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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를 넘어...

실용적이면서 작은 사이즈
소형 문서 스캐너는 협소한 공간에 이상적입니다. A4 용지보다 
약간 더 큰 공간만 있으면, 사무실을 깔끔하고 넓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용지 처리
20매 용량의 ADF(자동 문서 급지대)가 최대 128gsm의 용지를 
손쉽게 처리합니다. 또한 카드 전용 슬롯이 장착되어 최대 
1.02mm 두께의 플라스틱 신분증을 간단히 스캔합니다.

고성능
분당 최대 25매까지 스캔하므로 문서를 파일, 이메일 서버, 
USB 호스트, 네트워크로 신속히 저장할 수 있으며, PC로 직접 
스캔도 가능합니다.

소형 문서 스캐너로 일상적인 문서 스캔 
작업이 편리해집니다. 종이 문서를 쉽게 
스캔하여 디지털 파일로 변환할 수 있기 
때문에 업무 관련 종이 사용량을 줄이고, 
문서 보안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편리한  
문서 스캔



Portable
document
scanning

업계 최고의 소프트웨어
ADS-1200 및 ADS-1700W를 구매하면 기본으로 제공되는 
Nuance Power PDF로 문서를 손쉽게 변환, 편집, 공유할 수 
있습니다.

ADS-1200으로 외부에서 스캔하기
이제 사무실 밖에서도 종이 문서를 스캔하여 저장할 수 
있습니다. ADS-1200를 노트북에 연결하기만 하면 필요할 때 
언제든지 문서를 스캔할 수 있습니다.

ADS-1700W의 바로 가기 버튼으로  
시간 절약
각기 다른 장소로 더욱 편리하게 스캔할 수 있습니다.  
자동 스캔 시작 기능으로 반복적인 작업에 드는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문서를 ADS-1700W에 넣는 순간 
스캔이 자동으로 시작됩니다. 자주 사용하는 저장 장소를 
터치스크린에서 원터치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데스크톱  
스캐너

 
 
작지만 강력한



25ppm / 50ipm의 양면 컬러 스캔 속도

20매 용량의 자동 문서 급지대(ADF)

Micro-B USB 3.0 Bus power 방식

플라스틱 카드 전용 슬롯

PC 및 USB 호스트로 스캔

업계 최고의 Nuance Power PDF 소프트웨어

ADS-1200

휴대 가능한  
소형 문서 스캐너

WIRELESS

COPYPRINT SCAN FAX WIRELESSSCAN

스캔



25ppm / 50ipm의 양면 컬러 스캔 속도

20매 용량의 자동 문서 급지대(ADF)

무선 네트워크 연결 가능

자동 스캔 시작 기능의 제로 터치 스캐닝

플라스틱 카드 전용 슬롯

사용이 편리한 7.1cm 크기의 컬러 터치스크린에  
바로 가기 최대 20개 생성

PC, 이메일 서버, 네트워크 FTP/SFTP,  
사용자 지정 워크플로 및 USB 호스트로 스캔

업계 최고의 Nuance Power PDF 소프트웨어

ADS-1700W

스마트한  
소형 문서 스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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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하면서 
작은 크기



 
일상적인  
문서 스캐닝



사양 및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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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취급

최대 20매 용량의 자동 문서 급지대 (ADF) 용량2

문서 1매 크기: 51 x 51 mm(최소), 215.9 x 297 mm(최대). 긴 용지 최대 215.9 x 863mm

무선 네트워크 TCP/IP (IPv4) (IPv6) IEEE 802.11b/g/n(인프라 모드), IEEE 802.11g(Wi-Fi 직접 연결)

SuperSpeed USB 3.0

고속 USB 2.0

플라스틱 신분증 크기: 세로: 51 x 80mm(최소), 55 x 90mm(최대). 두께: 0.76 - 1.02mm. 양각: 최대 1.24mm

소모품

용지 무게(두께): 51.8gsm - 200gsm(종이 1매), 51.8gsm - 128gsm(여러 용지 또는 긴 용지)

연결

스캔 기능

스캔 해상도 최대 600 x 600dpi(스캐너), 1200 x 1200dpi(드라이버)1

이미지 품질: 그레이스케일 레벨 조정, 흑백 레벨 조정3, 컬러 톤 조정, 컬러 드롭3, 가장자리 강조, 압축, 펀치 홀 제거3, 문자 
향상3.
문서 교정: 틀어짐 자동 교정, 페이지 끝 감지3, 자동 이미지 회전3, 배경 처리3, 가장자리 채우기3, 자동 컬러 감지, 빈 페이지 
건너뛰기3, 여백 설정3. 

급지 제어: 단일 페이지 스캔, 2 to 1 스캔3, 플라스틱 카드 모드

Secure Function Lock 3.0, 터치스크린 설정 잠금

자동 스캔 시작, 스캔 다시 시작, 연속 스캔

사용자 인터페이스

7.1cm LCD 컬러 터치스크린

LED 및 키

스캔 대상 옵션

이메일1, OCR1, 파일1, 이미지1, USB 스틱, PC로 직접 스캔

이메일 서버, 25개의 네트워크 및 FTP/SFTP 장소, 사용자 워크플로, 20개의 터치스크린 바로 가기

지원 파일 형식: TIFF(흑백 전용), JPEG(그레이스케일/컬러), PDF,
보안 PDF, 서명된 PDF, PDF/A-1b, 검색 가능한 PDF1 - A-1a, A-1b, A-2a, A-2b, A-2u, A-3a, A-3b, A-3u

소프트웨어 / 드라이버 다운로드1

1 지원되는 모든 소프트웨어는 Brother Solutions Centre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upport.brother.com에서 확인하십시오.
2 용지 무게에 따라 용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Windows 전용

Brother의 모바일, 데스크톱 및 전문가용 스캐너 포트폴리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역 Brother 대리점이나 www.brother-korea.com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사양은 고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Windows: Brother iPrint&Scan, Nuance® PaperPort SE 14, Nuance® Power PDF, Remote Set-up. 
macOS: Brother iPrint&Scan, Remote Set-up

Windows: TWAIN, WIA. macOS: TWAIN, ICA. Linux: SANE

최대 25ppm / 50ipm(AC adapter connected)의 속도로 컬러 및 흑백 양면 문서 스캔(해상도 300dpi)

최대 5ppm / 10ipm(USB Bus powered)의 컬러 및 흑백 스캔 속도

iPrint&Scan Mobile 앱을 사용하는 iOS/Android

용지 분리 패드 : SP-2001C

픽업 롤러 : PUR-2001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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