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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dak i5000 시리즈 스캐너와 함께 사용하는 
Kodak Enhanced Printer 액세서리 설치 지침
다음은 i5000 시리즈 스캐너에 대한 Kodak Enhanced Printer 액세서리 설치 지침입니다. 이 액세서리 사용
방법은 사용자 안내서의 절차를 참조하십시오.

Kodak Enhanced Printer 액세서리에는 다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면만 해당

1 상단 이미징 가이드 

1 상단 플립 가능한 배경 액세서리

1 배수 스트립

1 프린터 위치/지침 레이블

1 잉크 흡착지 설정

전면 및/또는 후면

2 Enhanced Printer 캐리어

1 Enhanced Printer 검은색 잉크 카트리지

2 인쇄된 회로기판 액세서리

1 드라이버

전면 프린터 설치

시작하기 전에 스캐너가 꺼져 있고 코드가 뽑혀 있는
지 확인하십시오.

1. 스캐너 덮개를 엽니다.

2. 상부 이미징 가이드의 각 끝에 있는 나사를 풀어
분리합니다.

3. Enhanced Printer 이미징 가이드를 설치하고 나
사를 조여 이미징 가이드를 고정합니다. 과도하
게 힘을 주어 조이지 마십시오.

참고: 상부 이미징 가이드를 올바른 방향으로 설치해
야 합니다.

4. 상부 플립 가능한 배경 액세서리를 풉니다. 제공된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나사 4개를 모두 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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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커넥터의연결을 해제하여 플립가능한배경을 분
리합니다. 

6. 플립 가능한 배경 끝에 케이블을 연결하고 스프링
을 정렬하여 플립 가능한 배경을 설치합니다. 나
사를 제 위치에 조입니다. 과도하게 힘을 주어 조
이지 마십시오.

7. 플립 가능한 배경이 위 아래로 자유롭게 움직이는
지 확인합니다.

8. 스캐너 바닥에서 자성이 있는 검은색 스트립을 분
리합니다.

9. 잉크 블로터를 설치합니다.

10. 8단계에서 분리한 검은색 스트립 위치에 배수 스
트립을 설치합니다.

11. 부드럽고 보풀이 없는 천으로 이미징 가이드와 플
립 가능한 배경을 닦아 청소합니다.

12. 스캐너 덮개를 닫고 출력 용지함을 분리합니다.

13. 프린터 액세스 덮개를 열고 프린터 덮개를 분리
합니다.

참고: 프린터 덮개는 다시 설치하지 않습니다.

14. 나사 2개를 분리하는 대신 풀고 그림과 같이 프
린터 회로기판 액세서리를 나사 2개 위에 놓은
다음 나사를 조여 설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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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프린터 회로기판 액세서리의오른쪽에프린터 케
이블을 연결합니다.

16. Enhanced Printer 캐리어를 그림과 같이 녹색 캐
리어에 맞물리게 합니다.

17.프린터 캐리어의 프린터 케이블을 프린터 회로기
판의 왼쪽에 연결합니다. 프린터 케이블의 구리면

이 아래쪽을 향하는지 확인합니다.

18.그림과 같이 프린터 액세스 덮개의 안쪽에 있는
프린터 위치/지침 레이블을 정렬 및 조정합니다. 

19. 잉크 카트리지 패키지를 열고 새 잉크 카트리지에
서 탭을 제거합니다.

20.프린터 캐리어 탭을 눌러 프린터 캐리어를 위로 돌
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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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잉크 카트리지를 그림과 같이 프린터 캐리어에 맞
물리게 합니다.

22. 프린터 캐리어를 위로 돌려 잉크 카트리지를 제
위치에 맞물리게 합니다.

23. 원하는 프린터 위치에 프린터 캐리어를 밀어 넣습
니다. 인쇄 위치 변경에 대한 내용은 사용자 안내
서 4장, 문서 인쇄를 참조하십시오.

24. 프린터 액세스 덮개를 닫고 출력 용지함을 다시
설치합니다. 

25. 스캐너와 스캔 응용 프로그램을 다시 시작합니다.

26. 인쇄 테스트를 수행합니다. 사용자 안내서 4장의
"인쇄 테스트 수행" 절을 참조하십시오.

후면 프린터 설치(i5850 스캐너에만 해당)

참고:프린터 캐리어/잉크 카트리지는 원하는 인쇄
장소에 따라 왼쪽 또는 오른쪽에 설치할 수 있
습니다.

1. 후면 덮개를 들어 올려 분리합니다.

2. 나사 2개를 분리하는 대신 풀고 그림과 같이 프
린터 회로기판 액세서리를 나사 2개 위에 놓은
다음 나사를 조여 설치합니다.

3. 프린터 회로기판 액세서리의 왼쪽에 프린터 케
이블을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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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nhanced Printer 캐리어를 그림과 같이 녹색
캐리어에 맞물리게 합니다.

5. 프린터 캐리어의 프린터 케이블을 프린터 회로
기판의 오른쪽에 연결합니다. 프린터 케이블의
구리면이 위쪽을 향하는지 확인합니다.

6. 잉크 카트리지 패키지를 열고 새 잉크 카트리지
에서 탭을 제거합니다.

7. 프린터 캐리어를 오른쪽으로 회전합니다.

8. 잉크 카트리지를 그림과 같이 프린터 캐리어에
맞물리게 합니다.

9. 프린터 캐리어 탭을 눌러 프린터 캐리어를 왼쪽
으로 돌립니다. 

10. 원하는 프린터 위치에 프린터 캐리어를 밀어 넣
습니다. 인쇄 위치 변경에 대한 내용은 사용자
안내서 4장, 문서 인쇄를 참조하십시오

11. 후면 덮개를 장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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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나중에 임프린터를 분리하려면 분리한 모든 부품
(예: 상단 이미징 가이드, 상단 플립 가능한 배경,
검은색 스트립 및 프린터 덮개)을 보관해 두십시
오.

• 잉크 카트리지 폐기: 현지 법규에 따른 인쇄 비품
재활용 또는 잉크 카트리지 폐기에 대해서는
Hewlett-Packard 웹 사이트에 문의하십시오.

• 전면 및 후면 프린터를 모두 설치하면 하나의 잉
크 카트리지만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잉크 카트
리지가 두 프린터에 모두 설치되면 오류가 발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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