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5850S 스캐너

A-61865_ko

i5000 시리즈 스캐너 
보충판 사

용자 안내서

5K5589



안전

사용자 주의 사항

• 먼지, 습기 또는 수증기가 있는 곳에 스캐너를 설치하지 마십시오. 이럴 경우 감전 또는 화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건조한 실
내에서만 스캐너를 사용하십시오.

• 전원 콘센트가 스캐너로부터 1.52m(5피트) 이내에 있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전원 소켓에서 장비를 분리할 때는 반드시 코드가 아닌 플러그를 잡으십시오.

• 전원 코드가 벽면 콘센트에 끝까지 잘 꽂히도록 하십시오.

• 전원 코드를 훼손하거나 묶거나 자르거나 개조하거나 손상된 전원 코드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 스캐너에는 올바로 접지된 전용 전원 콘센트가 필요합니다. 연장 코드 또는 멀티 콘센트에 스캐너를 연결하지 마십시오.

• 응급 상황시 전원 코드를 쉽게 뽑을 수 있도록 콘센트 주변에 충분한 공간을 두십시오.

• 스캐너가 과열되거나 낯선 냄새가 나거나 연기가 피어 오르거나 이상 소음이 들릴 경우 사용하지 마십시오. 즉각 스캐너 사용

을 멈추고 전원 콘센트에서 전원 코드를 빼십시오. 서비스 요원에게 연락하십시오.

• 사용자 안내서에 설명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스캐너를 분해, 정비 또는 개조하지 마십시오.

• 전원 코드와 인터페이스 케이블을 부착한 채 스캐너를 옮기지 마십시오. 이럴 경우 코드나 케이블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스캐

너를 옮기거나 재배치하기 전에 벽면 콘센트에서 전원 코드를 제거하십시오.

• Kodak Alaris에서 권장하는 청소 절차를 따르십시오. 에어, 액체 또는 가스 스프레이 세정제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이러한 세
정제는 스캐너 내부의 먼지, 오물, 파편 등을 단지 다른 곳으로 이동시킬 뿐이며, 스캐너의 오작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화학 제품에 대한 물질 안전 보건 자료(MSDS)는 Kodak Alaris 웹 사이트 www.kodakalaris.com/go/sds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

다. 웹 사이트에서 MSDS에 액세스하려면 MSDS를 확인할 소모품의 카탈로그 번호 또는 키워드를 입력해야 합니다. 관련 공
급품 및 카탈로그 번호에 대해서는 이 설명서의 "공급품 및 소모품"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 본 장치는 시각적 디스플레이 작업 공간에서 직시하지 않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시각적 디스플레이 작업 공간에서의 불편한 반
사 현상을 줄이려면 본 장치는 직시가 가능한 공간에 두어서는 안됩니다.

• 사용자와 그들의 고용주는 모든 장비를 사용함에 있어 상식적인 주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상식적인 주의 사항이란 다음

의 것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 헐렁한 옷을 피하고 소매의 단추를 채우기 등

- 헐거운 보석류, 팔찌, 큰 귀고리, 긴 목걸이 피하기 등

- 머리 길이는 짧게 유지해야 함. 필요한 경우 그물 모자를 쓰거나 긴 머리의 경우는 하나로 묶을 것

- 작업 구역에서 기계에 빨려 들어갈 위험이 있는 모든 헐거운 물체를 치울 것

- 맑은 정신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충분한 휴식을 취할 것

- 권장하는 클리닝 제품만을 사용합니다

- 캔에 들어 있거나 압축된 공기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감독관은 스캐너 또는 기타 기계 장치 작동을 위한 작업 설명의 일부분인 이 주의 사항을 직원들이 잘 준수하는지 검사해야 합니다.

경고 표시

주의: 움직이는 부품을 만지지 마십시오.

주의: 뜨거운 표면을 만지지 마십시오.



환경 정보
• Kodak i5850S 시리즈 스캐너는 국제 환경 요구 사항에 적합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 정비보수 또는 서비스 과정에서 교체하는 소모품의 처리 방법에 대한 지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거주지의 규정을 따르거나

해당 지역의 Kodak Alaris 대리점에 문의하십시오.

