제공되는 전문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시면 일상 업무의 생산성과 효율성이 모두
향상됩니다.

무선 연결

제품의 특징:

플라스틱
신분증 전용 슬롯

양면 스캔

Scan to USB
기능

고품질

컴팩트하고 유연

• 최대 600 x 600dpi

• 285(W) x 103(D) x 84(H)mm의 컴팩트한 크기

• 자동 이미지 회전 (문서의 상단과 하단이 뒤집어진 경우)

• 양면 스캔

• 자동 틀어짐 조정 (문서가 스캔 라인을 벗어날 때 이를 교정)

• 명함, 플라스틱 신분증, 사진, 영수증에서부터 최대 A4
양면 문서까지 스캔

• 자동 추출
• 배경색 제거
• 빈 페이지 감지 및 제거

호환성
•T
 WAIN, WIA, ISIS 드라이버가 제공되어 각종 문서 관리
시스템에 원활하게 통합할 수 있음

빠르고 효율적
• 흑백과 컬러 모두 단면 스캔 속도는 최대 16ppm
• 흑백과 컬러 모두 양면 스캔 속도는 최대 32ipm
• 다양한 Scan to 기능: 이미지, 이메일, OCR, 파일, FTP,
SharePoint®1 및 USB 플래시 메모리
• 전용 플라스틱 신분증 전용 슬롯

사용 편리성
• 터치식 제어판
• 20매 ADF (자동 문서 급지대)
• 무선 연결 기본 지원

번들 소프트웨어
패키지 포함 항목:
ADS-1100W은 강력한 소프트웨어들이
기본으로 제공되어 문서 관리 및 업무
흐름 개선을 위한 완벽한 솔루션입니다.
사용자는 사무실을 떠나 있더라도 손쉽게
문서에 액세스해서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서를 공유해 커뮤니케이션과
협업을 증진하고 종이 문서의 사용량을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NuanceTM PaperPortTM 12SE (Windows®)
강력한 문서 관리, 편집 및 PDF 생성 프로그램으로
Microsoft® SharePoint®용 커넥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NewSoft® Presto!® PageManager 9 (Mac)
디지털화된 파일을 스캔하고 구성할 수 있습니다. 파일을
열어 편집하거나 이메일로 첨부하고 또 검색 가능한 PDF1,
HTML, RTF, TXT 파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NewSoft® Presto!® BizCard 6(Windows® 및 Mac)
편집 가능한 연락처 정보를 스캔해 Microsoft® Outlook® 및
기타 연락처 관리 시스템으로 직접 내보낼 수 있습니다.

Control Center 4 (Windows®) /
Control Center 2 (Mac)
Brother Control Center에서 문서를 더욱 효율적으로 스캔할
수 있도록 원하는 대로 환경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스캐너는 일상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모든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업무 흐름 개선
스캔

문서를 스캔한 후 검색
가능한 PDF 파일로 만들
수 있습니다.

A A

보관

강력한
A 번들 소프트웨어를
A
사용해 문서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A

A

검색

편집, 확인, 공유, 인쇄
등을 목적으로 문서를 쉽고
빠르게 불러올 수 있습니다.

ADS-1100W의 사양
MAC용 소프트웨어

일반
스캐너 종류
스캔 모드
이미지 센서
인터페이스
무선 설정
무선 보안

자동 문서 급지대(ADF), 자동 양면 스캔
컬러, 흑백 및 단색
CMOS 듀얼 CIS(접촉 이미지 센서) 2개(양면 동시 스캔을 위해
전면과 후면에 각각 1개씩 탑재)
Hi-Speed USB 2.0, 무선 802.11b/g/n
WPS, AOSS
WEP 64/128비트, WPA-PSK(TKIP/AES), WPA2-PSK(AES)

