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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성

안전성 소개

주의 사항 및 안전성

기계를 작동하기 전에 다음 지침을 주의 깊게 읽고 참고하여 기계를 항상 안전하게 작동하십
시오.

Xerox® 제품 및 소모품은 엄격한 안전성 요건을 충족하도록 설계 및 테스트되었습니다. 여기
에는 안전 기관 평가와 인증, 그리고 전자기 규정 및 정해진 환경 기준에 한 적합성이 포함
됩니다.

경고: 

본 제품의 안전성 및 환경 테스트와 성능은 Xerox®제품만을 사용하여 검증되었습니다. 외부 
장치를 연결하거나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는 등 무단으로 변경하면 제품 인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Xerox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운영 안전성 정보

Xerox® 장비 및 소모품은 엄격한 안전성 요건을 충족하도록 설계 및 테스트되었습니다. 여기
에는 안전 기관 검사, 승인, 그리고 정해진 환경 기준에 한 적합성이 포함됩니다.

Xerox® 장비를 계속해서 안전하게 작동하려면 항상 다음 안전 지침을 따르십시오.

준수 사항:

• 장비에 표시되거나 장비와 함께 제공되는 모든 경고 및 지시 사항을 따르십시오.

• 항상 본 제품에 명확하게 지정된 제품만 사용하십시오. 다른 제품을 사용하면 성능이 저
하될 수 있으며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에어로졸 세정제를 사용하지 마십시
오. 에어로졸 세정제는 특정 조건에서 폭발하거나 불이 붙을 수 있습니다.

• 장비를 이동하거나 재배치할 때는 항상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 기계는 항상 기계의 무게를 충분히 지탱할 수 있는 단단한 표면 위에 설치하십시오.

• 항상 적절히 환기가 되고 기계를 점검하기에 충분한 공간에 설치하십시오.

• 청소하기 전에 항상 이 장비를 콘센트에서 분리하십시오.

참고: Xerox 기계에는 에너지 절약 장치가 갖춰져 있어서 사용하지 않을 때 전력을 보존합니
다. 기계를 켜 놓은 채로 계속 놔두어도 됩니다.

금지 사항:

• 접지 어댑터 플러그를 사용하여 접지 연결 단자가 없는 전원 콘센트에 장비를 연결하지 
마십시오.

• 본 설명서에 명확하게 설명되지 않은 유지관리 방법은 시도하지 마십시오.
사용 설명서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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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사로 고정된 덮개나 보호 를 절  떼어내지 마십시오. 그러한 덮개 내부에는 작업자
가 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 라디에이터나 기타 열원 근처에 기계를 두지 마십시오.

• 전기적 또는 기계적 연동 장치를 중단하거나 “편법”을 쓰지 마십시오.

• 사람들이 전원 코드에 걸려 넘어질 수 있는 곳에 이 장비를 설치하지 마십시오.

주의: 이 장치는 영상 표시 작업 환경의 직접적 시야 내에서 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
다.

영상 표시 작업 환경에서 방해 반사를 피하려면 직접적 시야 내에 이 장치를 두지 말아야 합
니다.

전기 정보

경고 - 전기 안전성 정보

1. 기계의 전원 콘센트는 장비의 뒷면에 있는 데이터 플레이트에 명시된 요구 사항을 충족
해야 합니다. 전기 공급이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실하지 않은 경우, 해당 지역의 전력
회사 또는 전기 기술자에게 문의하십시오.

2. 콘센트는 장비 근처에 설치되어야 하며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컴퓨터와 함께 제공되는 전원 케이블을 사용합니다. 연장 코드를 사용하거나 전원 코드 
플러그를 제거 또는 개조하지 마십시오.

4. 전원 케이블을 올바르게 접지된 전기 콘센트에 직접 연결합니다. 콘센트가 올바르게 접
지되어 있는지 확실하지 않은 경우, 전기 기술자에게 문의하십시오.

5. 어댑터를 사용하여 접지 연결 단자가 없는 전원 콘센트에 Xerox 장비를 연결하지 마십시
오.

6. 전원 케이블에 걸려 사람이 넘어질 수 있는 곳에 이 장비를 설치하지 마십시오.

7. 전원 케이블에 물체를 올려 놓지 마십시오.

8. 전기적 또는 기계적 연동 장치를 중단하거나 비활성화하지 마십시오.

9. 기계의 슬롯이나 입구에 물체를 넣지 마십시오. 전기 충격 또는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
다.

전기 공급 장치

• 본 제품은 제품의 데이터 플레이트 라벨에 표시된 유형의 전기 공급 장치로 작동해야 합
니다. 전기 공급이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실하지 않은 경우, 해당 지역의 전력회사에 
문의하십시오.

• 항상 장비를 올바르게 접지된 전원 콘센트에 연결합니다. 의심스러운 경우, 자격 있는 전
기 기술자가 콘센트를 점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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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이 장비는 보호 접지 회로에 연결해야 합니다.

이 장비는 보호 접지 핀이 있는 플러그와 함께 제공됩니다. 이 플러그는 접지된 전기 콘센트
에만 적합합니다. 이는 안전 기능입니다. 콘센트에 플러그를 연결할 수 없는 경우, 전기 기술
자에게 연락하여 콘센트를 교체하십시오.

분리 장치

전원 케이블은 본 장비에 한 분리 장치입니다. 이는 플러그인 장치처럼 기계의 측면에 연
결됩니다. 장비에서 모든 전력을 제거하려면 전기 콘센트에서 전원 케이블을 분리합니다.

비상시 전원 끄기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즉시 기계를 끄고 전원 콘센트에서 전원 케이블을 분리합니
다. 

• 장비에서 이상한 냄새나 이상한 소리가 납니다.

• 전원 케이블이 손상되거나 마모되었습니다.

• 벽면 패널 회로 차단기, 퓨즈 또는 기타 안전 장치가 넘어졌습니다.

• 액체가 기계로 유입됩니다.

• 기계가 물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 기계 일부가 손상되었습니다.

유지관리 정보

1. 작업자 제품 유지관리 절차는 제품과 함께 제공되는 사용 설명서에 나와 있습니다. 

2. 본 제품에 해 고객 설명서에 나와 있지 않은 유지관리 작업은 수행하지 마십시오.

3. 에어로졸 세정제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승인되지 않은 세정제를 사용하면 장비의 성능
이 저하될 수 있으며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본 설명서에 규정된 소모품과 청소 용품만 사용하십시오. 

5. 나사로 고정된 덮개나 보호 를 떼어내지 마십시오. 그러한 덮개 내부에는 작업자가 유
지관리 또는 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6. 공인 리점에서 교육을 받은 경우 이외 또는 사용 설명서에 특별히 설명된 절차 이외에
는 어떤 유지관리 절차도 수행하지 마십시오.

제품 안전 인증

본 제품은 다음 안전 표준을 사용하는 다음 기관에서 인증합니다.

표준

UL60950-1(미국)

CSA 22.2 No. 60950-1(캐나다)
사용 설명서 1-3



Xerox® DocuMate® 4799 스캐너 안전성
환경 보건 및 안전 연락처

연락처 정보

Xerox® 제품 및 소모품과 관련된 환경, 보건 및 안전에 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고객 전화 상
담 서비스에 문의하십시오.

IEC 60950-1

미국 및 캐나다 / 유럽(전화): 1-800-ASK-XEROX (1-800-275-93769)

미국 및 캐나다 / 유럽(팩스): 1-800-422-8217

표준
1-4 사용 설명서



2.     시작

새로 출시된 Xerox® 스캐너는 단면 또는 양면 페이지를 신속하게 스캔하여 해당 전자 이미지
를 컴퓨터에 전송합니다.

상자 내용물

먼저 상자의 내용물을 확인합니다. 누락되거나 손상된 내용물이 있는 경우, 스캐너를 구입한 
리점에 문의하십시오.

시스템 요구 사항

• Pentium 4 또는 AMD와 동일한 사양

• DVD-ROM 드라이브(듀얼 레이어 DVD를 읽을 수 있음)

• 사용 가능한 USB(범용 직렬 버스) 포트

Xerox® DocuMate®4799 빠른 설치 설명서 기술 지원 카드

USB 케이블 전원 코드 쉐이딩 페이퍼

설치 디스크 블로어 브러시 롤러 클리닝 페이퍼

분리 롤러
사용 설명서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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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crosoft® Windows® 운영 체제: 

– 32비트 또는 64비트 Windows 7(서비스 팩 1)

– 32비트 또는 64비트 Windows 8/8.1

– 32비트 또는 64비트 Windows 10

• 내장 메모리(RAM) 최소 2기가바이트(GB)

• 사용 가능한 최소 하드 디스크 공간:

– 스캐너 드라이버용 350MB

– Visioneer OneTouch용 1GB

– 각각의 추가 응용프로그램용 1~2GB

• 모니터의 권장 설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6비트 또는 32비트의 컬러 품질

– 최소 800 x 600픽셀로 해상도 설정

모니터의 컬러 품질 및 해상도 설정에 한 지침은 Windows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설명서

다음과 같은 인쇄된 설명서가 상자에 들어 있습니다.

• 설치 설명서 - 간략한 스캐너 설정 및 설치 지침.

• 기술 지원 카드 - 기술 지원 및 고객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연락처 정보, 그리고 당사 표준 
제품 보증에 한 간략한 개요.

다음과 같은 소프트 카피 설명서가 설치 디스크에 있습니다.

• 스캐너 사용 설명서 - 스캐너의 설정, 설치, 작동, 유지관리, 안전 및 보증에 관한 지침

• OneTouch 스캔 설명서 - OneTouch를 사용한 구성 및 스캔에 관한 지침

• TWAIN 스캔 설명서 - TWAIN 인터페이스를 사용한 액세스 및 스캔에 관한 지침

• 제어 시트 - TWAIN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스캔할 때 자동으로 스캔을 조정합니다.  이 
파일에는 다양한 ISO 및 U.S. 용지 크기에 한 레이아웃이 들어 있습니다.  TWAIN 스캔 
설명서에는 스캔하는 동안 이러한 시트를 사용하는 방법에 한 지침이 들어 있습니다. 

인쇄하는 페이지 크기가 문서 더미에 있는 페이지의 크기와 일치해야 합니다.  또한 사용
하는 응용프로그램이 페이지 크기를 프린터 안의 용지에 맞춰 자동 조정하도록 설정되
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파일 분리 시트 - TWAIN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스캔할 때 용지들을 둘 이상의 별도 파
일로 자동 분리합니다. 

• 패치 코드 시트 - TWAIN 인터페이스를 사용할 때 패치 코드 데이터 감지 기능을 지원하
는 응용프로그램과 함께 사용합니다.  패치 코드 페이지 레이아웃은 사용자의 스캐너를 
위해 특별히 설계되었습니다. 이 파일에는 A4 및 U.S. Letter 크기 페이지에 한 패치 2, 3 
및 T 레이아웃이 들어 있습니다. 
2-2 사용 설명서



시작 Xerox® DocuMate® 4799 스캐너
• Kofax Virtual ReScan(VRS™) 사용 설명서 - 불완전한 원본을 스캔할 때 스캔한 이미지의 
선명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고급 이미지 향상 옵션 사용 등, 소프트웨어에 한 자세한 기
능 및 구성 지침이 들어 있습니다.

Xerox® DocuMate® 4799 스캐너 특징

1. 용지 배출함 - 문서가 스캐너에서 나오는 곳입니다. 문서를 용지 배출함에 그 로 두려면 
출구 정지기를 젖혀 올립니다. 다양한 문서 길이에 맞도록 출구 확장부를 당겨서 뺄 수 있
습니다. 

2. 사전 임프린터 도어 - 출력 용지함을 들면 사전 임프린터 컴파트먼트에 액세스할 수 있습
니다.

3. 제어 패널 - 스캐너 하드웨어를 제어합니다.

– 호퍼(Hopper) - 위쪽 및 아래쪽 화살표를 눌러 문서 더미의 높이에 따라 입력 용지함
의 높이를 수동으로 조정합니다.  

– ADF - 스캐너를 자동 문서 급지와 수동 문서 급지 사이에서 변경합니다. 

– 두께(Thickness) - 누르면 스캔하는 용지의 두께에 맞게 롤러 위치를 변경합니다.

– 시작/중지(Start/Stop) - 누르면 스캔을 시작합니다. 스캐닝 진행 중 버튼을 누르면 스
캔을 멈춥니다.

