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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동 급지 선반 설치 및 사용
본 설명서에서는 Kodak i5000 시리즈 스캐너의 수동 급지 선반을 설치 및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수동 급지 선반은 수동 급지 선반과 두 개의 측면 가이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동 급지 선반은 수동 급지 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평한 작업 표면을 제공합니다. 

1. 설치를 시작하기 전에 스캐닝 응용 프로그램을
시작한 후 스캐너 급지 엘리베이터의 위치를 가
장 낮게 설정합니다(예: 750장).

2. 급지 엘리베이터의 측면 가이드를 최대한 넓게
벌린 후 측면 가이드가 위로 열렸는지 확인합니
다. 측면 가이드가 아래로 접힌 경우 선반을 설
치할 수 없습니다.

3. 스캐너 덮개를 엽니다.

4. 왼쪽과 오른쪽 이송로의 레일 두 개를 찾은 후
수동 급지 선반을 레일에 맞춰 밀어 넣습니다.

참고: 수동 급지 선반이 평평한 표면에 제대로
들어갔는지 확인하십시오. 

수동 급지 선반과 함께 제공되는 측면 가이드는 두
곳에 장착할 수 있습니다.

참고: 사이드 가이드는 옵션입니다. 사용하지 않을
경우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서 크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스캔합니다.

• 크기가 21.59 cm (8.5인치) 미만인 문서를 스캔할
경우 수동 급지 선반의 중심에 가장 가까운 구멍
을 사용하십시오.

• 크기가 21.59 cm (8.5인치)를 초과하는 문서를 스
캔할 경우 수동 급지 선반의 중심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구멍을 사용하십시오.



5. 측면 가이드는 수동 급지 선반을 삽입한 후 설
치합니다. 수동 급지 선반의 구멍과 왼쪽 측면
가이드의 걸이못을 맞춥니다(그림 참조).

6. 5단계에 설명한 방식으로 오른쪽 측면 가이드
를 삽입합니다.

7. 수동 급지 선반의 측면 가이드에 있는 잠금 장
치 고리를 풉니다.

8. 스캔할 문서의 크기에 맞게 측면 가이드를 안쪽
또는 바깥쪽으로 밀어 원하는 위치로 조정합니다.

9. 수동 급지 선반의 측면 가이드에 있는 잠금 장
치 고리를 닫습니다.

10. 스캐닝 응용 프로그램을 시작한 후 스캐너 급지
엘리베이터의 위치를 가장 높게 설정합니다(예:
문서 공급 장치).

11. 문서를 손에 들고 있는 상태에서 스캔하거나 한
장씩 스캔합니다.

수동 급지 선반 제거
1. 급지 엘리베이터를 가장 낮은 위치로 내립니다.

2. 수동 급지 선반 측면 가이드를 제거합니다.

3. 스캐너 덮개를 엽니다.

4. 수동 급지 선반을 제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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