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무 흐름을 최적화하는 기능

• 7.5ppm(페이지 당 8초)
• USB 전원 공급
• Windows® 및 Mac과 호환
• 최대 600 x 600dpi
• 컴팩트한 크기
• 전문가용 소프트웨어 세트 포함

DS-620은 문서 스캔, 공유, 구성 
작업을 쉽게 만듭니다. 나머지는 
기본으로 제공되는 업계 최고의 강력한 
소프트웨어가 알아서 처리해줍니다.

DS-620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무엇이든 스캔!

검색

가능
최대  
600 X 
600dpi



빠르고 효율적 

•  흑백과 컬러 모두 스캔 속도는 최대 7.5ppm(페이지당  
8초)

•  다음을 포함한 다양한 대상으로 스캔: 이메일, 파일, 
애플리케이션, 프린터, 공유 네트워크 폴더, OCR, FTP, 
클라우드 및 Share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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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환성

•  TWAIN 드라이버가 제공되어 각종 문서 관리 시스템에 
원활하게 통합할 수 있음

사용이 간단

• 원 터치 스캔 기술

• USB로 전원 공급

컴팩트

• 컴팩트한 크기 - 290.5(W)x52.5(D)x36.7(H) 

• 무게: 400g

고품질

• 최대 600 x 600dpi

컴팩트하고 스타일리쉬한 DS-620은 정보의 디지털화 
및 구성을 수월하게 함은 물론이고 생산성까지 
높여주도록 설계되었습니다. 

DS-620을 이용해 플라스틱 신분증, 영수증 포함, 
원하는 문서를 스캔한 후 언제든 클라우드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기기에서 문서를 열어 볼 수 
있어 언제든 필요한 데이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컴팩트하고 스타일리쉬하며 사용이 간단

제품의 특징:

원 터치 스캔 기술

고품질 컴팩트 USB 전원 공급



이동 중에도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번들 소프트웨어 
패키지 포함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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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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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oft® Presto!® PageManager 9 (Mac) 
파일을 스캔 및 구성할 수 있고, 열어서 편집하거나  
이메일에 첨부하고, 검색 가능한 PDF, HTML, RTF,  
TXT 파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DS-620은 강력한 소프트웨어들이 기본으로  
제공되어 문서 관리 및 업무 흐름 개선을  
위한 완벽한 솔루션입니다.

Button Manager V2 (Windows®)  
스캐너에 있는 버튼을 사용해서 몇 가지 Scan to 옵션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DSmobileCapture (Windows® 및 Mac)  

모바일 스캐너에서 스캔한 문서를 캡처하고 열어볼 수  
있는 유틸리티입니다.

USB 전원 공급



Contact:

브라더인터내셔널코리아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37-22 백영빌딩 4층
대표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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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장비와 함께 번들로 제공되는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어 있어야 함

일반

DS-620 사양

스캔

스캐너 드라이버

WINDOWS®용 소프트웨어

MAC용 소프트웨어

이미지 센서 CIS (접촉 이미지 센서)
용지 센서 전기-기계(Electro-Mechanical)
인터페이스 Hi-Speed USB 2.0

표준 흑백 및 컬러 
스캔 속도 7.5ppm(8초): A4 최대 300dpi
광학 해상도 최대 600 x 600dpi
확장 해상도 1200dpi
컬러 심도 내부 48비트, 외부 24비트 
그레이 스케일 256레벨
지원하는 파일 형식 JPEG, TIFF, & PDF(표준, 검색 가능1)
스캔 가능 대상  이미지, 이메일, 파일, 애플리케이션, 프린터, 공유 네트워크 폴더, 

OCR, FTP,  클라우드 및 SharePoint®1

Windows®  TWAIN & WIA (Windows® 8, Windows® 7, Windows Vista® & 
Windows® XP)

Macintosh TWAIN (Mac OS X 10.6.X, 10.7.X, 10.8.X)
Linux TWAIN 및 스캔 애플리케이션

DsmobileCapture 사용하기 쉬운 스캔 소프트웨어
Button Manager V2 이메일, 파일, 애플리케이션, 폴더, FTP, 프린터로 원터치 스캔
NuanceTM PaperPortTM 12SE PC에서 문서를 스캔, 공유, 검색 및 구성
NewSoft® Presto!® BizCard 6 세계적인 명함 관리 솔루션

DsmobileCapture 사용하기 쉬운 스캔 소프트웨어
NewSoft® Presto!® BizCard 6 세계적인 명함 관리 솔루션
NewSoft® Presto!®  
PageManager 9 문서 관리 및 공유 프로그램

무게 및 크기

정격 전력 USB bus-power 5V DC

전력 소비량 (스캔) 2.5W

전력 소비량 (대기) 1W

음압 레벨 (활성) 50dB

상자 포함 352(W)x232(D)x60mm(H) 980g
상자 제외 290.5(W)x52.5(D)x36.7(H) 400g

용지 사용

용지 입력량 1매
용지 크기 너비 55mm~215.9mm, 길이 90mm~812.8mm
용지 무게 60g/m2 ~ 105g/m2

환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