• 재활용 또는 재사용 정보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 대리점에 문의하거나 미국인 경우 www.kodakalaris.com/go/scannerrecycling
을 방문하십시오.

• 제품 포장지는 재활용 가능합니다.

• Kodak i5850S 스캐너는 Energy Star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며 기본 시간이 15분으로 설정된 상태로 공장에서 출고됩니다.

배터리 정보 

이 제품에는 사용자가 수리할 수 없는 배터리가 들어 있습니다. 자격을 갖춘 서비스 엔지니어만 이 배터리를 제거 또
는 교체할 수 있습니다. 

유럽 연합
이 기호는 최종 사용자가 이 제품을 폐기해야 함을 나타냅니다. 제품 폐기 시, 제품은 복원 및 재활용을 위한 적절한

시설로 보내져야 합니다. 이 제품에 이용할 수 있는 수집 및 복구 프로그램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려면 해
당 지역의 Kodak Alaris 대리점에 문의하거나 www.kodakalaris.com/go/recycle 을 방문하십시오.

EC 규정 번호 1907/2006 (REACH)의 59(1)조에 따라 후보 목록에 포함된 물질의 존재 여부에 대한 정보를 보려면

http://www.kodakalaris.com/en-us/about/ehs/product-declarations 를 참조하십시오.

음향 방출
Maschinenlärminformationsverordnung – 3, GSGV
Der arbeitsplatzbezogene Emissionswert beträgt <70 dB(A).

[기계소음 정보법령 — 3, GSGV
작동자 위치 소음 방출 값은 <70dB(A)입니다.]

EMC 성명 - Kodak i5850S 스캐너용

미국: 본 기기는 FCC 규칙의 제15파트에 따라 등급 A 디지털 장치 제한의 준수 여부를 검사하는 테스트를 통과했습니다. 이러한

제한은 장비를 상업적인 환경에서 사용할 경우, 유해한 간섭으로부터 보호 수단을 제공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이 장치는 무
선 주파수 에너지를 생성하고, 사용하고, 또한 방사할 수 있으며, 지침에 따라 설치 및 사용되지 않을 경우 무선 통신에 대한 유해

간섭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주거 지역에서 본 제품을 사용할 경우 유해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자가 직접 비용

을 충당하여 간섭을 해결해야 합니다.

유럽 연합: 경고: 본 제품은 등급 A 제품입니다. 본 장비를 거주 환경에서 사용할 경우 무선 주파수 간섭을 초래할 수 있으며, 발생

시 사용자의 적절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일본: 이 제품은 VCCI(Voluntary Control Council for interference by information Technology Equipment)의 표준을 기반으로 하는

Class A 제품입니다. 가정에서 사용하면 라디오 방해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사용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대만: 경고: 본 제품은 등급 A 제품입니다. 본 장비를 거주 환경에서 사용할 경우 무선 주파수 간섭을 초래할 수 있으며, 발생 시
사용자의 적절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중국: 경고: 본 제품은 등급 A 제품입니다. 본 장비를 거주 환경에서 사용할 경우 무선 주파수 간섭을 초래할 수 있으며, 발생 시
사용자의 적절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이 장비는 상업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EMC 등록 허가를 받았습니다. 만약 잘못 판매 또는 구입하였을 경우에는 가
정용으로 교환하시기 바랍니다.

