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편한조작
원터치 만으로 PDF파일 생성

Simple
빠른속도
해상도에 상관없이 고속스캔

Speedy
컴팩트사이즈
초소형으로 설치 및 이동에도 편리

Compact

8매(16면)/분

20매(40면)/분



스캔한 데이터는 물론이고
PC내의 모든 문서 Data를 일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쉽고 빠르게 문서를 데이터화 !!
당신의 비즈니스 스타일이 진화한다.

■ A3캐리어시트 혼재기능
번들인 A3캐리어시트를 사용하면 A4크
기보다 큰 문서나 사진등의 비정형크기
의 문서를 스캔할 수있습니다. A3캐리어
시트는 최대 10장가지 한번에 스캔할 수
있으면 다른 종류의 혼재문서 스캔도 가
능합니다

■ 모든 문서 크기에 대응 (명함~A3까지 모든 문서 크기 스캔 가능)
A4, B5, A5, B6, A6, 엽서, 명함크기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해외수출입관련
문서크기인 레터, 리갈 크기에도 대응합니다. 또한, 임의의 문서크기(사용자지
정）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Scans every sized documents

■ ScanSnap가 펼치는 iPad / iPhone 활용
ScanSnap가 화제의 iPad나 evernote서비스와 연계하여 모든 이미지 정보
를 간단하게 어디서든 유용하게 볼 수 있습니다.
명함, 엽서, 잡지, 카달로그, 프리젠테이션자료, 중요한 메모, idea메모 등의
자료를 ScanSnap으로 저장 EVERNOTE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iPad나
iPhone으로 자유롭게 볼 수 있습니다.

ScanSnap with iPad & iPhone

A4 A3/B4 Clippings 비정형문서



■ 자동 잘라내기(intelligent Clopping)기능（형광펜 표시부분 잘라내기）
문서위에 형광펜으로 테두리친 부분이 있는 경우 자동인식하여 그 부분만 잘
라내어 PDF로 전환합니다. 스크랩 형태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Efficiently manages digitized data

■ 퀵메뉴(Quick Menu)로 스캔데이터를 즉시 활용
스캔 후, 퀵메뉴 화면이 팝업 하시고자 하는 작업을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을 새롭게 하여 활용범위를 넓힐 수 있도록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 습
니다.

“Quick Menu” Facilitates

ScanSnap Organizer
PDF·JPEG파일 정리/조회
ScanSnap로 스캔한 이미지의 파일을 열지 않고 조회하거나 용도별로
폴더를 만들어 파일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여러 페이지의 PDF파일은 섬네일로 표시된 상태에서 페이지를 넘겨
가며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CardMinderTM
대량의 명함을 깔끔하게 정리·정돈
대량의 명함을 효율적으로 전자문서화하여 명함데이타의 검색이나 주소
인쇄가 가능한 것 이외에 Outlook등의 메일소프트웨어등의 각종 소프트
웨어와 연계하거나 인터넷과 연결하여 회사정보, 주식정보, 지도정보, 기
상정보를 검색하도록 명함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Adobe Acrobat 9 Standard
PDF파일 편집 및 가공
스캔 후 자동 생성된 PDF파일을 읽거나 편집을 할 수 있습니다.

ABBYY FineReader for ScanSnap™4.0
「Microsoft Word, Excel , PowerPoint 문서」즉시 변환
텍스트나 표형식을 그대로 재현합니다. 재입력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고
데이터 활용를 간단하게 할 수 있도록 합니다.

Rack 2- Filer V5.0
간단하고 빠르게 이미지화하고 문서관리·조회
대량의 서류나 명함을 버튼 한 번 눌러서 전자화하고 그대로 파일링 할
수 있다. PC 상의 데이터를취합하여 사무실 문서관리의 효율적으로 지원
(Total Support)을 합니다. 

Bundled Software

■ 원터치 버튼으로 PDF파일생성
문서를 올려 놓고 "scan" 버튼만 누르면 ok! 양면인쇄된 자료도 다양한 색의
칼라 문서도 "scan" 버튼 한번만으로 각종 Format에 적합한 전자문서화 작업
완료 됩니다. 만들어진 스캔 파일은 pc에 자동 저장 됩니다. 제공되는 Adobe
Acrobat9를 이용하여 PDF파일을 편집 가동도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 해상도와 관계없이 분당 20매/40면(S1500), 8매/16면(S1300)의
고속스캔을 실현

「CCD센서」를 2개 탑재하고 있어, 칼라/흑백의 양면문서를 같은 속도로 스캔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150dpi/200dpi/300dpi에도 분당20매/40면의 고속
스캔속도를 실현하 습니다. (종래기종대비 최대 3.3배) 

「칼라해상도모드」로 서류크기에 맞춘 최적 해
상도(A6크기 이하는‘슈퍼파인모드’로 출력,
A6크기 보다 큰 문서는‘파인모드’로 출력)를
자동설정합니다.