4. ADF 덮개 열림 장치 - 당겨서 자동 문서 공급 장치를 엽니다.

5. 용지 가이드 - 가이드를 조정하여 너비가 다양한 문서를 지원합니다.

6. 호퍼 입력 용지함 - 스캔을 위해 자동 문서 공급 장치에 문서를 넣습니다.

7. 전원 스위치 - 스캐너의 전원을 켜거나 끕니다.

8. 사전 임프린터 도어 - 열면 사전 임프린터 컴파트먼트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9. 직선 경로 도어 - 이 도어를 낮추면 매우 두꺼운 페이지를 바로 스캐너를 통해 공급할 수 
있습니다. 

10. 전원 잭 — 전원 코드를 스캐너에 연결합니다.

11. USB(범용 직렬 버스) 포트 — 스캐너를 USB 2.0 케이블을 통해 컴퓨터에 연결합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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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스캐너 설치

스캐너 포장 풀기

스캐너의 포장을 풀고 이동하고 조립할 때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부상을 막고 스캐너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지침을 따르십시오.

1. 배송 상자에서 스캐너를 꺼내 1페이지(페이지 2-1)에 나와 있는 상자 내용물이 모두 있는
지 확인합니다.

나중에 필요할 경우에 비해 원래 포장 재료를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2. 항상 최소 두 사람이 스캐너의 아래를 받치고 위로 들어올려 운반해야 합니다.

3. 스캐너의 무게를 지탱할 수 있는 책상이나 테이블에 설치하고 천으로 덮여 있는 표면에
는 두지 마십시오.
사용 설명서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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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컴퓨터 가까이 평평한 곳에 스캐너를 설치합니다.

입력 및 출력 용지함 확장부를 열고 유지관리를 수행하며 충분히 환기할 수 있도록 스캐
너의 모든 면 상단에 15인치(약 38cm) 이상의 여유 공간을 둡니다.

5. 스캐너의 상단과 측면에서 운송용 테이프를 모두 제거합니다.

분리 롤러 설치

1. 사전 임프린터 도어를 엽니다.

2. 고정용 나사를 분리한 다음 사전 임프린터 덮개를 닫습니다.
3-2 사용 설명서



스캐너 설치 Xerox® DocuMate® 4799 스캐너
3. 스캐너 덮개 열림 장치를 당기고 덮개를 들어올려 스캐너를 엽니다.

4. 이중 급지 방지 롤러 덮개를 젖혀서 엽니다.

5. 롤러 컴파트먼트의 브래킷과 롤러 바를 일직선으로 맞춥니다. 롤러 바의 오른쪽 홈에 맞
춰 브래킷의 U자 모양에 부드럽게 들어가도록 합니다. 

롤러의 금속 막 를 회전할 수 없으면 롤러가 제자리에 들어간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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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완료되면 이중 급지 방지 롤러 덮개를 닫습니다.

7. 완료되면 스캐너를 닫습니다.

스캐너 전원 코드 연결

1. 해당 국가에 적합한 전원 코드를 선택합니다.

2. 전원 코드를 스캐너와 벽면 콘센트에 연결합니다.

참고: 소프트웨어 설치가 끝날 때까지 스캐너를 켜지 마십시오.
3-4 사용 설명서



4.     설치

설치를 시작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확인하십시오.

• 설치 중 다시 부팅하라는 메시지가 나타나면 "아니요(No)"를 선택하십시오. 나머지 소프
트웨어의 설치를 완료한 다음 열려 있는 창을 모두 닫고 컴퓨터를 다시 부팅합니다. 

• 이 설명서에는 구매하신 스캐너와 함께 제공되지 않은 소프트웨어에 한 정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매하신 스캐너에 해당하지 않는 소프트웨어 정보는 무시하십시오.

• 컴퓨터에 바이러스 백신이나 스파이웨어 방지 소프트웨어가 실행되고 있는 경우, 설치 
도중에 설치를 계속 진행할 것인지 묻는 경고나 메시지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컴퓨터에
서 실행 중인 소프트웨어에 따라 메시지는 다르지만, 어떤 메시지가 나타나더라도 설치
를 진행하는 옵션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설치 진행을 허용해야 합니다. 또는 스캐너를 설
치하기 전에 바이러스 백신이나 스파이웨어 방지 소프트웨어를 꺼 놓습니다. 단, 이 경우
에는 설치가 완료되면 이러한 소프트웨어를 다시 켜야 합니다.

• 컴퓨터에 Windows 7 이상을 실행하는 경우, 시스템 변경 확인을 요청하는 Windows 사용
자 계정 컨트롤 화면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Y) 버튼을 클릭하여 설치를 계속 진행합니
다.

• Windows UAC(사용자 계정 컨트롤)는 Kofax VRS 또는 Kofax Scan Demo 소프트웨어를 설
치하기 전에 꺼야 합니다. Kofax VRS 설치 프로그램이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표시합니다. 
“사용자 계정 컨트롤이 이 컴퓨터에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이 설정이 활성화되어 있으면 
VRS 설치 프로그램이 제 로 설치될 수 없습니다. 제어판의 사용자 계정 화 상자에서 
이 설정을 비활성화하십시오.(User Account Control is enabled on this machine. The VRS 
installer will not install correctly with this setting enabled. Please disable this setting from the 
User Accounts dialog in the Control Panel.)” Kofax Scan Demo 설치 프로그램이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표시합니다. “IC 런타임을 찾을 수 없습니다. IC를 설치하십시오.(Cannot find IC 
runtime. Install IC.)” 이 두 소프트웨어 응용프로그램의 설치를 완료하려면 Windows UAC
를 끄십시오. 설치가 완료된 후 UAC를 다시 켜면 됩니다.

소프트웨어 설치 및 스캐너 연결

1. Microsoft Windows를 시작하고 다른 응용프로그램이 실행되고 있지 않은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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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컴퓨터의 DVD-ROM 드라이브에 설치 디스크를 삽입합니다.

디스크가 자동으로 시작됩니다.

3. 언어 선택 창이 열립니다. 드롭다운 메뉴 화살표를 클릭하고 사용할 언어를 선택합니다. 
확인을 클릭합니다.

디스크의 메인 메뉴 창이 열립니다.

참고 : 디스크가 시작되지 않으면 다음을 확인하십시오 .

– 디스크 드라이브의 도어가 완전히 닫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 디스크가 드라이브에 올바른 방향(라벨 면이 위로)으로 삽입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디스크를 수동으로 시작하는 방법:

– 컴퓨터의 디스크 드라이브에 한 Windows 옵션을 엽니다.

– DVD-ROM 드라이브의 아이콘을 두 번 클릭합니다. 

– 이제 디스크 설치 메뉴가 열립니다.

메뉴가 열리지 않을 경우:

• 디스크에 있는 파일 목록에서 setup.exe라는 파일을 두 번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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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설치 프로그램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온라인으로 검색할 수 있는 프롬프트가 표시됩
니다. 디스크의 소프트웨어만 설치하려면 아니요를 선택합니다.

5. 온라인 업데이트가 승인되면 먼저 설치 프로그램의 최신 버전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6. USB 케이블을 스캐너의 USB 포트에 연결한 다음 컴퓨터의 USB 포트에 연결합니다. 스캐
너의 전원을 켭니다.

참고 : 디스크의 소프트웨어만 설치하려면 취소를 선택합니다 .

7. 이 과정이 완료되면 기본 메뉴가 나타납니다.

8. 메인 메뉴에서 소프트웨어 설치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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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스캐너 드라이버와 Visioneer OneTouch, 그리고 설치하려는 다른 응용프로그램의 확인
란을 선택합니다.

참고 : 구입하신 스캐너와 함께 제공된 소프트웨어는 이 창에 표시된 목록과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

10. 해당 소프트웨어 버전이 이미 시스템에 설치되어 있으면 옵션은 회색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디스크 또는 온라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최신 버전이 있으면 해당 버튼 옵션을 선
택하여 업그레이드할 수 있습니다.

11. 디스크의 소프트웨어가 최신 버전이면 소프트웨어는 DVD에서 설치됩니다. 하지만, 온
라인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의 최신 버전이 있으면 웹 버튼이 나타나고 기본적으로 
선택됩니다.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원본 위치를 선택합니다.

12. 웹 버튼이 선택되었으면 지금 다운로드를 클릭하여 먼저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해야 
합니다. 전체 다운로드 크기가 맨 아래에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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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다운로드가 시작된 후 일시 중지할 수 있습니다. 선택 항목을 변경해야 할 경우, 다운로드
를 일시 중지한 상태에서 재설정을 클릭해야 합니다. 그러면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참고 : 기본 메뉴 또는 설치 메뉴에서 재설정 버튼을 클릭하면 둘 다 부분적으로 완료되
고 이전에 다운로드된 파일이 삭제됩니다 . 이들 파일을 설치하려면 다시 다운로드하거
나 DVD에서 설치해야 합니다 .

14. 지금 설치를 클릭합니다.

스캐너 드라이버 설치

먼저 스캐너 드라이버 설치가 시작됩니다.

1. 스캐너 드라이버 설치 마법사(Setup Wizard)의 시작 화면이 열립니다. 다음을 클릭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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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Xerox 사용권 계약 창에서 사용권 계약을 읽으십시오. 계약 조건에 동의하면 동의합니다
를 선택한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사용권 계약에 동의하지 않으면 취소를 클릭합니다. 설치 중단 창에서 닫기를 클릭합니
다.

3. 이제 소프트웨어가 설치됩니다.

4. “하드웨어를 연결하여 설치 완료” 창이 표시되면 멈춥니다. 아직 확인을 클릭하지 마십
시오. 창을 열어두고 다음 섹션으로 진행합니다.

참고: 스캐너 연결을 위한 다이어그램이 화면에 표시되지 않을 경우, 중지하고 아래 지침을 
따르십시오.

USB 케이블 연결 및 전원 켜기

스캐너를 처음 연결하는 경우에는 아래 지침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십시오. 스캐너와 함께 제
공되는 케이블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1. USB 케이블에서 모든 테이프를 제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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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USB 케이블을 스캐너의 USB 포트에 연결한 다음 컴퓨터의 USB 포트에 연결합니다. USB 
포트 위치는 컴퓨터의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플러그가 쉽게 연결되지 않으면 올바르게 연결하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플러그를 억
지로 연결하지 마십시오.

3. 스캐너의 전원을 켭니다.

상태 표시등이 켜지고 깜박거리면서 스캐너에 전원이 공급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스캐너가 USB 포트에 연결되었고 스캐너를 실행할 수 있는 적절한 소프트웨어를 자동으
로 로드한다는 것을 컴퓨터가 인식합니다. 

4. 소프트웨어가 완전히 로드된 것이 확실하면 “하드웨어를 연결하여 설치 완료” 창으로 돌
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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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확인을 클릭하여 설치 프로세스를 완료합니다.

6. 설치 완료 창에서 닫기를 클릭하여 드라이버 설치 프로그램을 닫고 종료합니다. 

사용자 유틸리티 설치

사용자 유틸리티는 스캐너 하드웨어를 모니터링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진단 및 
유지관리 소프트웨어입니다.

1. Xerox 사용자 유틸리티 사용권 계약 창에서 사용권 계약을 읽으십시오. 계약 조건에 동의
하면 예(Yes)를 선택하여 계약에 동의하고 설치를 계속합니다.

사용권 계약에 동의하지 않으면 설치가 종료되고 사용자 유틸리티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2. 다음 화면에서 설치 파일이 컴퓨터에 설치되는 위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파일이 설치
되는 위치를 변경하려면 찾아보기...(Browse...)를 클릭합니다.

이 창에서 기본 옵션이 선택된 상태로 다음(Next)을 클릭하여 설치를 계속하는 것이 좋습
니다.

3. 다음 화면에서는 Windows 시작 프로그램 목록에 프로그램이 표시되는 위치와 프로그램 
파일 폴더 이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창의 기본 옵션 로 하면 바로 가기 아이콘이 Windows 모든 프로그램 목록의 Xerox 폴
더에 들어갑니다. 이 창에서 기본 옵션이 선택된 상태로 다음(Next)을 클릭하여 설치를 
계속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설치 완료 창에서 마침(Finish)을 클릭하여 설치 창을 닫습니다. 

5. 사용자 유틸리티의 바로 가기 아이콘이 Windows 바탕 화면 및 Windows 시작 모든 프로
그램 메뉴에 나타나게 됩니다.

ISIS 드라이버 설치.