声明，该产 

此为A级产品，在生活环境中品可能会造成无线电干扰。在这种情况下，可能需要

用户对其干扰采取切实可行的措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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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dak i5850S 스캐너 사용하기

목차 개요 ............................................................................................................... 1

제품 상자에 포함된 내용 .............................................................................. 2

출력 용지함 ................................................................................................... 3

상단 용지함의 각도 조정하기 ........................................................................ 5

상단 용지함 또는 후면 배출 용지함의 측면 가이드 조정하기........................ 6

후면 배출 용지함 제거하기 ........................................................................... 6

걸개 사용하기 ............................................................................................... 7

뒷면 패치 분류 옵션 활성화하기 ................................................................... 7

이중 적재 토글 패치 ...................................................................................... 8

17인치 문서의 길이 보호 활성화 ..................................................................  8

출력 용지함 사양 ........................................................................................... 9

문제 해결....................................................................................................... 9

Kodak i5850S 스캐너를 구입하시면 Kodak Alaris 직원이 설치를 해드리기 때문

에 고객이 Kodak i5850S 스캐너를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설치에 대한 자세

한 내용은 www.kodakalaris.com/go/IMcontacts 를 방문하십시오.

본 안내서는 Kodak i5850S 스캐너의 적재 및 분류기 기능에 대해 설명합니다.
안전 가이드라인, 스캔 절차, 사용자 조작부, 정비보수에 대한 추가 정보가

i5x50 시리즈 스캐너 A-61845의 사용자 안내서에 있습니다.

개요 i5850S 스캐너는 i5850 스캐너와 동일한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수평으로 인쇄

된 패치, 문서 길이(15인치 이하), 문서 복수 급지에 따라 문서를 개별 용지함으

로 분류하는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특별히 구분(분류/적재)해야 할 문서를 예외 문서라고 합니다.  TWAIN 데이터

소스 ISIS 드라이버 또는 스캔 응용 프로그램에는 분류/적재 옵션을 사용하고

예외 문서가 하단 출력 용지함( 용지함 1) 또는 상단 출력 용지함(용지함 2)로 분
류되도록 함으로써 문서(예: 크기, 패치 용지, 복수 급지를 기준)를 출력하는 방
법을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CD에 있는 TWAIN 및 ISIS용 스캐닝 설정 안내서의 "적재 탭" 단
원 또는 스캐닝 응용 프로그램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하단 용지함은 상단 용지함보다 더 많은 문서를 적재할 수 있습니다. 스캔하는

문서의 대부분이 예외 문서인 경우 하단 출력 용지함(용지함 1)을 예외 용지함

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스캔하는 문서의 소수만 예외 문서인 경우 상단 출력 용
지함(용지함 2)을 예외 용지함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스캐너 조작부의 Settings(설정) 메뉴를 사용하여 스캐닝 응용 프로그램에서 예
외 문서로 설정된 패치 용지를 예외 용지함 대신에 후면 배출 용지함으로 전송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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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상자의 내용물 • Kodak i5850S 스캐너

• 하단 출력 용지함

• 상단 출력 용지함

• 후면 배출 용지함

• 상단 출력 용지함 및 후면 배출 용지함의 측면 가이드

• 짧은 문서 어댑터

• 대체 엔드 스톱 연장

• 걸개 확장기

• 샘플 청소 키트

• USB 케이블

• AC 전원 코드 묶음

• 교체 타이어 및 사전 분리 패드

• 기본 안내 자료에 포함된 내용물:

- 설치 CD/DVD 
- 응용 프로그램 CD/DVD 
- 인쇄된 i5850S 스캐너 - 사용자 안내서 보충판

- 인쇄된 참조 안내서(다국어)
- 설치 안내서 인쇄물

- 다양한 전단지/안전 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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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 용지함 Kodak Alaris 직원이 출력 용지함을 설치해 드립니다.

스캐너의 출력 용지함은 최대 17인치 문서까지 스캔/분류할 수 있도록 조정할

수 있습니다. 용지함 조정이나 정비보수를 위해 제거한 후 다시 장착할 수도 있
습니다. 

