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cument Scanner

KV-S5046/5076H

Tough Feed Technology

- KV-S5076H : 100ppm / 200ipm
- KV-S5046H : 80ppm / 160ipm
(A4, Landscape, 300dpi, 컬러/흑백)

- 300매의 대용량 ADF Capacity

Auto Preview & Auto Rescan
- 한번의 스캔으로 다양한 결과물 획득
- 재스캔 없는 최고의 효율성

지원 파일 포맷 : PDF, PDF/A, Searchable PDF,
Searchable PDF/A, JPEG, JPEG2000, TIFF and Bitmap.

Self Cleaning Technology

- 이오나이져와 셀프클리닝 브러쉬 내장

스테이플 감지 기능

이중급지 감지 기능

- 스테이플이 찍힌 문서 스캔시 자동으로 감지하여 스캐닝을 정지
시켜 문서와 장비를 스스로 보호합니다.

- 이중급지 감지시 초음파이중급지감지센서가 정확하게 감지하여
소중한 정보의 누락을 막아줍니다.

경계선 제거/복구 기능
- 문서의 바깥경계가 훼손된 경우, 문서바탕색이나 사용자 지정색으로
자연스러운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Dimension KV-S5076H(5046H동일)

KV-S5076H 제원
스캐닝 면

양면, 낱장 공급방식

스캐닝 방법

Color CIS

해상도

100 – 600 dpi (1 dpi step)

스캐닝 속도

KV-S5076H : 100ppm / 200ipm (컬러, 흑백 A4사이즈 300dpi)
KV-S5046H : 80ppm / 160ipm (컬러, 흑백 A4사이즈 300dpi)

문서 자동 감지

이중급지감지(초음파 센서), 모서리 접힘 감지

이미지 출력

흑백, 컬러, 그레이스케일
MultiStream (흑백&컬러, 흑백&그레이스케일)

Halftone

Dither, Error Diffusion

이미지 향상기능 : PIE
(Panasonic Image
Enhancement)

Auto Preview, Auto Rescan, Notification Function, Dynamic Threshold(자동농도조정),
Automatic Brightness Adjustment(자동명암조정), 기울어짐 보정, 공백페이지 제거, 양면 이미
지 병합, 멀티컬러 드롭아웃, 펀치구멍 제거, 경계선 제거, 노이즈 제거, Automatic Image
Emphasis, White Level From Paper, Gamma Correction, Automatic Separation, Mirror Image,
Monochrome Reversing 등

기타기능

이중급지 SKIP, 모서리 접힘 감지, Patch Code, Controll Sheet, Separation Sheet 감지 등

스캔가능 문서

최소-최대 사이즈 : 48 mm x 70 mm / 297 mm x 342 mm
최소-최대 두께 : 0.04 mm - 0.2 mm
최소-최대 무게 : 20 g/m2 - 157 g/m2 (5.4 lbs. - 55 lbs.)

스캔가능 카드

사이즈 : 85.6 mm x 54 mm (3.4 in. x 2.1 in.) (ISO 표준 7810 ID-1 엠보싱 카드 스캐닝 가능)
두께 : / 0.76 mm (0.03 in.)

자동급지장치 용량

A3 300 매(80 g/m2)

Interface

USB 3.0, USB2.0

지원 OS

Windows® XP SP3 or later (32-bit), Windows Vista® SP2 or later (32 / 64-bit),
Windows® 7 (32 / 64-bit), Windows® 8 (32 / 64-bit), Windows Server® 2003 (32bit / 64bit)
Windows Server® 2008 (32bit / 64bit), Windows Server® 2012 (64bit)

무게

17.0kg

전원

External power supply (AC adaptor), AC 100 V - 240 V, 50 / 60 Hz

소비전력

MAXIMUM (스캐닝시) : 90W
MINIMUM (대기시) : 30W
SLEEP MODE : 1.2 W 이하

액세서리

CD Rom, Device driver software, ISIS® driver software, TWAIN driver software,
Image Capture Plus application software, User Utility software, Installation manual,
Operation manual, Control sheet, Installation Manual, Feed Tray, Mixed Batch Card Guide,
AC Adaptor & Power Cord, USB cable.

ENERGY STAR®의 파트너로
서 Panasonic은 이 스캐너가
에너지스타 가이드 라인을 충
족시키도록 설계하였습니다.

*본 제품의 디자인 및 제원은 성
능 향상을 위해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스캐닝 속도는 컴퓨터, 운영 체
계 혹은 응용 소프트웨어 등의 환
경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04-22 신도빌딩

전화 : 02)3488-9000(대표)
팩스 : 02)3488-0828
E-mail : dis@sindohcom.co.kr
Homepage :

http://www.sindohco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