1. 먼저 ISIS 드라이버의 언어를 선택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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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SIS 설치 시작 창에서 Next를 클릭합니다.

3. 설치를 클릭하여 ISIS 드라이버 설치를 시작합니다.

4. 마침을 클릭하여 ISIS 설치 완료 창을 닫습니다.

Visioneer OneTouch 설치

드라이버 설치 완료 창에서 닫기를 클릭한 후 Visioneer OneTouch 소프트웨어 설치가 자동으
로 시작됩니다. 

1. OneTouch 설치 마법사 시작(Welcome to the OneTouch Setup Wizard)에서 다음을 클릭합
니다.

2. Visioneer 사용권 계약 창에서 사용권 계약을 읽으십시오. 계약 조건에 동의하면 동의합
니다를 선택한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사용권 계약에 동의하지 않으면 설치가 종료되고 OneTouch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3. 설치 완료 창에서 닫기를 클릭하여 소프트웨어 설치 프로그램을 닫고 종료합니다.

4. OneTouch가 설치되면 이것이 초기화되고 설치된 스캐너를 검색하는 동안 스플래시 화
면이 표시됩니다. 이 화면이 사라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OneTouch 사용을 시도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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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DVD에서 다른 소프트웨어도 설치하도록 선택한 경우, 해당 소프트웨어에 한 설치는 
설치 완료 창에서 닫기를 클릭한 다음 자동으로 시작됩니다. 화면의 지침을 따라, 선택한 각 
응용프로그램을 설치합니다.

추가 응용프로그램 설치

1. 디스크의 메인 메뉴로 돌아가서 소프트웨어 설치를 클릭합니다.

2. 해당 소프트웨어 버전이 이미 시스템에 설치되어 있으면 옵션은 회색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디스크 또는 온라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최신 버전이 있으면 해당 버튼 옵션을 선
택하여 업그레이드할 수 있습니다.

3. 디스크의 소프트웨어가 최신 버전이면 소프트웨어는 DVD에서 설치됩니다. 하지만, 온
라인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의 최신 버전이 있으면 웹 버튼이 나타나고 기본적으로 
선택됩니다.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원본 위치를 선택합니다.

4. 웹 버튼이 선택되었으면 지금 다운로드를 클릭하여 먼저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해야 
합니다. 전체 다운로드 크기가 맨 아래에 나타납니다.

5. 설치할 추가 응용프로그램을 선택한 다음 지금 설치를 클릭합니다.

6. 각 추가 응용프로그램을 설치하려면 화면의 지침을 따릅니다.

사용 설명서 보기

1. 디스크의 메인 메뉴로 돌아가서 사용 설명서 보기를 클릭합니다.

2. OneTouch 및 TWAIN에 한 스캐너 사용 설명서 및 스캔 설명서에 액세스하려면 스캐너 
설명서 보기를 클릭합니다.

– 스캐너 사용 설명서 - 스캐너의 설정, 설치, 작동, 유지관리, 안전 및 보증에 관한 지침

– OneTouch 스캔 설명서 - OneTouch를 사용한 구성 및 스캔에 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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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WAIN 스캔 설명서 - TWAIN 인터페이스를 사용한 액세스 및 스캔에 관한 지침

스캐너와 함께 제공된 소프트웨어 응용프로그램의 사용 설명서에 액세스하려면 소프트
웨어 설명서 보기를 클릭합니다.

이러한 사용 설명서 창 중 하나에서 사용 설명서 메뉴 버튼을 클릭하여 메인 사용 설명서 
창으로 돌아간 다음 다른 설명서 섹션을 선택하여 사용 설명서를 봅니다.

3. 보려고 하는 설명서의 링크를 클릭합니다. 

4. 끝나면 메인 메뉴를 클릭하여 메인 메뉴 창으로 돌아간 다음 끝내기를 클릭합니다.

5. 설치 디스크를 꺼내 안전한 장소에 보관합니다.

스캐너 등록

스캐너를 등록하면 당사의 무료 전화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등록하는 것이 중요
합니다. 등록하면 스캐너에 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무료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스캐너를 등록하려면 활성화된 네트워크 연결이 필요합니다. 네트워크에 액세스할 수 없는 
경우, 당사 고객 서비스 부서에 연락하여 스캐너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고객 서비스 연락 정
보는 스캐너와 함께 받은 기술 지원 카드를 참조하십시오.

1. Internet Explorer 창 또는 컴퓨터에 설치한 다른 인터넷 브라우저를 엽니다.

2. 웹 주소 필드에서 www.xeroxscanners.com 을 입력합니다.

3. 컴퓨터의 키보드에서 Enter 키를 누르거나 화면의 옵션을 클릭하면 해당 웹 주소로 이동
합니다.

4. Visioneer® 스캐너 웹 페이지가 로드되면 제품 등록(Register Your Product)을 클릭합니다
.

5. 등록 양식을 작성합니다. 별표(*)가 있는 필드는 필수 입력 필드입니다.

유효한 이메일 주소를 등록해야 합니다.

6. 스캐너의 일련 번호를 입력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될 수 있습니다. 일련 번호는 스캐너 뒷
면 또는 아래쪽에 있습니다. 

7. 양식을 작성한 후 등록 제출(Submit Your Registration)을 클릭하여 등록을 완료합니다.

스캐너 설명서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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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스캔할 문서 넣기

스캐너에 문서를 삽입하기 전에 문서에서 스테이플이나 종이 클립을 항상 제거합니다. 스테
이플과 종이 클립이 있으면 급지 장치에 용지 걸림이 발생할 수 있고 내부 부품이 긁힐 수 있
습니다. 라벨, 스티커, Post-It™ 메모지도 스캔 과정에서 분리되어 스캐너에 끼일 수 있으니 
모두 제거합니다. 여기에 설명된 것처럼 잘못 사용하면 스캐너의 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www.xeroxscanners.com 에서 제품을 선택하고, “보증 프로그램” 링크를 클릭하여 귀하의 스
캐너 보증 약관을 확인하십시오. 

지원되는 문서 유형

다음 스캐너에서는 다음 유형의 문서와 카드를 스캔할 수 있습니다.

• 입력 용지함의 최  문서 용량

– 약 350페이지의 20파운드(75~80g/m2) 새 프린터 용지

• 문서 크기

– 최소 크기(너비 x 길이) – 1.9 x 2.8인치(48 x 71mm)

– 최  크기(너비 x 길이) – 11.89 x 17인치(302 x 432mm)

– 긴 문서의 최  길이 사용 – 100인치(2540mm)

스캔하는 문서가 17인치(432mm)보다 길면 한 번에 한 페이지만 스캔하는 것이 좋습
니다.

• 유효한 혼합 문서 크기 세트(긴 문서 사용 없음)

– 스캐너가 허용하는 최소부터 최  크기까지

문서들을 정돈하여 모든 페이지가 스택의 중앙에 위치하게 합니다. 문서 센서, 용지 
분리 및 급지 롤러는 용지 경로의 중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보다 작은 페이지들이 중
심선을 벗어났다면 그것은 감지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럴 경우, 급지 문제 및 용지 걸
림이 발생할 것입니다.

• 용지 두께 

– 자동 모드: 5~42파운드(20~157g/m2)

– 두꺼운 모드: 42~56파운드(157~209g/m2)

– 직선 경로: 0.2~0.6mm(7.9~23.6mi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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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캔을 피해야 할 문서

다음 목록의 문서는 스캔 가능하지만 이러한 유형의 문서를 스캔하면 스캐너의 수명이 단축
됩니다. 유지관리를 더 자주 해야 하고 교체 가능한 부품은 더 빨리 마모됩니다. 이러한 유형
의 문서는 용지 걸림이 보다 자주 발생하고 원본 문서에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
서는 량으로 스캔하지 마십시오. 이런 식으로 사용하면 스캐너 보증 상이 되지 않으며 교
체 부품의 수명이 변경됩니다.

다음 목록에 있는 문서는 스캔을 피하거나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 말리거나 구겨지거나 접힌 문서는 용지 걸림이 발생하거나 한 번에 여러 페이지가 스캐
너에 공급될 수 있습니다.

• 절취선이나 구멍이 있는 용지는 분리 롤러가 맞물릴 때 찢어질 수 있습니다.

• 코팅된 용지나 사진은 스캔하는 동안 코팅이 벗겨져 스캐너에 잔여물을 남길 수 있습니
다.

• 지나치게 매끄럽거나 광택이 있거나 질감이 매우 많은 용지는 용지 공급 롤러에서 미끄
러져 나가 스캐너에 용지 걸림이 발생하게 될 수 있습니다.

• CCP(Carbonless Copy Paper: 카본리스 카피 용지)는 스캐너에 공급될 때 찢어질 수 있고 롤
러가 용지에 줄무늬 흔적을 남길 수 있습니다. 이 용지의 화학적 코팅이 스캔 과정에서 떨
어져 나와 롤러에 붙어 급지 오류와 용지 걸림의 횟수가 증가합니다.

• 트레이싱 용지처럼 부분적으로 투명한 용지는 페이지의 반 편 이미지나 검은색 배경이 
스캔한 이미지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지원되지 않는 문서 유형

다음과 같은 유형의 문서는 스캐너를 손상시킬 수 있으므로 스캔하지 마십시오.

• 본 문서에 나와 있는 지원되는 크기, 두께, 무게 이외의 항목.

• 직사각형이 아니거나 불규칙한 모양의 용지는 스캐너가 감지하여 문서 기울임 오류나 
용지 걸림을 보고합니다.

• 카본 용지는 스캐너와 롤러에 잔여물을 남겨 다음 문서 세트를 스캔할 때 옮겨집니다.

• 종이 클립, 바인더 클립, 스테이플 같은 딱딱한 것이 붙어 있는 문서.

• 잉크물 또는 수정액을 사용한 문서.

• 감열지 또는 감광지.

• 오버헤드 프로젝터용 시트, 플라스틱 필름, 카메라 필름, 그리고 기타 모든 유형의 전체적
으로 투명하거나 부분적으로 투명한 플라스틱 항목.

• 서로 붙어 있는 문서.

• 천 또는 금속 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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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지 공급 옵션 선택

스캐너 제어 패널을 사용하여 조정할 수 있는 용지 공급 옵션이 있습니다. 스캔하는 문서의 
유형에 따라 이러한 옵션을 조정하면 됩니다.

호퍼(Hopper) – 위쪽 및 아래쪽 화살표를 눌러 입력 용지함에 있는 용지의 양에 따라 입력 용
지함의 높이를 조정합니다. 스캐너가 스캔 중에 자동으로 용지함을 들어올리지만, 정기적으
로 적은 양의 용지를 스캔하는 경우에는 스캔 중에 자동으로 높이를 조절하는 시간을 절약하
기 위해 입력 용지함을 높여 둘 수 있습니다.

ADF – 이 버튼은 스캐터를 자동 급지(첫 번째 옵션)에서 수동 급지(두 번째 옵션)로 변경합니
다. 자동 급지를 선택하면 스캐너가 스캔하는 동안 자동으로 공급함을 들어올립니다. 수동 급
지를 선택하면 한 페이지 또는 매우 적은 양의 페이지를 급지할 때 매번 입력 용지함을 맨 위
로 들어올립니다. 수동 급지 모드 옵션으로 스캔 인터페이스를 사용할 때는 스캐너도 수동 급
지 모드로 전환해야 합니다.

두께(Thickness) – 롤러 사이의 간격을 조정하는 옵션입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옵션이 바뀌면
서 나타납니다. 그러면 스캔하는 용지의 두께와 일치하는 옵션을 선택하면 됩니다.

용지 두께 LED 표시등 용지 유형

얇은 용지

19~50g/m2

(5~13파운드)

얇은 용지 또는 표면에 질감이 있는 용지를 스캔할 때(예: NCR 용지
).

보통

50~157g/m2

(13~42파운드)

일반 프린터/복사기 용지를 스캔할 때.

두꺼운 용지

157~209g/m2

(42~56파운드)

두꺼운 용지 또는 표면이 매끄러운 용지를 스캔할 때(예: 카드 스톡
).

자동

19~157g/m2

(5~42파운드)

용지 두께가 혼합된 문서 더미를 스캔할 때. 이 옵션을 선택하면 스
캐너가 문서 유형을 감지하여 자동으로 조정하기 때문에 스캔 속도
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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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지 경로 선택

스캔한 문서는 스캐너 전면에 있는 출력 용지함 또는 스캐너 뒷면에 있는 직선 경로로 나올 
수 있습니다. 직선 경로가 열려 있거나 닫혀 있으면 용지 경로가 자동으로 전환됩니다.