• 용지함 1/하단 용지함: 문서가 스캐너에서 배출되는 하단에 있습니다. 출력

용지함 중에서 가장 많은 수의 문서를 적재할 수 있습니다. 예외 문서 또는 비
예외 문서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캐닝 응용 프로그램에서 문서 분류/
적재 옵션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문서가 이 용지함으로 출력됩니다. 용지함

을 제거하거나 조정할 경우, i5000 시리즈 스캐너 사용자 안내서 
3장 "출력 용지함 조정하기"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 용지함 2/상단 용지함: 가장 윗쪽에 위치해 있으며 주로 예외 문서용으로 사
용됩니다. 용지함을 제거하거나 조정할 경우, 본 안내서의 후반부에 있는 "상
단 용지함 각도 조정하기"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용지함 1/ 하단 용지함

용지함 2/ 상단 용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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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면 배출 용지함: 스캐너 뒤쪽에 있습니다. Rear Patch Sorting(뒷면 패치

분류) 옵션은 조작부에서 선택하며 패치 용지가 이 용지함으로 출력됩니다.
용지함을 제거하거나 조정할 경우, 본 안내서의 후반부에 있는 "후면 배출 용
지함 제거하기"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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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단 용지함의 각도 조
정하기

상단 용지함의 위치는 5단 중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상단 용지함의 높이는

용지의 앞 모서리 또는 뒤 모서리에 맞춰 정렬할 것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용지함의 각도를 변경하는 방법:

1. 용지함 양쪽에 있는 핀을 당겨낸 후 용지함을 원하는 구멍으로 올리거나 낮
춥니다.

2. 정확한 위치에 놓이면 부드럽게 핀을 놓아서 용지함을 고정합니다.

일반적으로, 스캐닝 응용 프로그램에서 Best(최고) 또는 Improved Stacking
(더 많이 적재)을 선택한 경우 용지함은 가장 높은 위치(핀이 용지함의 마지막

구멍에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가장 높은 위치 가장 낮은 위치

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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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단 용지함 또는 후면 
배출 용지함의 측면 가
이드 조정하기

측면 가이드는 출력 용지함의 문서 적재를 도와줍니다. 문서에 가장 적합한 적
재 조건을 찾기 위해 측면 가이드의 위치를 변경해야 할 수 있습니다.

상단 용지함 및 후면 배출 용지함의 측면 가이드는 자성을 띄고 있어서 문서의

크기에 맞게 좌우로 가이드를 쉽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측면 가이드를 제거할 경우 가이드를 들어서 용지함에서 제거하면 됩니다.

후면 배출 용지함 제거

하기

후면 배출 용지함을 제거하려면 용지함을 위로 가볍게 들어올린 후 스캐너에서

제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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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개 사용하기 스캐너는 크기가 다른 3개의 자석 걸개가 함께 제공되며, 이 걸개는 스캔하는

문서에 따라 손쉽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경우 걸개를 스캐너의 상단에 부착할 수 있습니다. 걸개는 출력 문서함

에 위치해 문서를 정렬해 줍니다. 스캔하는 문서에 맞는 크기의 걸개를 부착합

니다.

뒷면 패치 분류 옵션 활
성화하기

패치 용지를 후면 배출 용지함으로 출력할 경우 사용자 조작부를 사용합니다.

1. Settings(설정) 화면에서 Rear Patch Sorting(뒷면 패치 분류)를 선택합니다.

2. On(선택)을 선택하여 이 옵션을 활성화한 후 OK(확인)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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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적재 토글 패치 이중 적재 토글 패치 기능은 작동 제어판에서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Dual Stacking Toggle Patch(이중 적재 토글 패치) 옵션은 스택에서 자동으로

예외 문서를 분리할 수 있도록 문서를 준비할 때 패치 용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 옵션을 사용하면 예외 문서 앞뒤에 패치 용지를 넣어서 예외 문서

를 분리할 수 있습니다.

Rear Patch Sorting(뒷면 패치 분류)은 패치가 후면 배출 용지함으로, 예외 문
서가 지정된 예외 용지함으로 출력되도록 사용자 조작부에서 활성화해야 합니다. 

17인치 문서의 길이 보
호 활성화

스캐너에서 문서를 분류할 때, Length Protection Enabled(길이 보호 활성화

됨) 메시지가 사용자 조작부에 표시되고 최대 문서 길이 제한(17인치)에 도달했

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참고:

• Allow Maximum Length(최대 길이 허용) 재지정은 이 길이 보호를 비활성

화하지 않습니다.

