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loudScan-500 
 Office Scanner 

특징 
 
▶ Compact Design의 오피스용 스캐너 
 
▶ 공간 최소화 창구용 스캐너 
 
▶ QButton  주로 사용하는 업무설정  
   및 빠른 자동실행 
 
▶ 명함크기에서 A4/Letter 크기까지 양면        
    칼라스캔 
 
▶ AutoCrop, Deskew, Thresholding  
    이미지향상기술 
 
▶ 종이서류, 신분증, Embossing 신용카드,  
    수표, 명함 등 다양한 미디어 스캔 
 
▶ 단면 30ppm, 양면 60ipm 흑백/칼라  
    동일속도 
 
▶ 접이식 Paper Tray로 깔끔한 창구구성 
 
▶ Mixed Size Paper및 ID Card 동시스캔 

I m a g eC l o u d S y s t em  

초소형 오피스 칼라양면스캐너 

Compact Design 

창구용 고속스캐너 

A4/Legal 문서 

신분증/신용카드/명함 

수표/어음/공과금영수증 

폴더 접이식 공간 최소화 구조 

Scan 
To 

Cloud 

스캔스테이션+전자문서함+
편집+변환+압축+프로파일설
정+PDF/고압축PDF 생성+업
로드+업무S/W연결을 위한 
통합문서관리시스템   

스캔문서를 팩스전송, 인쇄/
복사, PDF생성, @메일, 한글
문자인식, 클라우드업로드 등 
자주 사용하는 업무를 설정하
여 원터치로  실행하는 S/W   

문서,이미지,사진,동영상,뮤직 
등을 클라우드 저장소에 업로
드하여 #메일/@메일/팩스전
송, PDF제작, 문자인식 등 웹
작업장에서 시간/장소에 제약 
없이 업무를 수행하는 시스템  



CloudScan-500 Office Scanner 

Paper Feeding 방식 ADF  방식 (1회 적재용량 50매 – 스캔 중에 무제한 추가적재)) 
스캔방식 Contact   Image  Sensor (CIS) 
ID 카드 두께 최대    1.25 ㎜  

문서크기 
최대    216 ㎜ x 356 ㎜  ( 8.5 in x 14 in )                   ※Long Paper Mode : 3,000㎜ 
최소    50 ㎜ x 63.5 ㎜ ( 2 in x 2.5 in ) 

스캔속도 
(칼라, A4, 200dpi 기준) 

단면    30 ppm 
양면    60 ipm 

광학해상도 600 dpi 
스캔해상도 75, 100, 150, 200, 300, 400, 600 dpi 
스캔모드 흑백, 그레이스케일, 24비트 칼라 
Interface / Drives USB2.0 / TWAIN 

공급전원 
Input         100~240 VAC, 50/60 Hz 
Output      24V, 2.0A 

소비전력 25W 이하 

동작환경 
동작온도    10℃ ~ 35℃ 
동작습도    10% ~ 85% 

소음 
대기시        45 dB 이하 
동작시        50 dB 이하 

크기 ( 가로 x 세로 x 높이) 290㎜ x 150㎜ x 170㎜ 
무게 2.7 ㎏ 
권장 사용 스캔량 2,000페이지 / 일 
Multi-feed Detection Ultrasonic 

권장 사용시스템 

• 펜티엄 4 이상 
• 윈도즈 XP / 2000 / Vista / 7 
• 128MB RAM (256MB RAM for Windows XP) 
• CD-ROM drive   &   USB port 

㈜테라텍 
서울시 송파구 오금로 58, 1310(잠실아이스페이스) 
Tel. 02)422-7184               Fax. 031)629-7184 
URL : www.semitera.com   www.scanara.com 
본사/공장: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1로 흥덕IT밸리 3층 

▶스캔과 동시에 클라우드 보관으로 언제 어디서나 자료조회 
▶클라우드 자료를 팩스송신, @메일송신, #메일송신 
▶모든이미지를 PDF로 제작 
▶전문텍스트OCR로 편리한 
   문서작업 
▶AraWorks와 연동하여  
   자동업무서비스 제공 
   (Add-on 기능) 

AraCloud – 무상제공되는 나만의 클라우드 저장공간 

종이걸림을 최소화 하는 
직선형 급지와 초음파센서 

크기가 다른 
문서와 신분증
동시 스캔 

http://www.semitera.com/
http://www.scanar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