참고: 직선 경로 용지함을 사용할 때는 다음 지침을 따르십시오.

• 용지 두께 수준을 두꺼운 용지로 설정하고 문서가 0.2 ~ 0.6mm(7.9~23.6mils)로 스캔될 때 
직선 경로 용지함을 사용합니다.

• 스캐너 뒷면에 용지가 나올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자동 문서 공급 장치(ADF)에서 스캔

스캔용 문서 준비

• 문서 더미를 부채꼴로 넘겨 가며 모든 페이지가 각각 분리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스캐너로 들어갈 때 용지가 기울어지지 않도록 문서 더미를 구부렸다가 평평하게 펴서 
가로 모서리가 정렬되도록 합니다.

• 한 번에 여러 페이지가 공급되지 않도록 앞쪽 가장자리를 비스듬하게 정렬하여 고정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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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넣기

1. 스캔할 문서의 너비에 맞게 용지 가이드를 조정합니다. 문서의 길이에 맞게 입력 용지함 
및 출력 용지함을 확장합니다. 

용지 정지기를 젖혀 올려 스캐너에서 용지가 나왔을 때 출력 영역에 용지가 그 로 있도
록 합니다.

2. 자동 문서 공급 장치에 문서의 앞면이 위로 오도록 넣습니다.

페이지 더미는 입력 용지함에 표시된 최  높이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3. 이제 스캐너 버튼, OneTouch 또는 기타 스캔 인터페이스 중 하나를 사용하여 문서를 스캔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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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캔 인터페이스

• OneTouch 제어 패널 – 스캐너에서 시작/중지(Start/Stop) 버튼을 누르면 처음 OneTouch 
스캔 기능의 스캔 설정을 사용하여 문서가 스캔됩니다. 그런 다음 스캔한 이미지가 사용
자의 컴퓨터나 네트워크 드라이브의 상으로 전송됩니다. 

OneTouch 버튼 패널 – 컴퓨터 화면에서 스캔하려면 이 스캔 옵션을 사용합니다. 화면의 
OneTouch 버튼 패널에서 스캔하는 방법은 기능을 나타내는 아이콘을 클릭하는 것 외에
는 스캐너의 스캔 옵션을 선택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지침은 설치 디스크에 있는 OneTouch 스캔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인터넷 브라우저에
서 지침을 열려면 OneTouch 속성 창에서 도움말 버튼을 클릭하셔도 됩니다.

스캐너 제어 패널 OneTouch 버튼 패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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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WAIN 및 WIA 인터페이스 – 스캐너의 TWAIN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스캔하는 옵션입
니다. 스캔하기 전에 스캔 옵션을 선택하고 스캐너에 문서를 넣은 다음 TWAIN 인터페이
스 창에서 스캔 버튼을 클릭합니다. 

지침은 설치 디스크에 있는 TWAIN 스캔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인터넷 브라우저에서 
지침을 열려면 TWAIN 인터페이스에서 도움말 버튼을 클릭하셔도 됩니다.

• ISIS 인터페이스 – ISIS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스캔하는 옵션입니다. ISIS 인터페이스로 
스캔하는 방법에 해서는 ISIS 스캔 응용프로그램의 사용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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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스캐너 옵션 , 유지관리 및 문제 해
결

이 단원에는 유지관리, 문제 해결, 설치 제거, 스캐너 사양 및 예비 부품에 한 정보가 들어 있
습니다.

안전 주의 사항

스캐너를 점검할 때는 다음 주의 사항을 준수하여 사용자가 안전하도록 하고 스캐너의 손상
을 방지해야 합니다.

준수 사항

• 이소프로필 소독용 알코올로 스캐너를 청소할 때는 보호 장갑을 착용합니다. 소독용 알
코올은 민감한 피부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 이 장에 설명된 스캐너 유지관리 방법만 수행합니다.

• 모든 알코올은 가연성이므로 스캐너와 청소 용품을 불꽃이나 열원에서 멀리 떨어진 곳
에 둡니다.

• 설치하거나 점검하려는 부품에 해당하는 지침을 각 섹션에서 항상 주의 깊게 읽습니다.

• 스캐너를 열기에 충분한 공간이 있는 곳으로 스캐너를 옮깁니다.

• 스캐너에 전원 코드 및/또는 전원 스위치가 있는 경우, 유지관리를 수행하기 전에 항상 
스캐너를 끄고 전원 코드를 분리합니다. 단, 아래 유지관리 지침에서 전원 코드가 연결되
고 스캐너를 켠 상태로 두어도 된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 유지관리를 수행하기 전에 항상 스캐너에서 USB 케이블을 분리합니다. 단, 아래 유지관
리 지침에서 스캐너에 전원 코드가 연결되어 있어도 된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 금속 부품을 만질 때는 정전기 방전을 예방하기 위해 정전기 방지 스트랩을 착용합니다.

• 모든 청소 용품, 스캐너 부품 및 액세서리는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둡니다.

금지 사항

• 본 설명서에 설명되지 않은 부품은 설치하지 마십시오.

• 라디에이터나 기타 열원 근처에서 스캐너를 점검하지 마십시오.

• 에어로졸 스프레이 또는 압축 공기를 사용하거나 오일 또는 실리콘 스프레이로 부품을 
윤활하지 마십시오.

• 액체 용기가 열려 있는 곳에서는 스캐너를 점검하지 마십시오.

• 스캐너나 그 부품에 액체를 쏟거나 엎지르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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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드웨어 속성

스캐너의 속성 페이지를 사용하여 스캐너 유지관리 작업을 추적하고 하드웨어 옵션의 일부
를 변경하고 스캐너 인터페이스 동작을 구성하고 스캐너에 해 사용할 수 있는 응용프로그
램 옵션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스캐너 하드웨어 속성 페이지 여는 방법:

• Windows 7 이상 - Windows 제어판에서 하드웨어 및 소리와 장치 및 프린터를 차례로 엽
니다. 

스캐너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한 다음 목록에서 스캔 속성을 선택합니다. 시스템 설
정을 변경할 것인지 확인하라는 Windows 사용자 계정 컨트롤 메시지가 나타나면 예를 
클릭합니다.

장치 설정

장치 설정 탭은 스캐너의 하드웨어 정보를 보여줍니다. 장치 설정 탭의 옵션 사용 여부는 스
캐너 하드웨어가 이 기능을 지원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본 문서에 설명된 일부 기능은 현재 
스캐너에서 사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스캐너의 인터페이스에 표시되지 않는 기능
에 한 정보는 무시하십시오.

스캐너 세부 정보

• 펌웨어 버전 - 스캐너의 하드웨어 프로세서 버전 번호.

• 일련 번호 - 스캐너의 고유 식별 번호.

• LLD 버전 - 스캐너의 기본 드라이버 버전. 이는 OneTouch 소프트웨어 수정 버전이나 
TWAIN 또는 WIA 드라이버 버전이 아닙니다.

• 드라이버 버전 - 스캐너의 TWAIN 드라이버 버전.

전원 설정 

본 문서에 설명된 일부 기능은 현재 스캐너에서 사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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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전 모드 - 절전 모드는 스캐너가 사용되지 않을 때의 저전력 상태입니다. 저전력 상태
로 들어가기 전에 스캐너가 기하는 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절전 모드 필드의 변경 사항을 저장하려면 녹색 입력 버튼을 클릭합니다.

기본 제한 시간 값으로 다시 설정하려면 빨간색 다시 설정 버튼을 클릭합니다.

• 전원 끄기 - 스캐너가 저절로 꺼지기 전에 기할 시간(분)을 입력합니다. 

전원 끄기 필드의 변경 사항을 저장하려면 녹색 입력 버튼을 클릭합니다.

기본 제한 시간 값으로 다시 설정하려면 빨간색 다시 설정 버튼을 클릭합니다.

스캐너 설정

• 카운터- 0으로 다시 설정하려면 카운터 옆에 있는 다시 설정 버튼을 클릭합니다.

• 유지관리 알림 보기(Show maintenance reminders) – 이 옵션을 선택하면 롤러를 청소하
거나 교체할 시간이 될 때 알려줍니다. 롤러를 청소하거나 교체한 후, 이 화면의 롤러 카
운터 옆에 있는 다시 설정 버튼을 클릭합니다. 롤러를 청소하고 교체하는 기간의 간격은 
Xerox 사용자 유틸리티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 Xerox 사용자 유틸리티 시작(Launch Xerox User Utility) – Xerox® 사용자 유틸리티를 사용
하면 스캐너 상태 및 유지관리 정보를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Xerox 사용자 유틸리티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이 버튼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설치 디스크에서 사용자 유틸리티
를 설치하거나 www.xeroxscanners.com 의 지원 페이지에서 사용자의 스캐너에 해당하는 
것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컬러 수정(Color correction) - TWAIN 인터페이스에서 컬러 수정에 한 최적화 스타일을 설정
합니다. 이 옵션은 일부 스캐너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프린터(Printer)"는 프린터에서 복사용 이미지를 최적화합니다.

• "모니터(Monitor)"는 모니터에서 표시용 이미지를 최적화합니다.

모니터에 최적화된 이미지는 인쇄 시 원래 스캔 항목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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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이버 설정

이 패널의 옵션은 TWAIN 인터페이스가 일부 시나리오에서 동작하는 방식을 구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침은 설치 디스크에 있는 TWAIN 스캔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용지 걸림 제거

자동 문서 공급 장치에 용지가 걸려 스캐너가 스캔을 중지하는 경우, 다음 절차를 따라 스캐
너에서 용지를 제거하십시오.

1. 스캐너 덮개 열림 장치를 당기고 덮개를 들어올려 스캐너를 엽니다.

2. ADF 도어가 닫힌 채로 걸린 페이지를 제거하려 하지 마십시오.

3. 스캐너에서 걸린 페이지를 제거합니다.

4. ADF 도어를 닫고 스캔을 계속합니다.

용지가 걸리는 횟수를 줄이려면 스캔하기 전에 용지를 반듯하고 똑바르게 하고 용지 크기에 
맞게 용지 가이드를 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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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컬러 변경

스캐너의 배경 플레이트 컬러를 검은색과 흰색 사이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배경 컬러는 스
캔한 문서의 자르기 품질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각 스캔 응용프로그램은 
서로 다르므로 최종 스캔한 문서 파일에서 보는 최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컬러(검은색 또는 
흰색)를 선택해야 합니다. 기본 배경 플레이트는 검은색입니다.

스캐너에는 양면 스캔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두 개의 스캔 램프가 있습니다. 두 램프의 배경 플
레이트를 한꺼번에 변경해야 합니다.

1. 스캐너의 전원을 끕니다.

2. 스캐너를 엽니다. 스캐너를 안전하게 완전히 열 수 있도록 스캐너 위에 18인치(약 46cm) 
이상의 공간을 두어야 합니다.

3. 스캐너의 상단과 바닥에서 배경 플레이트를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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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각 배경 플레이트에 부착되는 녹색 레버가 있습니다. 각 레버에 있는 스티커는 레버를 밀
어 검은색과 흰색 배경 사이에서 변경하는 방법을 나타냅니다.

5. 완료되면 스캐너를 조심스럽게 닫습니다.

스캐너 청소

스캐너를 정기적으로 유지관리하면 계속 최적의 성능으로 사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부드럽고 보풀이 없는 천을 사용하여 스캐너의 모든 플라스틱 표면을 닦습니다.

스캐너 외부 청소

스캐너 주위와 스캐너 위에 먼지가 너무 많으면 스캔 과정에서 먼지가 스캔 안으로 들어가 통
풍구가 막힙니다. 스캐너에 너무 많은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한 달에 한 번 이상 스캐너의 외
부를 청소해야 합니다.

참고: 스캐너와 함께 제공된 블로어 브러시와 스캐너를 청소하는 부드러운 먼지떨이용 천이 
필요합니다.

1. 스캐너의 전원을 끕니다.

2. 블로어 브러시를 사용하여 통풍구 주위에 쌓인 먼지를 털어냅니다. 

3. 부드러운 먼지떨이용 천을 사용하여 스캐너의 본체, 입력 용지함 및 출력 부분을 닦습니
다. 스캐너의 입력 및 출력 슬롯도 청소합니다. 

4. 버튼 주위의 움푹 들어간 부분들에 먼지가 많으면 블로어 브러시를 사용하여 먼지를 가
볍게 털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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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작업이 완료되면 전원 버튼을 눌러서 스캐너를 다시 켭니다.