• 5850S 스캐너는 기본적으로 '길이 보호 활성화됨' 기능이 설정되지 않은 상
태로 제공되기 때문에 17인치를 초과하는 문서도 스캔할 수 있습니다.

• 17인치를 초과하는 문서를 출력할 경우 Kodak Alaris 직원에게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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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 용지함 사양 용지함 1/하단 용지함:

최대 용지함 용량: 80g/m2(20파운드) 본드지 750매

최대/최소 문서 길이: 432mm(17인치) / 63mm(2.5인치)

최대/최소 문서 너비: 305mm(12인치) / 63mm(2.5인치)

용지함 2/상단 용지함:

최대 용지함 용량: 80g/m2(20파운드) 본드지 250매

최대/최소 문서 길이: 432mm(17인치) / 63mm(2.5인치)

최대/최소 문서 너비: 305mm(12인치) / 139mm(5.5인치)

후면 배출 용지함:

최대 용지함 용량: 80g/m2(20파운드) 본드지 200매

최대/최소 문서 길이: 432mm(17인치) / 63mm(2.5인치)

최대/최소 문서 너비: 305mm(12인치) / 139mm(5.5인치)

문제 해결 이래 목록을 참고하여 i5850S 스캐너 사용 시 발생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
습니다.

문제 가능한 해결책

문서를 길이별로 분류하지 않음 • 스캐닝 응용 프로그램의 Stacking(적재) 탭에 있는 Length(길이) 옵션이

15인치 이하로 설정되어 있으며 문서가 15인치보다 짧은지 확인합니다.

문서를 패치 용지별로 분류하지 않음 • 모든 패치가 수평으로 인쇄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i5000 시리즈 스캐너용 사용자 안내서 3장에 설명된 대로 사용자 조작부

에서 패치 감지기 테스트(패치 테스트 아님)를 수행하여 스캐너에서 패
치를 감지하는지 확인합니다. 

문서가 용지함 1 또는 용지함 2에 정확

하게 적재되지 않음 
• 스캐닝 응용 프로그램에서 Best(최고) 또는 Improved Stacking(더 많

은 적재)을 활성화합니다.
• 측면 가이드와 엔드 스톱을 적절히 조정합니다.

문서가 상단 이송 장치에서 걸림 Kodak i5000 시리즈 스캐너용 사용자 안내서 8장 문제 해결에 나와 있는

스캐너 문서 걸림의 원인을 참조합니다. 상단 이송 장치에서 걸림 현상이

발생하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 상단 덮개를 엽니다.

• 걸린 문서를 찾아 제거합니다.
• 상단 덮개를 닫고 잠겨졌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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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가능한 해결책

문서가 스캐너에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 Length Protection(길이 보호) 옵션은 스캐너에서 17인치 이하의 문서

만 스캔하도록 제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 안내서 전반부에 있는 "17인

치 문서의 길이 보호 활성화" 단원을 참조합니다.

문서가 정확히 분류되지 않음 스캐너에서 출력 문서를 3개의 출력 용지함으로 모두 출력할 수 있는지

확인하려면 사용자 조작부에서 Count only - Simple Sorting(계수만 - 간
단한 분류) 테스트를 실시합니다.

1. Diagnostics(진단)을 선택합니다.

2. Count only - Simple Sorting(계수만 - 간단한 분류)을 선택합니다. 

3. 세고자 하는 문서를 입력 엘리베이터에 놓으십시오.

4. 시작/다시 시작 버튼을 누릅니다. 스캐너가 모든 문서를 스캔하면 총
수가 표시됩니다.

참고:

• 이 테스트를 진행하면 문서가 하단 배출 용지함, 후면 배출 용지함, 상단

배출 용지함으로 이송됩니다. 테스트가 완료되면 적재된 문서의 1/3이

각 용지함으로 전송됩니다.
• 테스트를 할 때 600장 이상을 적재하지 마십시오.
• 테스트를 정상 속도로 진행할 수 없습니다.
• 문제가 지속될 경우 서비스를 요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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