「초음파방식다중급지센서」탑재
고속 스캔작업의 효율성 및 생산성 실현

■ 초소형으로 설치 및 이동에도 편리
A4보다 작은 크기이므로 사무실 책상이나 집의
책꽂이 등에도 간편히 설치 하거나 손쉽게 이동
이 가능합니다. ScanSnap은 A4노트북 PC나 키
보드보드와 비교하여도 매우 작아 일반적인 평판
스캐너나 복합기와는 다르게 설치장소를 신경 쓰
실 필요가 없습니다.

Simple, Speedy & Compact

 

  

  

   

● 칼라 자동 판별 기능

● 모든 문서크기에 대응

● 고압축기능
(문서의 색을 식별, 압출율 최적화)

● 기울기보정기능／방향보정기능

● 백지페이지 자동 삭제

ScanSnap Organizer V4.1

CardMinder V3.1

Adobe Acrobat 9 Standard

Rack 2- Filer V5.0 （시험판)

컴퓨터에 저장 스캔한 문서를 파일로 저장, ScanSnap Organizer에 표시

명함파일링OCR 스캔한 명함을 명함파일링 OCR에 등록

지정한 폴더에 저장 스캔한 후, 네트워크 상의 폴더에 저장

메일로 송신 메일소프트웨어（Microsoft Outlook등）을 기동하고 파일을 메일에 첨부

프린터인쇄 스캔한 문서를 프린터로 인쇄, 복사기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음

Word 문서로 변환 스캔한 이미지 정보를 문자정보로 변환, word 문서로 전환

Excel 문서로 변환 스캔한 이미지 정보를 문자정보로 변환, Excel 문서로 전환

PowerPoint 문서로 변환 스캔한 이미지 정보를 문자정보로 변환, PowerPoint 문서로 전환

SharePoint 문서로 변환 작성된 파일을 Microsoft SharePoint Server에 저장

Rack2라이브러리 보존 작성된 파일을 Rack2라이브러리에 저장

그림폴더에 저장 NEW （iPod이나 iPhone등과 연결가능）이미지파일(JPEG）을 그림폴더에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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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ICAL DETAILS
Model ScanSnap S1500 / S1500M ScanSnap S1300

Windows Mac OS
스캔방식 자동급지방식(ADF), 양면동시스캔 자동급지방식(ADF), 양면동시스캔

스캔모드 단면/양면,
칼라/그레이스케일/흑백/자동（칼라,그레이,흑백 자동식별）

단면/양면,
칼라/그레이스케일/흑백/자동（칼라,그레이,흑백 자동식별）

이미지센서 칼라 CCD×2 칼라 CIS×2
광원 백색냉음극관 RGB 3색 LED

스캔속도
(A4세로)

AC아답터
사용시

자동해상도 양면·단면 20매/분 4매/분
NORMAL 칼라/그레이 150dpi / 흑백 300dpi상당：양면·단면 20매/분 칼라/그레이 150dpi / 흑백 300dpi상당：8매/분

FINE 칼라/그레이 200dpi / 흑백 400dpi상당： 양면·단면 20매/분 칼라/그레이 200dpi / 흑백 400dpi상당：6매/분
SUPER FINE 칼라/그레이 300dpi / 흑백 600dpi상당： 양면·단면 20매/분 칼라/그레이 300dpi / 흑백 600dpi상당：4매/분
EXCELLENT 칼라/그레이 600dp / 흑백 1,200dpi상당： 양면·단면 5매/분 칼라/그레이 600dpi / 흑백 1,200dpi상당：0.5매/분

USB 
사용시

자동해상도 - 2매/분
NORMAL - 칼라/그레이 150dpi / 흑백 300dpi상당：4매/분

FINE - 칼라/그레이 200dpi / 흑백 400dpi상당：3매/분
SUPER FINE - 칼라/그레이 300dpi / 흑백 600dpi상당：2매/분
EXCELLENT - 칼라/그레이 600dpi / 흑백 1,200dpi상당：0.5매/분

스캔범위
표준모드 용지크기자동검출, A4, A5, A6, B5, B6, 엽서, 명함, 레터, 리갈,

사용자지정(최대:216mm 360mm, 최소: 50.8mm 50.8mm）
용지크기자동검출, A4, A5, A6, B5, B6, 엽서, 명함, 레터, 리갈,

사용자지정(최대:216mm 360mm, 최소: 50.8mm 50.8mm）
A3캐리어시트 사용 시 상기스캔범위(리갈제외), A3, B4, 사진(E판, L판, LL판） -