스캐너 내부 청소

스캐너의 내부를 청소하면 스캐너가 항상 최적의 성능으로 작동하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됩니
다. 스캐너의 내부 청소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또는 20,000페이지 스캔 후에 실시해야 합니
다. 용지가 자주 걸리거나 동시에 여러 페이지가 공급되거나 스캔한 이미지에서 라인이 보이
면 스캐너를 청소할 때가 된 것입니다.

참고: 롤러를 청소할 때는 롤러 클리닝 페이퍼에 힘을 줘서 롤러 앞뒤로 문지르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롤러 클리닝 페이퍼가 찢어져서 스캐너에 잔여물이 남게 됩니다.

안전 주의 사항

• 모든 알코올은 가연성이므로 롤러 클리닝 페이퍼를 난로, 히터 또는 불꽃 또는 열원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둡니다.

• 롤러 클리닝 페이퍼가 민감한 피부를 자극할 수 있으므로 보호 장갑을 착용합니다.

• 이 섹션에서 설명된 로 롤러 클리닝 페이퍼로는 롤러와 스캔 부분만 청소합니다.

• 롤러 클리닝 페이퍼 또는 백을 어린이의 손이 닿는 곳에 두지 마십시오.

• 롤러 클리닝 페이퍼를 사용하기 전에 항상 스캐너를 끄고 스캐너의 전원과 USB 케이블
을 분리합니다.

준비

• 스캐너와 함께 제공된 롤러 클리닝 페이퍼 하나가 필요합니다. 각 롤러 클리닝 페이퍼는 
한 번만 사용해야 합니다. 롤러 클리닝 페이퍼는 www.xeroxscanners.com의 부품 및 액세
서리(Parts & Accessories) 페이지에서 사용자의 스캐너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가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스캐너 내부를 청소할 때는 모든 롤러, 스캐너 유리 및 배경 플레이트를 한꺼번에 청소해
야 합니다.

• 롤러 클리닝 페이퍼 백에 있는 점선을 따라 가위로 잘라 개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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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롤러 클리닝 페이퍼는 소독용 알코올에 적셔져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 다음 주의 
사항을 읽고 준수하십시오.

ADF 롤러 청소

1. 스캐너 덮개 열림 장치를 당기고 덮개를 들어올려 스캐너를 엽니다.

2. 다음 그림은 스캐너에서 롤러가 있는 위치를 보여줍니다. 

롤러 클리닝 페이퍼를 사용하여 그림에 표시된 모든 롤러를 청소합니다.

참고: 롤러를 청소할 때는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프리 롤러를 제외한 모든 롤러는 한 방향으
로만 회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롤러를 반  방향으로 강제로 회전시키지 마십시오. 롤러를 
강제로 회전시키면 손상되어 스캐너가 페이지를 제 로 공급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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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유틸리티에서 롤러 카운트 다시 설정

스캐너를 청소한 후에는 사용자 유틸리티에 있는 롤러 카운트를 다시 설정해야 합니다.

1. 사용자 유틸리티 응용프로그램을 엽니다.

2. 메인 화면에서 롤러 청소 후(After Clean Roller) 필드 옆에 있는 카운터 지우기(Clear 
Counter)를 클릭합니다.

3. 이제 롤러 청소 카운트가 0으로 다시 설정됩니다. 

4. 사용자 유틸리티를 닫습니다.

스캐너 유리와 배경 플레이트 청소

배경 플레이트는 스캐너의 상단과 바닥에 있는 스캐너 유리 아래 있습니다. 배경 플레이트 중 
하나가 지저분하다는 경고 메시지가 표시되면 여기에 설명된 로 스캐너 유리를 청소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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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캐너 덮개 열림 장치를 당기고 덮개를 들어올려 스캐너를 엽니다.

2. 다음 그림은 스캐너에서 유리가 있는 위치를 보여줍니다. 

부드러운 천을 사용하여 유리를 닦습니다. 스캐너 표면에 끈적한 잔여물이 있으면 롤러 
클리닝 페이퍼를 사용하여 유리 플레이트를 청소하면 됩니다.

용지 센서 청소

스캐너에는 용지가 스캐너 내부에 있을 때 용지의 상태를 감지하는 여러 가지 센서가 있습니
다. 매주 스캐너 기본 유지관리의 일환으로 이러한 센서도 함께 청소해야 합니다.

참고: 롤러 클리닝 페이퍼로 센서를 청소하지 마십시오.

준비

• 센서를 청소하기 전에 스캐너를 끕니다.

• 스캐너와 함께 제공된 블로어 브러시를 찾습니다. 이 브러시로 센서를 청소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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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로어 브러시의 끝에 있는 브러시 팁을 분리하여 따로 놓아 둡니다. 센서 청소에는 블로
어만 사용합니다.

ADF 센서 청소

1. 스캐너 덮개 열림 장치를 당기고 덮개를 들어올려 스캐너를 엽니다.

2. 다음 그림은 스캐너에서 센서가 있는 위치를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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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블로어 끝을 센서에 고 블로어를 누르면 센서 헤드에 공기가 뿜어져 먼지를 제거합니
다.

스캐너의 각 센서에 이렇게 합니다.

롤러 교체

이 섹션에 설명된 로 롤러를 교체할 때는 모든 롤러를 한꺼번에 교체해야 합니다. 롤러 하
나만 교체하고 나머지는 그 로 두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롤러 교체가 완료되면 114페이
지(페이지 6-22)에 설명된 로 사용자 유틸리티에서 롤러 카운트를 다시 설정합니다.

경고: 교체 가능한 모든 부품을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두십시오. 이러한 부품은 
작아서 어린이가 삼켜 질식할 위험이 있습니다.

스캐너 전원을 끈 다음 스캐너에서 전원 코드를 분리합니다. 덮개 열림 장치 핸들을 당겨 스
캐너를 엽니다.

롤러 교체가 완료하면 제자리에 고정될 때까지 덮개의 양면을 눌러 스캐너를 조심스럽게 닫
습니다. 덮개를 세게 닫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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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지 공급 롤러 교체

1. 용지 공급 롤러 덮개의 측면을 손가락으로 잡은 다음 사용자 쪽으로 당겨 롤러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롤러를 제자리에 고정하고 있는 플라스틱 암이 보일 때까지 각 롤러를 사용자 방향으로 
돌립니다. 
사용 설명서 6-13



Xerox® DocuMate® 4799 스캐너 스캐너 옵션 , 유지관리 및 문제 해결
3. 롤러를 금속 막 에 고정하고 있는 플라스틱 탭을 잡고 바에서 롤러를 당겨 빼냅니다. 각 
롤러에 이렇게 합니다.

4. 롤러는 수리하거나 재사용할 수 없으므로 폐기합니다.

5. 포장에서 새 롤러를 꺼냅니다.

6. 바의 끝을 롤러에 있는 구멍과 일직선으로 맞추고 바에 롤러를 밀어 넣습니다. 롤러가 제
자리에 고정되면 롤러에서 “딸깍” 소리가 납니다.

7. 롤러 덮개를 들어 조심스럽게 밀어서 제자리에 닫히게 합니다. 모든 것이 제 로 끼워지
고 덮개가 완전히 닫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덮개가 완전히 닫히지 않으면 스캔하는 동안 
깨져서 스캐너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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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 롤러 교체

1. 이중 급지 방지 롤러 덮개를 젖혀서 엽니다.

2. 롤러를 위로 들어올려 스캐너에서 뺍니다.

3. 롤러는 수리하거나 재사용할 수 없으므로 폐기합니다.

4. 포장에서 새 롤러를 꺼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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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롤러 컴파트먼트의 브래킷과 롤러 바를 일직선으로 맞춥니다. 롤러 바의 오른쪽 홈에 맞
춰 브래킷의 U자 모양에 부드럽게 들어가도록 합니다. 

6. 롤러의 금속 막 를 회전할 수 없으면 롤러가 제자리에 들어간 것입니다.

7. 완료되면 이중 급지 방지 롤러 덮개를 닫습니다.

임프린터 설치

임프린터 장치는 스캔한 페이지에 날짜와 시간 같은 텍스트를 인쇄합니다. 사전 임프린터 장
치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이미지가 캡처되기 전에 페이지 앞면에 텍스트가 인쇄되고, 그런 
다음 인쇄된 텍스트가 스캔 이미지에 반영됩니다. 사후 임프린터 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페이지가 스캔된 후 페이지 뒷면에 텍스트가 인쇄되기 때문에 텍스트가 최종 이미지에 남지 
않습니다.

임프린터 장치는 선택적 액세서리로, www.xeroxscanners.com 의 부품 및 액세서리(Parts & 
Accessories) 페이지에서 사용자의 스캐너에 해당하는 것으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사전 임프린터 설치

1. 스캐너를 끕니다.
6-16 사용 설명서



스캐너 옵션 , 유지관리 및 문제 해결 Xerox® DocuMate® 4799 스캐너
2. 사전 임프린터 도어를 엽니다.

3. 임프린터 장치의 오른쪽에 있는 핀을 스캐너에 있는 구멍에 삽입합니다. 임프린터의 각
도를 맞춰 왼쪽의 핀이 스캐너의 슬롯과 일렬이 되도록 스캐너에 넣습니다. 제자리에서 
딸깍 소리가 날 때까지 조심스럽게 임프린터 장치에 누릅니다.

4. 케이블을 스캐너의 연결 포트에 연결합니다.

5. 완료되면 사전 임프린터 도어를 닫습니다. 

사후 임프린터 설치

1. 스캐너를 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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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후 임프린터 도어를 엽니다.

3. 케이블을 스캐너의 포트에 연결합니다.

4. 커넥터의 리브가 연결 포트에 있는 슬롯과 제 로 일직선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5. 임프린터를 아래 다이어그램에 표시된 방향에 두고 임프린터의 양쪽 면에 있는 핀을 스
캐너의 슬롯에 삽입합니다. 제자리에 고정될 때까지 임프린터 장치를 아래로 밀어 넣습
니다.

6. 완료되면 사후 임프린터 도어를 닫습니다.

잉크 카트리지 설치

1. 스캐너를 끕니다.

2. 임프린터 도어를 엽니다.

3. 잉크 카트리지에서 보호용 테이프를 제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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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잉크 카트리지의 캐리지를 임프린터 장치의 잉크 카트리지 교환 위치로 이동합니다.

5. 다이어그램에 표시된 것과 같이 잉크 카트리지를 캐리지에 삽입합니다.

6. 캐리지의 암을 낮춰 잉크 카트리지가 제자리에 고정되도록 합니다.

7. 교체 시기가 되면 이 절차를 거꾸로 하여 잉크 카트리지를 제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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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 위치 조정

임프린터 장치 자체의 잉크 캐리지를 이동하여 가로 시작 위치를 설정합니다. 잉크 캐리지를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이동하여 화살표 탭을 임프린터 장치에 표시된 해당 용지 너비에 맞춥
니다. 세로 시작 위치는 사용하고 있는 스캔 인터페이스에 설정됩니다.

사용자 유틸리티

사용자 유틸리티는 Xerox 스캐너의 유지관리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도록 만들어진 소프트
웨어 프로그램입니다.

설치할 때 아이콘을 Windows 바탕 화면에 놓을 것인지 묻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예(Yes)’를 
선택하면, 소프트웨어를 열 때 사용자 유틸리티 아이콘을 두 번 클릭하기만 하면 됩니다. 

바탕화면에 사용자 유틸리티 아이콘이 없는 경우, 다음 지침을 따라 Windows 프로그램 목록
에서 유틸리티를 열 수 있습니다.

1. Windows 작업 표시줄에서 시작 버튼을 클릭합니다.

2. 모든 프로그램을 클릭합니다.

3. 프로그램 목록에서 Xerox를 클릭합니다.

4. 사용자 유틸리티(User Utility)를 선택하여 소프트웨어를 엽니다.

스캐너를 선택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되면 스캐너를 선택한 다음 확인(OK)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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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 화면 옵션

이 섹션에서는 사용자 유틸리티의 메인 인터페이스 옵션에 해 간단히 설명합니다. 다음 섹
션에는 이 유틸리티의 일부 옵션을 사용하는 방법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스캐너 상태(Scanner Status) – 이 영역에는 연결된 스캐너의 상태뿐 아니라 오류 코드 정보가 
표시됩니다.

