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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other 데스크톱   문서

 
스캐너

Capture. 
Optimise. 
Collaborate.



집, 사무실, 혹은 이동 중에도 원격으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

스캔 데이터를 관리, 보관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장소를 가리지 않는 원격근무 정보 보안

체계적인 데이터 정리

주요 문서와 데이터를 백업해 데이터 손실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기존 시스템 및 프로세스와 간편하게 통합되어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통합

디지털 협업

문서를 쉽고 빠르게 캡처, 전송, 수신하세요.
다수의 사용자가 디지털 문서에 동시 접속해
어디서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용으로 설계된 
Brother 스캐너는 사용자 
친화적인 손쉬운 사용법을 
통해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간소화합니다. 

문서의 내용을 지능적으로 포착, 최적화하여
간편하게 협업할 수 있습니다.
Brother 스캐너는 양면 A4 문서는 물론, 명함, 
영수증, 여러 장의 문서 등 비즈니스에 필요한 
모든 스캔을 지원합니다.



파일 최적화

문서를 스캔하면 광학문자인식(OCR) 기능으로 데이터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문서의 정보를 캡처하여 내용을 

검색할 수 있으므로 원하는 내용을 찾기 위해 파일을 

일일이 열고 닫을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에 대한 컴플라이언스

기업들 사이에서 컴플라이언스가 필수 요소가 되고 있는 

가운데 문서를 디지털화함으로써 법적, 규제적 요건을 

준수하기 위한 전반적인 프로세스가 간소화됩니다. 

스캔한 문서를 감사 목적에 맞게 손쉽게 인덱싱하여 

정리해 보세요.

친환경 사무실

인쇄물과 스캔하여 디지털화된 자료 사이의 균형을 

개선하여 기업의 탄소 발자국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공간 절약 

불필요한 문서 작업을 없애 사무 공간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종이 문서의 양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많은 

공간을 차지하는 서류 보관용 캐비닛이나 파일들을 

사무실 내 어디든 둘 수 있는 하나의 서버로 대체하세요.

운영비 절감

Brother의 모든 스캐너는 대용량 스캔 기능과 강력한 

롤러 시스템을 갖춘 제품으로, 스캐너 사용에 따른 

유지비용을 낮췄습니다.

문서 보안 

개인 정보가 포함된 문서처럼 보안이 중요한 서류라면, 

브라더 스캐너를 사용해 암호화된 디지털 파일로 보관해보세요.  

브라더로 보다 안전하게 개인 정보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스캔, 왜 해야 하나요?

대용량 스캔 

효과적인 스캐닝으로 종이 문서 워크플로에 대한 의존성을 줄이면 단순히 간편하게 공유할 수 있는 
검색 가능한 파일을 생성하는 것보다 더 큰 이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체계적인 디지털 워크플로를 
제공하는 Brother 스캐닝 제품군으로 데이터 보안을 강화함과 동시에 디지털 감사 추적 기록과 
비용 절감 등 최적의 업무 환경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업무량이 많은 환경을 위해 설계된 Kofax인증 Brother 데스크톱 
스캐너 라인업은 각종 대용량 문서를 쉽고 빠르게 스캔하여 
보관할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두께나 재질의 용지가 뒤섞인 여러 페이지의 문서도,
엠보싱 처리가 된 플라스틱 카드도, Brother 데스크톱 스캐너는
Separation Switch*기능으로 연속 스캔할 수 있습니다.

* Separation Switch 및 초음파 다중 급지 감지 센서 지원 제품: ADS-4300N, 
ADS-4700W, ADS-4900W

다양한 재질의 문서를 연속으로 자동 스캔합니다. 각기 다른 두께의 
용지로 제작된 명함에서 접힌 A3 인쇄물까지 다양한 문서를 동시에 
급지할 수 있습니다.

초음파 다중 급지 감지 센서는 음파를 통해 급지 오류를 감지하여 
경고 알림을 표시합니다. 이를 통해 문서 손상이나 데이터 손실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문서와 카드를 동시에 자동 급지 직관적인 용지 경로

초음파 다중 급지 감지 센서

문서를 정렬해 고품질의 스캔을 제공합니다. 혼합된 배치를 정확히 
스캔, 처리하므로 급지 오류와 용지 걸림 문제가 줄어듭니다.

대용량 스캔 기능과 안정적인 롤러 시스템을 통해 유지보수를 
낮추고 스캐너가 중단되는 시간을 줄여줍니다. 또한 용지가 걸릴 
경우, 직관적인 용지 경로에 손쉽게 접근해 제거할 수 있으며, CIS 
청소 알림이 장치 청소를 알려주므로 서비스센터에 따로 연락할 
필요 없이 편리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손쉬운 유지보수 



이미지 캡처 소프트웨어
Brother 스캐너에는 하드 카피를 효과적으로 스캔해 
데이터를 캡처하여 워크플로를 간소화할 수 있는 종합 
소프트웨어 제품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업계 일류 소프트웨어를 통해 문자와 이미지를 자유롭게 
검색해 정보를 추출하고 콘텐츠를 최적화하거나 공유하여 
문서를 소중한 데이터 리소스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브라더 ScanEssentials브라더 ScanEssentials
ScanEssentials 빌트인 소프트웨어로 간편한 고품질의 이미지 캡처 최적화 기능을 사용해 보세요.

