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용이 간편한  
고속 비즈니스  
문서 스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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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S-2200은 1분에 최대 35페이지의 스캔이 가능한 고속 
스캐너입니다.

Brother의 이전 세대 동급 스캐너 제품(ADS-2100)보다 45% 더 빠르게 
하드 카피 문서를 디지털 문서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높은 효율 
및 전문가 수준의 속도를 자랑하는 ADS-2200의 크기는 놀라울 정도로 
작습니다. 용지 받침 (output tray)을 스캐너 본체 내부로 편리하게 
접어 넣으면 A4 용지 1장 정도의 면적을 차지합니다. 따라서 크기가 
제한된 업무 공간, 가정 내 테이블 및 사무실 책상 위에서 사용하기에 
매우 적합합니다.

작지만 강력한 신형 데스크탑  
문서 스캐너

50장 용량의 자동 문서 급지대에는 다양한 크기 및 무게의 문서
(A4 용지의 계약서, 지출 비용 영수증, 고객용 양식, 양각이 포함된 
플라스틱 신분증 등)를 공급할 수 있으므로 다양한 문서 스캔 작업을 
한 번에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데 유용합니다.

따라서 비즈니스용으로 설계된 ADS-2200은 견고한 롤러 구조를 
통해 오랫동안 사용자 곁에서 일상적인 양면 계약서나 다양한 유형의 
문서를 스캔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스캔 작업을  
대량으로 처리



ADS-2200 구매 시 Windows 및 MacOS용 명함 및 문서 관리 
소프트웨어가 무료로 제공되므로 PDF 및 다양한 문서를 생성 및 
편집할 수 있습니다.

본 제품은 스캐닝 후 OCR(Optical Character Recognition) 처리를 
지원하므로 디지털 문서의 내용을 쉽게 검색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따라서 문서 보관 규정을 준수하고, 재해 복구에 대비하고, 
부서별로 온라인 아카이브를 구성하여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펀치 홀 제거, 이미지 자동 회전 및 빈 페이지 건너뛰기 등 풍부한 
이미지 처리 기능을 통해 디지털 문서를 최적화하여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수작업을 통해 문서를 준비하고 수정하는 데 
할애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문서를 입력하여 유용한 디지털 
백업 파일을 출력

최대 50매 자동 문서 급지대(ADF)를 통해 다양한 용지를 처리 
(영수증 및 플라스틱 신분증 등)

고속 USB 2.0 단자를 통해 쉽게 연결

최대 35ppm/70ipm의 고속 양면 컬러 스캐닝

검색 가능한 PDF, 파일, 이메일, OCR, 이미지,  
USB 호스트 드라이브에 전송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

신뢰할 수 있는 Windows 및 Mac용 문서 및 명함 관리  
소프트웨어 포함

ADS-2200 문서 스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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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이 간편한 ADS-2200 데스크탑 스캐너는 최대 35ppm의 빠른 
스캔 속도로 다양한 매체(양면 문서, 영수증 및 양각이 포함된 
플라스틱 카드 등)를 처리하므로 광범위한 비즈니스 스캐닝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최적의 솔루션입니다.

사양



모든 사양은 본 자료를 인쇄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Brother는Brother Industries Ltd.의 등록 상표입니다. 
브랜드 제품명은 해당 기업의 등록 상표 또는 상표입니다. 
2017년 12월

브라더인터내셔널코리아㈜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413(삼성동, 백영빌딩 4층)
Tel : 02-572-4350  Fax : 02-572-4368
www.brother-korea.com l 고객센터 : 1577-3340

일반

최대 35ppm/70ipm의 속도로 컬러 및 흑백 양면 문서를 스캔(A4 300dpi 기준)

최대 50매 자동 문서 급지대(ADF)2

스캔 해상도 - 600 x 600dpi(광학 스캔) 1200 x 1200dpi(확장)1

Energy Star 인증

크기(mm): W 299 x D 206 x H 178

액세서리 (별매): CS-A3301 캐리어 시트 (2개입), PRK-A3001 롤러킷 (픽업롤러 2개, 분리롤러 1개, 브레이크 롤러 
1개)

연결

고속 USB 2.0

Scan to

PDF(단일 페이지, 여러 페이지, 고압축, 검색 가능1, 보안, 서명, PDF/A-1b), TIFF, JPEG(그레이스케일/컬러) 

파일1, 이메일1, OCR1, 이미지1, USB 메모리(최대 64GB), PC로 직접 스캔

 문서 취급

문서 교정1: 자동 틀어짐 조정, 자동 이미지 회전3, 페이지 끝 감지3, 배경 처리3, 가장자리 채우기3, 자동 컬러 감지 
및 조정, 여백 설정

이미지 품질1: 흑백 임계값 조정, 그레이스케일 조정, 컬러 톤 조정, 컬러 드롭3, 문자 향상3, 반전 스캔3, 가장자리 
강조3, 괘선 제거3, 노이즈 감소, 펀치 홀 제거3

급지 제어1: 플라스틱 카드 모드, 캐리어 시트 모드, 빈 페이지 건너뛰기, 단일 페이지 스캔, 문서 이벤트 캡춰,  
1 to 2 스캔3, 2 to 1 스캔3

용지 무게 범위 - 50 - 209gsm

분리 방식 - 수동 롤러

지원하는 운영 체제/드라이버

Windows, macOS 및 Linux 운영체제 지원

Windows의 TWAIN, WIA, macOS의 ICA, Linux의SANE 지원

소프트웨어

Windows PC용 Windows1 iPS / Nuance® PaperPort 14 SE / NewSoft® Presto!® BizCard OCR / Remote Setup

MacOS용 Mac1 iPS / NewSoft® Presto!® PageManager® / NewSoft® Presto!® BizCard OCR / Remote Setup

ADS-2200 사양

Brother의 모바일, 데스크탑 및 
전문가용 스캐너 포트폴리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Brother 본사로 전화주시거나 
www.brother-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ADS-2200

1  브라더 솔루션 센터(http://solutions.brother.com)에서 
다운로드한 소프트웨어 사용 시 지원합니다.

2  용지 무게에 따라 용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Windows® 에서만 지원합니다.

http://www.brother-kore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