오류 코드(Error Code) – 이 필드에는 하드웨어 오류를 진단하고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오
류 코드 번호가 표시됩니다. 오류 코드의 전체 목록 및 문제 해결 단계에 해서는 115페이지
의 스캐너 상태 메시지 테이블(“스캐너 상태 메시지 테이블” - 페이지 6-23)을 참조하십시오.

스캐너 정보(Scanner Information) – 이 영역에는 스캐너의 현재 하드웨어 사양이 표시됩니다.

• 모델(Model): 스캐너 하드웨어 모델

• 펌웨어 버전(Firmware Version): 스캐너의 현재 펌웨어 버전

• 메모리(Memory): 현재 스캐너에 설치된 메모리의 용량

• 인터페이스(Interface): 컴퓨터에 한 연결 인터페이스

• 임프린터(Imprinter): 임프린터가 스캐너에 설치되어 있으면 설치된 임프린터 유형이 표
시되고 상태가 사용함(Enable) 또는 사용 안 함(Disable)으로 나타납니다. 임프린터는 해
당 스캐너에 해 구입할 수 있는 선택적 액세서리입니다. 사용자의 스캐너에 사용할 수 
있는 예비 부품 옵션은 당사 웹 사이트 www.xeroxscanners.com 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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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캐너 환경(Scanner Condition) – 이 섹션의 옵션은 스캐너의 소프트웨어 설정 및 유지관리에 
관련된 것입니다.

• 절전 모드(Sleep Mode): 이 버튼을 클릭하면 스캐너가 절전 모드로 전환하는 시간 프레임
을 설정하는 창이 열립니다. 지침은 116페이지의 절전 모드 설정(“절전 모드 설정” - 페이
지 6-24)을 참조하십시오.

• 임프린터 청소(Clean Imprinter): 이 버튼을 클릭하면 임프린터에 설치된 잉크 카트리지
의 프린트 헤드를 자동으로 청소하기 시작합니다. 임프린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이 
버튼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용지 모드(Paper Mode)/버저 설정(Buzzer Setting): 이 버튼을 클릭하면 스캐너 비프음을 
켜거나 끄고 기본 페이지 크기를 설정할 수 있는 창이 열립니다. 지침은 35페이지의 용지 
모드 및 버저 설정(“버저 설정” - 페이지 6-25)을 참조하십시오.

• 버저 설정(Buzzer Setting): 이 버튼을 클릭하면 스캐너 비프음을 켜거나 끌 수 있는 창이 
열립니다.

• 사용자 쉐이딩(User Shading): 이 버튼을 클릭하면 쉐이딩 조정 유틸리티를 시작합니다. 
쉐이딩 조정은 스캔한 문서의 이미지 품질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지침은 117페
이지의 쉐이딩 조정(“쉐이딩 조정” - 페이지 6-25)을 참조하십시오.

• 경고 설정(Caution Setting): 이 버튼을 클릭하면 롤러 청소 시기 알림을 받을 때를 설정하
는 창이 열립니다.

스캐너 카운터(Scanner Counter) – 이 섹션은 스캔한 페이지의 수를 보여줍니다. 이 창에 있는 
옵션을 사용하여 스캐너에서 수행된 유지관리 작업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System): 마지막 카운터를 업데이트한 후 ADF를 통해 스캔한 페이지의 수를 표시
합니다.

• 롤러 청소 후(After Clean Roller): 롤러를 마지막으로 청소하고 카운터를 다시 설정한 후 
스캔한 페이지의 수를 표시합니다. 이 설정을 모니터링하고 설정하는 방법에 해서는 
91페이지의 스캐너 내부 청소(“스캐너 내부 청소” - 페이지 6-7)를 참조하십시오.

• 롤러 교체 후(After Replace Roller): 롤러를 교체하고 카운터를 다시 설정한 후 스캔한 페이
지의 수를 표시합니다. 사용자의 스캐너에 사용할 수 있는 예비 부품 옵션과 지침은 당사 
웹 사이트 www.xeroxscanners.com 을 참조하십시오.

• 모든 카운터 업데이트(Update All Counters): 이 버튼을 클릭하면 바로 위에 설명된 세 가
지 필드 옆에 있는 현재 카운트 표시를 업데이트합니다. 문서를 스캔하는 동안에는 카운
터가 자동으로 업데이트되지 않습니다. 현재 카운트 정보를 표시하려면 이 버튼을 클릭
해야 합니다.

• 카운터 지우기(Clear Counter): 두 버튼 중 하나를 클릭하면 해당 섹션에 해 카운터를 0
으로 되돌립니다.

정보(About) – 응용프로그램에 한 자세한 정보를 보려면 정보 버튼을 클릭합니다.

스캐너 선택(Select Scanner) – 여러 스캐너가 설치된 경우 이 버튼을 클릭하면 다른 스캐너를 
선택할 수 있는 창이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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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저장(Save Info) – 이 버튼을 클릭하면 현재 스캐너와 컴퓨터 정보를 .log 파일에 저장할 
수 있는 Windows 다른 이름으로 저장(Save As) 화 상자가 열립니다. 

닫기(Close) – 이 버튼을 클릭하면 사용자 유틸리티를 닫습니다.

스캐너 상태 메시지 테이블

사용자 유틸리티에서는 스캐너 상태(Scanner Status) 필드에 오류 코드와 메시지가 표시됩니
다. 다음 테이블에는 코드, 메시지, 가능한 원인 및 일반 해결책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테이블의 문제 해결 단계를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 120페이지의 문제 해
결(“문제 해결” - 페이지 6-28)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오류 코드 메시지 원인 해상도

Fxx 시스템 오류 발생
(System error 
occurred).

알 수 없는 시스템 
오류가 발생했습니
다.

다음과 같이 스캐너와 컴퓨터를 다시 
설정합니다.

• 스캐너의 전원을 끕니다 .

• 스캐너에서 USB 케이블과 전원 플
러그를 분리합니다 .

• 컴퓨터를 다시 부팅 (다시 시작 )합
니다 .

• 스캐너에 USB 케이블과 전원 플러
그를 다시 연결합니다 .

• 스캐너를 다시 켭니다 .

그래도 스캔할 수 없으면 Xerox 기술 지
원 서비스에 문의하십시오. 연락처 정
보는 스캐너와 함께 받은 기술 지원 카
드를 참조하십시오.

— **경고(Warning)**

롤러를 청소해야 함
(The rollers need to 
be cleaned).

사용자 유틸리티 메
인 화면에서 롤러 청
소 후:(After Clean 
Roller:) 옆에 있는 숫
자가 두 청소 작업 사
이에 허용되는 최  
수를 초과했습니다.

롤러는 20,000페이지를 스캔할 때마다 
청소하거나 스캐너에 용지 공급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청소해
야 합니다. 롤러 청소 후, 카운터 지우기
(Clear Counter)를 클릭하여 롤러 청소 
카운트를 0으로 다시 설정합니다. 91페
이지의 스캐너 내부 청소(“스캐너 내부 
청소” - 페이지 6-7)를 참조하십시오.

— **경고(Warning)**

롤러를 교체해야 함
(The rollers need to 
be replaced).

사용자 유틸리티 메
인 화면에서 롤러 교
체 후:(After Replace 
Roller:) 옆에 있는 숫
자가 두 교체 작업 사
이에 허용되는 최  
수를 초과했습니다.

롤러는 400,000페이지를 스캔할 때마
다 교체하거나 롤러를 청소해도 용지 
공급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 경우 교체
해야 합니다. 롤러 교체 후, 카운터 지우
기(Clear Counter)를 클릭하여 롤러 교
체 카운트를 0으로 다시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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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전 모드 설정

스캐너가 15분간 유휴 상태로 있으면 저전력 상태로 들어가도록 설정하는 절전 기능이 스캐
너에 내장되어 있습니다. 이 기본 설정은 전력을 절약하고 ENERGY STAR 요건을 준수합니다. 
절전 기능은 사용하지 않을 때 전원을 꺼서 램프 수명을 연장합니다.

1. 스캐너 사용자 유틸리티 응용프로그램을 엽니다.

2. 메인 창에서 절전 모드(Sleep Mode) 버튼을 클릭합니다.

— **경고(Warning)**

부족한 전면 표시등 
오류 발생
(Insufficient front 
light error occurred).

부족한 후면 표시등 
오류 발생
(Insufficient back 
light error occurred).

램프가 충분히 밝지 
않거나 스캔 센서가 
빛의 세기를 나타내
지 못합니다.

Xerox 기술 지원 서비스 또는 공인 서비
스 기술자에게 문의하십시오. Xerox 연
락처 정보는 스캐너와 함께 받은 기술 
지원 카드를 참조하십시오.

— **경고(Warning)**

전면 기준 플레이트
가 지저분함(The 
front reference plate 
is dirty).

후면 기준 플레이트
가 지저분함(The 
back reference plate 
is dirty).

전면 또는 후면 스캔 
배경 플레이트가 지
저분합니다.

91페이지의 스캐너 내부 청소(“스캐너 
내부 청소” - 페이지 6-7)에 설명된 로 
배경 기준 플레이트를 청소합니다.

— **경고(Warning)**

스캐너의 이미지 센
서 덮개가 지저분하
여 일상적인 청소가 
필요함(The 
scanner’s image 
sensor cover is dirty 
and requires routine 
cleaning).

스캐너의 이미지 센
서 덮개가 지저분합
니다.

91페이지의 스캐너 내부 청소(“스캐너 
내부 청소” - 페이지 6-7)에 설명된 로 
이미지 센서를 청소합니다.

— **경고(Warning)**

스캐너가 연결되지 
않음(Scanner is not 
connected).

전원이 꺼져 있고 전
원 코드나 USB 케이
블이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케이블이 스캐너, 컴퓨터 및 벽면에 제
로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필
요한 경우 컴퓨터를 다시 부팅합니다.

오류 코드 메시지 원인 해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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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절전 모드(Sleep Mode) 창이 열리면 원하는 옵션을 선택합니다.

– 기 시간(Waiting Time) – 위쪽 또는 아래쪽 화살표를 클릭하여 기 모드 시간을 변
경(1~60분)하거나 숫자 값을 텍스트 상자에 입력(1~60분)할 수 있습니다.

• 전원 끄기 기 시간이 절전 모드 기 시간보다 짧으면, 스캐너가 절전 모드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 (전원 끄기) 비활성화 (Power Off - disable)—자동 전원 끄기 기능을 비활성화하려면 
이 옵션을 선택합니다. 이 옵션은 현재 스캐너에서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4. 변경 사항을 저장하고 절전 모드 창을 닫으려면 확인(OK)을 클릭합니다.

버저 설정

1. 스캐너 사용자 유틸리티 응용프로그램을 엽니다.

2. 메인 창에서 버저 설정...(Buzzer Setting...) 버튼을 클릭합니다.

3. 버저 설정(Buzzer Setting) 창이 열리면 원하는 옵션을 선택합니다.

버저 설정(Buzzer Setting) – 켜기(On) 또는 끄기(Off)를 클릭하여 스캐너 경보 소리를 설정
합니다. 스캐너 경보가 울리는 경우는 두 페이지 급지 감지, 용지 걸림 오류, 램프 오류 등
이 있습니다.

4. 변경 사항을 저장하고 창을 닫으려면 확인(OK)을 클릭합니다.

쉐이딩 조정

쉐이딩 조정은 스캔한 문서의 이미지 품질을 향상하는 데 사용됩니다. 수직 라인이 있거나 페
이지 전체적으로 이미지 선명도가 고르지 않은 등 최종 스캔한 파일의 품질이 불량한 경우, 
스캐너에서 쉐이딩을 조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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쉐이딩 조정 준비 방법:

• 91페이지의 스캐너 내부 청소(“스캐너 내부 청소” - 페이지 6-7) 섹션에서 설명된 로 스
캐너 롤러, 이미지 센서, 유리 및 기준 플레이트를 청소합니다.

• 스캐너를 청소한 후 스캔 테스트를 하고 최종 이미지 파일을 확인합니다. 스캐너 청소와 
스캔 테스트가 끝날 때까지 쉐이딩 조정을 하지 마십시오. 스캐너 청소 전에 쉐이딩 조정
을 하면 이미지 품질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 소프트웨어에서 스캐너에 쉐이딩 페이퍼를 삽입할 시기를 알려주면 스캐너와 함께 제공
된 쉐이딩 페이퍼를 준비합니다.

• 쉐이딩 페이퍼가 새것과 같은 상태인지 확인합니다. 