ScanEssentials가 제공하는 간편하고 직관적인 스캐닝 기능과 워크플로, 그리고 맞춤형 스캔 기능으로 소중한 데이터 
리소스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스캔한 이미지에 쪽수, 날짜, 시간, 맞춤형 참고 정보를 전자 인쇄하여 
손쉽게 참고하고 스캔한 페이지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 처리 기능을 통해 쉽게 판독할 수 있는 선명한 문서를 생성하며 
공유하기 쉽도록 파일 크기를 조절하고 깔끔한 인쇄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바코드나 특정 문자열을 판독하여 문서 분리나 파일 
이름 지정을 위한 메타데이터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임프린터

문서 분리 기능1

고급 이미지 처리 기능

메타데이터1

자동 문서 급지대(ADF)에 문서가 추가로 놓여 있는 
경우에도 Zonal OCR 또는 Barcodes 기능을 사용해 특정 
개수의 단면 이미지나 용지를 토대로 파일을 캡처하고 
생성할 수 있습니다.

직관적인 사용자 경험을 바탕으로 자주 사용하는 스캔 설정을 
저장하여 일상 업무에 편리하게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워크플로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기존 파일에 스캔한 페이지를 추가하거나 페이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캔한 데이터를 TEXT, 
CSV, 또는 XML 형식의 인덱스 파일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간편한 워크플로 

파일 편집 및 인덱싱 기능1

업계가 인정한 소프트웨어

Kofax  
PaperPort SE™

Kofax  
Power PDF Standard

NewSoft  
Bizcard

NewSoft  
ImageFolio

개인이나 조직이 간단한 통합 솔루션에서 문서를 
스캔, 공유, 검색, 정리할 수 있습니다.

워드, 파워포인트, 엑셀 또는 이미지 파일에서 PDF 
파일을 생성, 변환, 조합할 수 있습니다.

명함 정보를 스캔, 편집하고 각종 연락 관리 
소프트웨어 앱과 동기화할 수 있는 통합 
연락처 관리 솔루션입니다.

스캔한 사진, 이미지, 그림 등을 
처리하는 종합 멀티미디어 이미지 처리 
프로그램입니다.

캡처한 문서를 통해 더 많은 작업이 가능한 업계 최고의 문서 관리 소프트웨어가 포함됩니다.

1 - standard version only



사용자 터치스크린 전용 기능을 
탑재한 고성능의 유무선 
네트워크 스캐너

ADS-4900W

ADS-3100

고속 데스크톱 스캐너

분당 최대 120개 이미지 양면 스캔

100매 자동 문서 급지대(ADF) 

56개 단축키 지정 가능한 10.9cm 터치스크린

개인화된 다중 사용자 경험

안전한 워크그룹 공유

USB 호스트로 직접 스캔

Mobile Connect 앱

TWAIN(Win, macOS), WIA, ISIS, Linux SANE 드라이버  
호환 가능

AirPrint 스캔 지원

고급 이미지 처리 및 배치 스캔

Auto Start 스캔, 초음파 다중 급지 감지 센서, Separation 
Switch, 스캔 미리보기, CIS 청소 알람 기능

ADS-4300N

고속 네트워크 데스크톱 스캐너 분당 최대 80개 이미지 양면 스캔

80매 자동 문서 급지대(ADF) 

3개의 단축키 지정 가능

USB 호스트로 직접 스캔

Mobile Connect 앱

TWAIN(Win, macOS), WIA, ISIS, Linux SANE 드라이버  
호환 가능

AirPrint 스캔 지원

고급 이미지 처리 및 배치 스캔

초음파 다중 급지 감지 센서, Separation Switch 기능

분당 최대 80개 이미지 양면 스캔

60매 자동 문서 급지대(ADF) 

USB 호스트로 직접 스캔

TWAIN(Win, macOS), WIA, ICA, Linux SANE 드라이버 
호환 가능

고급 이미지 처리

ADS-4700W

분당 최대 80개 이미지 양면 스캔

80매 자동 문서 급지대(ADF) 

56개 단축키 지정 가능한 10.9cm 터치스크린

개인화된 다중 사용자 경험

안전한 워크그룹 공유

USB 호스트로 직접 스캔

Mobile Connect 앱

TWAIN(Win, macOS), WIA, ISIS, Linux SANE 드라이버 호환 
가능

AirPrint 스캔 지원

고급 이미지 처리 및 배치 스캔

자동 시작 스캔, 초음파 다중 급지 감지 센서, Separation Switch, 
스캔 미리보기, CIS 청소 알람 기능

사용자 터치스크린 전용 기능을 탑재한 고속 
유무선 네트워크 스캐너



LAPTOP SCANNER 

스펙 및 기능

일반 정보
0.9cm 컬러 터치스크린

LED 및 키

SuperSpeed USB 3.0, USB 2.0 호스트(후면) 