긴문서스캔 가능（863mm까지） 가능（863mm까지）
용지두께 52g/m2 ~ 127g/m2 64g/m2 ~ 104.7g/m2

용지적재용량 최대 50매（A4：64g/m2） 최대 10매（A4：80g/m2）
인터페이스 USB2.0 / USB1.1 USB2.0 / USB1.1 （커넥터：USB Mini-B Type）

전압(전압범위) AC220V AC100V (±10%)

소비전력 35W이하（대기시：4.5W이하) AC아답터사용시：9W이하（대기시：3.2W이하）
USB버스파워구동시：5W이하（대기시：2W이하）

동작환경 온도 : 5℃ ~ 35℃, 습도：20% ~ 80% 온도 : 5℃ ~ 35℃, 습도：20% ~ 80%
크기 292mm(W）x 159mm（D）x 158mm（H） 284mm(W) x 99mm(D) x 77mm(H）
무게 3kg 1.4kg

환경대응 그린구입법, 국제에너지스타프로그램, RoHS 제에너지스타프로그램, RoHS
이중급지검출 겹침(초음파센서) / 길이검출 길이검출
드라이버 독자（TWAIN, ISIS™인터페이스 비대응） 독자（TWAIN, ISIS™비대응）

번들소프트
DVD-ROM

드라이버
ScanSnap Manager V5.0（Windows 전용）
ScanSnap Manager V3.0（Mac 전용）첨부

※ Mac환경에서 사용하시는 경우는 S1500M의 동작환경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ScanSnap Manager V5.1
（Windows 전용）

ScanSnap Manager V3.1
（Mac 전용）

PDF·JPEG파일
정리·조회 S/W ScanSnap Organizer V4.0 ScanSnap Organizer V4.1 -

명함관리 S/W Cardminder V3.1 Cardminder V3.1 CardMinder V1.1
PDF편집 S/W Adobe Acrobat 9 Standard （Windows 판） - -

OCR S/W ABBYY FineReader for ScanSnap™4.0 ABBYY FineReader for
ScanSnap™ 4.1 -

옵션소프트 문서파일링 S/W Rack2파일러 V5.0 -

S1500 (Windows ) 동작환경

대응 OS
Windows

2000
Professional

Windows
XP

(32bit대응)

Windows 
Vista

（32/64bit대응）

소프트
웨어

ScanSnap Manager V5.0 O O O
ScanSnap Organaizer V4.0 O O O

CardMinderTM O O O
Adobe Acrobat 9 Standard - O O
ABBYY FineReader for ScanSnap™4.0 O O O

PC

CPU Intel Pentium 4  1.8GHz이상
（Intel Core™2 Duo 2.2GHz이상 권장）

메모리 512MB이상（1GB이상 권장）

디스크용량
상기 소프트웨어를 모두 설치하기 위해서는

2,850MB이상의 빈 용량이 필요
（설치시 사용 소프트웨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DVD-ROM 제품 설치시에 필요

USB포트 USB2.0 / USB1.1

S1300 (Windows ) 동작환경

대응 OS
Windows

2000
Professional

Windows
XP

(32bit대응)

Windows 
Vista

（32/64bit대응）

Windows
7

（32/64bit대응）

소프트
웨어

ScanSnap Manager V5.1 O O O O
ScanSnap Organaizer V4.1 O O O O

CardMinder V3.1 O O O O
ABBYY FineReader for ScanSnap™4.1 O O O O
Scan to Microsoft SharePoint 3.3.5 O O O O

PC

CPU Intel Pentium 4  1.8GHz이상
（Intel Core™2 Duo 2.2GHz이상추천）

메모리 512MB이상（1GB이상 권장） 64bit: 2GB이상
32bit: 1GB이상

디스플레이 해상도 800 x 600픽셀이상, 하이칼라(16비트이상)

디스크용량 상기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2,850MB이상의 빈 용량이 필요

DVD-ROM 제품 설치시에 필요

USB포트 USB2.0 / USB1.1

(Mac OS) 동작환경

대응 OS Mac OS X
v10.4

Mac OS X
v10.5

Mac OS X
v10.6

소프트
웨어

ScanSnap
Manager O O O

CardMinder O O O

PC

CPU
Intel Core™ Duo 1.83GHz이상

(Intel Core™2 Duo 2.4GHz이상권장）
PowerPC G5 1.6GHz이상

Intel Core™ Duo
1.83GHz이상

(Intel Core™2 Duo
2.4GHz이상 권장)

메모리 512MB이상（1GB이상권장） 1GB이상

디스플레이 해상도 1024 x 768픽셀이상

디스크용량 상기 소프트웨어를 모두 설치하기 위해서는
450MB이상의 빈 용량이 필요

DVD-ROM 제품 설치시 필요

USB포트 USB2.0 / USB1.1

SYSTEM REQUIREMENT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