쉐이딩 페이퍼는 사용하지 않을 때 딱딱하고 두꺼운 종이 사이에 끼워 비닐 봉지에서 보
관해야 합니다. 

쉐이딩 페이퍼가 주름졌거나 구겨졌거나 더러워졌거나 일그러졌거나 지저분한 경우, 쉐
이딩 조정 후 이미지 품질이 개선되지 않고 저하됩니다. 

쉐이딩 페이퍼가 새것과 같은 상태가 아니면 www.xeroxscanners.com 의 부품 및 액세서
리(Parts & Accessories) 페이지에서 사용자의 스캐너에 해당하는 교체용을 주문하십시오.

• 전면과 후면 배경 기준 플레이트를 흰색으로 변경합니다. 88페이지의 배경 컬러 변경(“배
경 컬러 변경” - 페이지 6-5) 섹션의 지침을 참조하십시오. 쉐이딩을 조정하는 동안 배경 
컬러를 흰색으로 변경한 다음 검은색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쉐이딩 조정이 완료되면 배
경으로 원하는 컬러를 선택합니다.

쉐이딩 조정 완료 방법:

1. 스캐너 사용자 유틸리티 응용프로그램을 엽니다.

2. 메인 창에서 사용자 쉐이딩(User Shading...) 버튼을 클릭합니다.

3. 쉐이딩 시작(Start Shading)을 클릭하여 쉐이딩 조정을 시작합니다. 쉐이딩 조정 유틸리
티에서 나머지 단계 진행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4. 스캐너를 청소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되면 준비 과정에서 스캐너를 이미 청소한 경우에만 
확인(OK)을 클릭하여 계속합니다. 청소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화면의 지침을 따라 스캐
너를 청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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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배경 플레이트를 흰색으로 변경한 다음 확인(OK)을 클릭하여 계속합니다. 

쉐이딩 조정을 계속하기 전에 스캐너를 닫습니다.

이미 흰색으로 플레이트를 변경한 경우에는 위의 메시지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다음 단
계로 진행합니다.

6. 스캐너의 입력 용지함에 쉐이딩 페이퍼를 가로 위치로 놓은 다음 확인(OK)을 클릭합니
다.

7. 스캐너가 흰색 배경 플레이트에 한 조정을 설정하면서 쉐이딩 페이퍼를 당깁니다. 흰
색 배경 쉐이딩 조정이 완료되면 지금 조정 중(Now Adjusting) 메시지 상자가 자동으로 닫
힙니다.

쉐이딩 조정이 시작된 후 중지하지 마십시오. 스캐너가 쉐이딩 페이퍼를 안으로 당기면 
여러 차례 일시 정지 상태가 됩니다. 이는 예상된 동작입니다. 쉐이딩 페이퍼로 쉐이딩 조
정을 완료하는 데는 약 5분이 소요됩니다.

8. 흰색 배경 쉐이딩 조정이 완료된 후, 검은색 배경 쉐이딩 조정을 계속하려면 배경 플레이
트를 검은색으로 변경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전면 및 후면 스캔 배경 기준 플레이트를 모두 검은색으로 변경한 다음 확인(OK)을 클릭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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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스캐너에 쉐이딩 페이퍼를 놓아 두지 마십시오 . 쉐이딩 페이퍼는 검은색 배경 쉐
이딩 조정에 사용되지 않습니다 .

9. 검은색 배경 쉐이딩 조정이 완료되면 지금 조정 중(Now Adjusting) 메시지 상자가 자동으
로 닫힙니다.

10. 확인(OK)을 클릭하여 쉐이딩 조정을 완료합니다.

기본 쉐이딩 조정 복원

쉐이딩 조정을 완료해도 이미지 품질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쉐이딩 조정을 공장 출하 시 기
본 설정으로 다시 설정할 수 있습니다. 

1. 스캐너 사용자 유틸리티 응용프로그램을 엽니다.

2. 메인 창에서 사용자 쉐이딩(User Shading...) 버튼을 클릭합니다.

3. 기본값 복원(Restore Default) 버튼을 클릭합니다.

4. 확인(OK)을 클릭하여 공장 출하 시 기본 조정으로 복원합니다.

5. 조정이 복원되면 확인(OK)을 클릭하여 사용자 유틸리티 쉐이딩 복원 창을 닫습니다.

문제 해결

문제: 스캔한 이미지 품질이 나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스캔한 이미지 품질이 불량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원본 문서의 품질이 좋지 않거나 
스캐너 유리가 지저분하거나 쉐이딩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원본이 구겨져 있거나 지저분하거나 얼룩이 있는 경우, Kofax Virtual ReScan(VRS™) 소프
트웨어에서 스캔을 시도해 보십시오. VRS는 이미지 프로세싱 동안 문서의 이러한 노이즈
를 필터링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강력한 이미지 개선 응용프로그램입니다. 결과 이미지
의 품질은 원본과 같거나 훨씬 좋습니다.

• 스캐너를 청소해 보십시오. 스캐너 유리는 페이지가 스캐너로 당겨지면서 이미지가 캡
처되는 영역입니다. 입력 용지함 아래의 출구 릴리스를 들어올려 스캐너를 엽니다. 스캐
너 본체와 덮개 아래에 유리가 있습니다. 부드러운 천으로 두 유리를 닦습니다. 95페이지
의 스캐너 유리 및 배경 플레이트 청소(“스캐너 유리와 배경 플레이트 청소” - 페이지 6-9) 
섹션에 스캐너의 이 부분을 청소하는 데 필요한 지침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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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리를 청소해도 이미지 품질이 개선되지 않으면 쉐이딩 조정을 해 보십시오. 쉐이딩을 
조정하면 스캐너가 다시 보정됩니다. 지침은 117페이지의 쉐이딩 조정(“쉐이딩 조정” - 
페이지 6-25)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문제: 스캐너가 스캔을 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문제인가요? 

다음 원인 중 하나인지 확인합니다.

• 케이블이 느슨하거나 제 로 연결되지 않았습니까? 케이블 연결부를 점검합니다. 케이
블이 제 로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스캐너의 상태 표시등이 켜져 있습니까? 스캐너의 전원을 켭니다. 상태 표시등이 켜지지 
않으면 전원 공급 장치를 다른 전원 콘센트에 연결해 보십시오. UPS 배터리 백업 또는 전
원 스트립을 사용하고 있다면 스캐너를 벽면 콘센트에 직접 연결해 보십시오.

• 컴퓨터와 스캐너를 다시 시작했습니까? 스캐너에 용지가 걸리거나 오류로 인해 연결이 
끊어지는 경우, 컴퓨터를 다시 시작하고 스캐너의 전원을 껐다가 켭니다.

• USB 허브에 스캐너를 연결했습니까? USB 허브를 사용하여 스캐너를 연결하고 있다면 
스캐너의 USB 케이블을 컴퓨터 뒷면에 직접 연결해 보십시오. 스캐너를 USB 허브에 연
결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허브를 사용하는 경우, 허브에는 자체 전원 공급 장치
가 있어야 합니다.

• USB 케이블이 6인치 이하입니까? 6인치보다 긴 USB 케이블을 사용하면 스캐너 연결이 
끊어질 수 있습니다. 권장되는 USB 케이블 길이는 6인치 이하이며 스캐너와 함께 제공되
는 케이블은 이 길이 범위에 있습니다.

• 스캔 소프트웨어에서 다른 이미지 소스를 선택했습니까? 카메라, 올인원 프린터 또는 다
른 스캐너 등 컴퓨터에 여러 이미징 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이미지에 한 다른 소스를 선
택했을 수 있습니다. 스캐너에서 Xerox® DocuMate® 4799 스캐너 이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
합니다.

문제: Windows에서 시스템 복원을 수행한 후 스캐너가 작동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시스템 복원 프로세스가 일부 드라이버 구성 요소를 방해했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스캐너 드
라이버를 다시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설치 지침은 78페이지의 스캐너 설치 제거(“스캐너 
설치 제거” - 페이지 6-31)를 참조하십시오.

문제: WIA(Windows Image Acquisition)로 스캔한 후 스캐너 버튼이 작동하지 않는 이유는 무
엇인가요?

WIA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스캔한 후에는 스캐너의 버튼으로 스캔하기 전에 사용한 응용
프로그램을 닫아야 합니다. TWAIN 또는 ISIS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스캔할 때는 이 현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문제: 컴퓨터가 몇 시간 동안 유휴 상태였다가 해제된 후 스캐너가 작동하지 않는 이유는 무
엇인가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스캐너 전원을 끈 다음 다시 켜기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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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dows가 절전 모드로 들어가 컴퓨터가 저전력 상태가 되는 “최  절전 모드”로 전환된 후
에 이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우스를 움직이거나 키보드를 치면 컴퓨터의 “절전 모드
가 해제”되어 시스템이 완전한 전원으로 다시 가동됩니다. 컴퓨터가 최  절전 모드에 있는 
동안 전력이 변동되면 가끔 스캐너와 컴퓨터의 연결이 끊어질 수 있습니다.

문제: 설치가 성공적으로 완료되지 않습니다. 설치가 끝났는데 스캐너의 OneTouch 옵션이 제
로 작동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른 스캐너 때문에 일부 드라이버 프로그램이 이미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니면 이전에 다른 Visioneer® 또는 Xerox® 스캐너를 사용했고 해
당 드라이버 프로그램이 계속 컴퓨터에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들은 설치와 
OneTouch 옵션을 방해하므로 먼저 다른 드라이버를 제거한 후 Xerox® 스캐너를 다시 설치해
야 합니다. 드라이버 프로그램을 제거하는 단계는 해당 스캐너 구입 시 받은 설명서를 참조하
십시오. 

문제: 컴퓨터에서 하드 드라이브 공간 오류 메시지가 자꾸 표시됩니다.

하드 드라이브 공간의 최소 요구 사항은 스캐너 드라이브와 기본적인 설치, 낮은 해상도, 스
캔에 필요한 것입니다. 고해상도 스캔은 파일 크기가 1기가바이트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스
캔한 이미지를 소프트웨어가 저장할 수 있도록 하드 드라이브의 공간을 확보하십시오.

문제: 용지가 ADF에 걸립니다. 

용지가 걸리는 횟수를 줄이려면 스캔하기 전에 용지를 반듯하고 똑바르게 하고 용지 크기에 
맞게 가이드를 조정합니다. 용지가 ADF에 기울어진 채로 공급되면 급지 장치에서 용지 걸림
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용지 걸림이 보다 자주 발생하는 경우, 이소프로필 소독용 알코올에 
적신 부드러운 천으로 롤러를 청소합니다. 롤러에 먼지가 너무 많으면 롤러가 마모된 것처럼 
보이고 용지 공급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청소 지침은 61페이지의 자동 문서 공급 장치 내
부 청소(“ADF 센서 청소” - 페이지 6-11)를 참조하십시오. 

문제: ADF가 용지를 제 로 공급하지 않습니다. 

롤러가 더럽거나 마모되면 문서가 비스듬하게 투입되거나 한 번에 여러 페이지가 투입될 수 
있습니다. 먼저 페이지 6-7의 “스캐너 내부 청소” - 페이지 6-7에 설명된 로 롤러를 청소하십
시오. 문제가 지속되면 분리 또는 급지 롤러를 교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페이지 6-15의 
분리 롤러 교체“분리 롤러 교체” - 페이지 6-15및 페이지 6-13의 급지 롤러 교체“용지 공급 롤
러 교체” - 페이지 6-13를 참고하십시오.

문제: 스캔하는 동안 USB 케이블이 분리되는 경우, USB 케이블을 다시 연결할 때 스캐너가 자
동으로 다시 연결되지 않습니다.

스캐너에서 전원 케이블을 분리한 다음 다시 연결합니다.

스캐너가 다시 연결되지 않는 경우:

1. 스캐너에서 전원 케이블을 분리합니다.

2. 컴퓨터를 다시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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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완전히 다시 시작되면 전원 케이블을 다시 연결합니다.

문제: 스캐너에 한 페이지만 있을 때 스캐너가 이중 급지 오류를 보고합니다.

이중 급지 감지 센서를 청소해 보십시오. 센서에 먼지가 있으면 제 로 작동하지 못할 수 있
습니다.

스캐너 설치 제거

스캐너 드라이버와 모듈, 그리고 스캐너와 함께 제공되는 다른 소프트웨어의 설치를 제거하
려면 Windows 제어판의 옵션을 사용합니다.