무선 네트워크 인터페이스(10Base-T/100Base-TX)

2.4GHz: IEEE 802.11b/g/n, Wi-Fi DirectTM 802.11g/n

5GHz: IEEE 802.11a/n

스캔 해상도 최대 600 x 600dpi(디바이스), 1200 x 1200dpi(드라이버) 

초음파 다중 급지 감지 센서, Separation Switch

초음파 다중 급지 감지 센서, Separation Switch, 스캔 미리보기, CIS 청소 알림

자동 시작 스캔, 연속 스캔, 스캔 다시 시작, 문서 분리

Carrier Sheet 500 회(2 팩) CS-A3301 

롤러 Kit PRK-A3001

롤러 키트 PRK-A4001 

사용자 지정 UI

Barcode Utility

최대 40ppm A4 컬러 및 흑백 양면 스캔 속도(300dpi) 

최대 60ppm A4 컬러 및 흑백 양면 스캔 속도(300dpi) 

60매 자동 문서 급지대(ADF)

80매 자동 문서 급지대(ADF)

100매 자동 문서 급지대(ADF)

플라스틱 카드 두께 최대 1.32mm(양각), 양각 없이 최대 1.10mm

용지 크기 너비 50.8 - 215.9mm, 높이 50.8 - 355.6mm

40 - 200 gsm

25 - 413 gsm

PDF 포함(단일, 다중, PDF/A-1b), JPEG, TIFF(단일, 다중) 

PDF(단일, 다중, PDF/A-1b, 보안/서명처리 된 PDF), JPEG, TIFF(단일, 다중)

 PC로 스캔, 다이렉트 스캔(USB 호스트)

네트워크(SMB), FTP/SFTP 

이메일 서버

SharePoint(온프레미스), Brother Web Connect3, HTTP(S)로 스캔, Brother Apps3

용지 사용2

연결성

스캔 기능

스캔 옵션

소프트웨어/드라이버 다운로드1

소모품 및 업그레이드

1 Brother 솔루션 센터(http://solutions.brother.com) 무료 다운로드 
2 80gsm 용지 기준
3 인터넷 연결 필요

면책조항: 모든 사양은 인쇄일을 기준으로 정확한 정보이며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Brother는 Brother Industries Ltd.의 등록 상표입니다. 브랜드 제품명은 해당 회사의 등록 상표 또는 상표입니다.

macOS: AirPrint Scan

Windows: Brother ScanEssentials Lite, NewSoft - Presto! Bizcard 6, Image Folio, Brother iPrint&Scan for Desktop, Kofax PaperPort, 
Kofax Power PDF Standard v3, Remote Setup
macOS: NewSoft - Presto! Bizcard 7, Image Folio, Brother iPrint&Scan for Desktop, Remote Setup

Windows: Brother ScanEssentials, Brother iPrint&Scan for Desktop, Kofax PaperPort, Kofax Power PDF Standard v3, Remote Setup 
macOS: Brother iPrint&Scan for Desktop, Remote Setup

Windows: TWAIN, WIA, Windows 10 (Home|Pro|Education|Enterprise)(32 or 64 bit editions), Windows 8.1(32 or 64 bit editions), Windows 
7 SP1 (32 or 64 bit editions), Windows Server 2019, 2016, 2012R2, 2012
macOS: TWAIN, macOS 10.14.x/10.15.x/11.0.x/11.1.x
Linux: SANE

macOS: ICA

Brother Mobile Connect (iOS, Android), BRAdmin Light, Brother BRAdmin Professional 4

A
D

S-3100

A
D

S-4700W

A
D

S-4300N

A
D

S-4900W

Windows: ISIS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70길 16, 7층(대치동, 동산빌딩)
Tel: 02-572-4350    Fax: 02-572-4368 
브라더 고객센터: 1577-3340

브라더인터내셔널코리아(주)

www.brother-korea.com 

모든 사양은 인쇄일을 기준으로 정확한 정보이며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Brother는 Brother Industries Ltd.의 등록 상표입니다. 
브랜드 제품명은 해당 회사의 등록 상표 또는 상표입니다

제품 제조 시, 친환경 철학인 5R* 적용 
2018년 7월, 지구 온도 상승을 2℃ 이하로 제한하는 SBTi**에 등록하여 활동 시작 
2020년 2월, UN 글로벌 콤팩트 가입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 30% 감소를 목표로 친환경 기업 활동 전개 중 
*5R (Recycle, Refuse, Reduce, Reuse, Reform)
**SBTi (Science Based Targets Initiative) 

iPrint&Scan글로벌 친환경 캠페인 
Brother Earth

구글 플레이스토어 및 애플 
앱스토어에서 Brother를 검색하면 
모바일 스캔 애플리케이션을 무료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