용지 사용

스캔
표준 컬러 및 흑백 스캔 속도 최대 16ppm(분당 페이지 수): A4 최대 300dpi
양면 컬러 및 흑백 스캔 속도 최대 16ppm(분당 페이지 수): 32ipm(분당 이미지 수), A4 최대
300dpi
광학 스캔 해상도
최대 600 x 600dpi (인치당 도트 수)
확장 스캔 해상도
최대 1,200 x 1,200dpi (인치당 도트 수)
컬러 심도
내부 30비트, 외부 24비트
그레이 스케일
256레벨
지원하는 파일 형식
JPEG, TIFF, & PDF(표준, 아카이브(PDF/A), 검색 가능1 및
비밀번호로 보호)
Scan to USB 기능
문서를 스캔해서 바로 USB 플래시 메모리 드라이브에 저장하므로
PC가 필요 없습니다.
Scan to E-mail 기능
문서를 바로 이메일 통신 소프트웨어로 스캔합니다.
Scan to OCR 기능
문서를 스캔해서 바로 워드 프로세싱 애플리케이션(예: Microsoft®
Word)에 저장하므로 즉시 편집할 수 있습니다.
Scan to File 기능
문서를 스캔해서 바로 컴퓨터나 네트워크에 파일로 저장합니다.
Scan to Image 기능
문서를 스캔해서 바로 사용자가 선호하는 이미지 편집 소프트웨어
파일로 저장합니다.
Scan to Searchable PDF 기능 문서를 스캔해서 PDF 파일로 저장하므로 사용자가 문서에
존재하는 단어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Scan to Mobile Devices 기능 Brother iPrint&Scan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해 모바일 기기로 직접
스캔할 수 있습니다.
Scan to FTP 기능
문서를 바로 FTP 서버로 스캔할 수 있습니다.

스캐너 드라이버
Windows®
Macintosh
Linux

Brother Control Center 2
사용하기 쉬운 Brother의 스캔 소프트웨어
NewSoft® Presto! BizCard® 6 세계적인 명함 관리 솔루션
®
®
NewSoft Presto!
PageManager® 9
문서 관리 및 공유 프로그램

ISIS2, TWAIN & WIA(Windows® 8, Windows® 7, Windows® Vista
32/64비트 버전 그리고 Windows® XP 32비트 버전)
TWAIN & ICA(Mac OS X v10.6.8, v10.7.x, v10.8.x)
SANE2

WINDOWS ®용 소프트웨어

용지 입력량
사용자 지정 용지 종류 및 크기
긴 용지 스캔
명함 스캔 지원
신용카드 스캔 지원
영수증 스캔

최대 20매
너비 51mm~215.9mm, 길이 70mm~297mm
가능, 최대 215.9mm x 863mm (한번에 한 장씩)
가능 (한번에 한 장씩)
가능 (한번에 한 장씩)
캐리어 시트를 사용할 경우 가능

반복 사용
일일 최대 분량

최대 500페이지

무게 및 크기
상자 포함
상자 제외

380(W)x170(D)x207(H)mm 2.5KG
285(W)x103(D)x84(H)mm 1.5KG

환경
전력 소비량 (스캔)
전력 소비량 (대기)
전력 소비량 (딥 슬립)
전력 소비량 (꺼짐)
음압 레벨 (활성)
음력 레벨 (활성)

14W
4W
1.5W
0.25W
47dB 이하
59dB 이하

Brother Control Center 4
사용하기 쉬운 Brother의 스캔 소프트웨어
NewSoft® Presto! BizCard® 6 세계적인 명함 관리 솔루션
Nuance™ PaperPort™ 12SE 강력한 문서 관리, PDF 생성 및 편집, Microsoft® SharePoint ®용
커넥터 포함

1
2

장비와 함께 번들로 제공되는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어 있어야 함
http://solutions.brother.com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음

연락처:

브라더인터내셔널코리아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37-22 백영빌딩 4층
대표 전화: 02-572-4350 팩스: 05-572-4368
www.brother-korea.com
모든 사양은 본 자료를 인쇄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Brother는 Brother Industries Ltd.의 등록 상표입니다.
브랜드 제품명은 각 기업의 등록 상표 또는 상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