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적도면 측량결과도 전용스캐너D

평판방식
은 평판방식의 도면 스캐너 입니다 기존의 도면 스

캐너들은 롤방식이어서 오래된 도면이나 훼손이 심한 도면
을 스캔할 경우 위험성을 감수하여야 했으나 은 덮개
를 열고 스캔을 하면되므로 도면의 훼손을 최소화하여 중요
도면 및 기록물을 더욱 안전하게 보존할 수 있습니다

공흡착진
은 진공흡착을 지원합니다 보존과정에서 구부러지거

나 구겨진 도면에 대해 진공흡착을 통해 흡착대와 완전 밀
착하여 원본 그대로에 최대한 가깝게 스캔함과 동시에 정밀
도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단축키 제공

은 스캔시 단축키를 지원합니다 은 스캔 는 스
캔 취소 기능을 사용하여 빠른 시간안에 편리하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정밀도 이하

은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 국가
교정기관지정제도 운영요령 제20조의 규
정과 교정분야의 국제품질규격인 KSA 
17025 인정요건 에 부합한 국가인증기관
에서 성능검사를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
왜곡이 이내의 정밀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범위

은 가로 세로 의 스캔 범위를 제공
합니다 지적도 임야도 측량결과도등 도면 관리업무에서
사용하는 모든 작업을 하나의 스캐너에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캔가능 두께 최대 를 지원하여 알루미늄켄트
지 등 두꺼운 도면 및 물체에 대한 스캔도 가능합니다

기능에 의한 정밀도의 비약적인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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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FICATIONS D4560
제품구성 스캐너본체+17'피벗모니터+PC+무선키보드,마우스+펌프
해상도 광학 400dpi, 최대해상도 9600dpi
왜곡 0.1mm 이내

크기와 무게 가로1400mm 세로700mm 높이180mm, 무게60Kg
스캔사이즈 450mm x 600mm
스캔두께 1.5인치(38mm), Cover Open인 경우 한계없음
스캔타입 진공흡착식평판방식, 4개 채널의 Single CCD 장착

데이터 저장 Color(48bit), Mono(16bit)
스캔속도 3ips(Color), 5ips(Mono)

인터페이스 USB2.0, Ethernet, Twain
펌프압력 2CFM

전원 220V, 180W
소프트웨어 WIDEimage, NEXTimage

스캐너드라이버 XP, Server 2003, Vista(32bit)
PC사양 CPU:듀얼코어E5400, RAM:2G, HDD:500G, XP포함

카피기능내장(PC없이 프린터를 복사기로 사용)
별도의 변환 툴 없이 PDF 파일로 직접스캔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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