스캐너 드라이버를 제거하는 동안, 컴퓨터에 연결된 스캐너의 USB 케이블은 그 로 둡니다. 
아래 지침에서 지시할 때 USB 케이블을 분리합니다.

Windows 제어판에서 설치된 프로그램의 목록을 엽니다.

• Windows 7 이상: 프로그램 및 기능 열기

스캐너 드라이버 설치 제거:

1. 설치된 프로그램 목록에서 Xerox® DocuMate® 4799 스캐너 드라이버를 클릭합니다.

2. 변경/제거 또는 설치 제거 버튼을 클릭합니다.

3. 드라이버를 제거할지 묻는 메시지가 표시되면 예를 클릭합니다.

드라이버 설치 제거가 완료되면 진행률 창이 자동으로 닫힙니다.

4. 스캐너의 전원을 끄고 USB 케이블을 분리합니다.

5. 메시지가 표시되면 컴퓨터를 다시 부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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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지침을 따라 스캐너와 함께 설치한 다른 모든 소프트웨어를 제거합니다. 스캐너와 함
께 제공된 소프트웨어, 그리고 스캐너를 설치하는 동안 설치된 응용프로그램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응용프로그램 목록이 있을 수 있습니다.

• OneTouch

• OneTouch OCR 모듈

• Kofax VirtualScan

Visioneer Acuity™ 설치 제거:

Visioneer Acuity는 설치 디스크를 사용하여 스캐너 드라이버를 설치할 때 자동으로 설치됩니
다. 또한 www.xeroxscanners.com 의 지원 페이지에서 사용자의 스캐너에 해당하는 Visioneer 
Acuity 모듈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Visioneer Acuity는 고급 이미지 처리 옵션이 있는 유틸
리티로, 스캔하는 항목의 시각적 선명도를 즉시 향상시켜 줍니다.

1. 설치된 프로그램 목록에서 Visioneer Acuity Assets를 선택합니다.

2. 소프트웨어를 제거할지 묻는 메시지가 표시되면 예를 클릭합니다.

설치 방법 및 스캐너 모델에 따라 설치된 프로그램 목록에는 Visioneer Acuity에 한 여러 항
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목록에서 추가 항목은 다양한 스캐너 모델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
한 이미지 처리 라이브러리입니다. 이러한 추가 항목은 “Visioneer Acuity Assets”라고 하며 버
전 번호 뒤에 있습니다. 여기에 설명된 시나리오에서 Visioneer Acuity의 설치를 제거하려면 
Visioneer Acuity를 선택한 후 제거해야 합니다. “asset”으로 표시된 항목 중 하나의 설치를 제
거하려는 경우에도 메인 Visioneer Acuity 유틸리티를 제거해야 합니다.

Xerox® DocuMate® 4799 스캐너사양

스캐너 사양

문서 요구 사항

최소 항목 크기 1.9 x 2.8인치(48 x 71mm)

최  항목 크기 11.89 x 100인치(302 x 2540mm)

용량 350페이지의 20파운드 프린터 용지(80g/m2)

용지 두께 자동 모드: 5~42파운드(19~157g/m2)

두꺼운 모드: 42~56파운드(157~209g/m2)

직선 경로: 0.2~0.6mm(7.9~23.6mils)

일반 사양

스캔 속도 가로(A4)

• 분당 112페이지 /분당 224이미지 (200 - 300dpi)

광학 해상도 600dpi

보간된 해상도
(펌웨어 / 하드웨어)

100, 150, 200, 300, 400, 500 dpi

보간된 해상도
(Visioneer Acuity)

75, 1200dpi 

(이 해상도들은 Visioneer Acuity가 설치되었을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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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캐너 옵션 , 유지관리 및 문제 해결 Xerox® DocuMate® 4799 스캐너
출력 비트 수준 24비트 컬러, 8비트 회색조, 1비트 이중 색조(흑백)

스캔 방법 양면 자동 문서 공급 장치(ADF)

이미지 센서 CIS(Contact Image Sensor: 밀착형 이미지 센서)

광원 크세논 램프

인터페이스 Hi-Speed USB 2.0(USB 1.1와 호환)

인증 UL, C-UL, FCC Class A, CE, CB, RoHS, ENERGY STAR, USB-IF, TUV/GS, RCM, EAC

작동 온도 59°~86°F(15°~30°C, 비응축)

상  습도 30%~80%(30°C, 비응축)

스캐너 크기

너비 18.6인치(470mm)

깊이 23인치(580mm)

높이 13인치(330mm)

무게 55파운드(25kg)

전원 정보

전원 공급 장치 100~240Vac

스캐너 등급 24Vdc, 2.0A

소비 전력  150W(동작 중)
 70W( 기)
 5.3W(스캔 없이 15분 지나면 절전, 소프트웨어로 조정 가능)
 0W(전원 끄기)

케이블 정보

AC 전원 코드 미국 - 2P+G, 10A/125V, L=2000mm, 3X18AWG, 검은색, RoHS

유럽(CEE) - 2P+G, 10A/250V, 3*1.00mm2, L=2000mm, 검은색, RoHS

영국(BS/PSB)—2P, 10A/250V, 3*1.00mm2, L=2000mm, 검은색, RoHS

USB 케이블 2400mm, 28AWG, 코어 포함, RoHS 준수

소프트웨어 정보

지원되는 운영 체제 Microsoft Windows

–32비트 또는 64비트 7(서비스 팩 1)

–32비트 또는 64비트 8/8.1

–32비트 또는 64비트 10

스캐너 드라이브 TWAIN, WIA, ISIS

번들 소프트웨어 Visioneer OneTouch®

Visioneer Acuity Module

Kofax VirtualScan

스캐너 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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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erox® DocuMate® 4799 스캐너 스캐너 옵션 , 유지관리 및 문제 해결
Xerox® DocuMate® 4799 스캐너 부품 목록

부품 이름 부품 번호

롤러 교환 키트

• 분리 롤러

• 급지 롤러

70-0565-000

블로어 브러시 57-0122-000

롤러 클리닝 페이퍼 05-0722-000

쉐이딩 페이퍼 05-0724-000 / 05-0724-002

USB 케이블 35-0113-000

AC 전원 코드 35-0233-000 / 35-0233-001(US)

35-0235-000 / 35-0235-001 (EUR)

35-0236-000 / 35-0236-001 (UK)

임프린터 키트 70-0537-100
6-34 사용 설명서



7.     부록 A: 규정 정보

기본 규정

GB/T 18788-2008

GB/T 28166-2011

미국(FCC 규정)

본 장비는 테스트되었으며 FCC규정 제15조에 의거하여 Class A 디지털 장치에 한 제한 사
항을 준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제한 사항은 장비가 상업적 환경에서 작동될 
때 유해한 간섭에 한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장비는 무선 주파수 에너
지를 발생하고 사용하며 이러한 에너지를 방출할 수 있고, 설명서에 따라 설치 및 사용하지 
않으면 무선 통신에 유해한 간섭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본 장비를 주거 지역에서 작동하면 유해한 간섭을 일으키기 쉬우며, 이 경우 사용자 비용으로 
간섭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경고: 

본 장비를 ISM(Industrial, Scientific and Medical) 장비 근처에서 작동하려면 ISM 장비로부터 
발생하는 외부 방사선을 제한하거나 이에 한 특별한 완화 조치를 취해야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Xerox®의 승인을 받은 경우 이외에 본 장비를 변경하고 수정하면 본 장비를 작동할 수 
있는 사용자 권한이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FCC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본 장비에서 차폐 케이블을 사용해야 합니다.

유럽 연합

본 제품에 적용된 CE 마크는 당사가 아래 표시된 날짜로 유럽 연합 지침을 준수한다는 적합
성 선언을 나타냅니다.

본 기계는 Class 1 LED 제품으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는 본 기계가 유해한 레이저 방사선을 
생성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2017년 09월 08일: 이사회 지침 2014/35/EU개정). 저전압 장비에 관한 회원국 법령의 일치.

2016년 08월 12일: 이사회 지침 2014/30/EU(개정). 전자기 적합성에 관한 회원국 법령의 일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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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erox® DocuMate® 4799 스캐너 부록 A: 규정 정보
관련 지침과 참조 표준을 정의하는 전체 적합성 선언은 Xerox Limited 리점 또는 다음으로 
연락하여 얻을 수 있습니다.

Environment, Heath and Safety(환경 , 보건 및 안전 )
Xerox Corporation
Oxford Road
Uxbridge
UBS 1HE
전화 1-800-ASK-XEROX

터키(RoHS 규정)

Article 7(d)에 따라, 당사는 “본 기기가 EEE 규정을 준수함”을 증명합니다. 

(“EEE yönetmeliğine uygundur“)

복사 규정

미국

의회는 법령에 의해 특정 조건에서 다음과 같은 상의 복제를 금합니다. 이러한 금지된 복제
를 할 경우 벌금형 또는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다음과 같은 미국 정부의 채무 또는 증권.

FHA 등과 같은 정부 특정 기관의 채권 및 채무.

채권. (미국 저축 채권은 이러한 채권의 판매를 위한 캠페인과 관련하여 홍보 목적으로만 
복사할 수 있습니다.)

내부 수입인지. (소인이 찍힌 수입인지가 있는 법적 문서를 복사해야 할 경우, 그 목적이 
합법적일 때 문서를 복사할 수 있습니다.)

소인이 있거나 없는 우표. (우표 수집 목적인 경우, 우표를 원본 크기의 75% 미만 또는 
150%를 초과하여 흑백으로 복사한다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우편환.

미국의 권한 있는 책임자가 도안한 지폐, 수표 또는 돈의 초안.

국회 제정법 하에서 발행되었거나 발행될 수 있는 우표 또는 기타 가치 있는 것(액면가와 
상관없음).

2. 세계 전 참전 용사에 한 조정된 보상 인증서.

3. 외국 정부, 은행 또는 기업의 채무 또는 증권.

부채 증서 국립 은행 통화 채권의 쿠폰

연방준비은행권 은증서 금증서

미국 채권 미국 재무부 중기채 연방준비권

소액 증서 예금 증서 지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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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A: 규정 정보 Xerox® DocuMate® 4799 스캐너
4. 저작권 보호 자료(저작권 소유자의 허가를 얻었거나 복사가 저작권법의 라이브러리 복
제 권리 조항 또는 “공정 사용” 범위에 속하는 경우 이외). 이러한 조항의 자세한 정보는 
워싱턴 D.C.의 미국의회 도서관, 저작권 사무소(Copyright Office, Library of Congress, 
Washington, D.C. 20559.)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Circular R21을 요청하면 됩니다.

5. 시민권 증명서 또는 귀화 증명서. (외국인 귀화 증명서는 복사할 수 있습니다.)

6. 여권. (외국인 여권은 복사할 수 있습니다.)

7. 이민 서류.

8. 등록 카드 초안.

9. 다음 등록자의 정보를 담고 있는 선발 징병 유도 서류.

예외: 미국 육군과 해군 제  인증서는 복사할 수 있습니다.

10. 배지, ID 카드, 패스 또는 휘장(FBI, 재무부 등의 여러 연방 부서 구성원 또는 군인이 달고 
있는 휘장)(해당 부서 또는 국의 책임자가 지시한 복사 이외). 

11. 특정 국가에서는 다음 항목을 복제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사용권 – 운전 
면허증 – 자동차 권리증서.

위 목록에는 모든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그 완전성 또는 정확성에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의문이 있는 경우 귀하의 변호사에게 문의하십시오.

캐나다

의회는 법령에 의해 특정 조건에서 다음과 같은 상의 복제를 금합니다. 이러한 금지된 복제
를 할 경우 벌금형 또는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통용되는 은행 증서 또는 통용되는 지폐.

2. 정부 또는 은행의 채무 또는 증권.

3. 재무부 증권 또는 수입 서류.

4. 캐나다 정부나 주 정부의 공공 인장, 캐나다 공공 기관이나 당국의 인장 또는 법원의 인장
.

5. 성명서, 명령, 규정 또는 발령문 또는 그 통지(캐나다 여왕의 지위 또는 그와 동등한 주의 
지위에 의해 인쇄되었다고 거짓으로 주장하기 위한 목적인 경우).

6. 캐나다 정부나 주 정부, 캐나다 이외 국가의 정부, (캐나다 정부나 주 정부 또는 캐나다 이
외 국가의 정부가 설립한) 부서, 이사회, 위원회 또는 기관이 사용하거나 신하여 사용
하는 마크, 브랜드, 인장, 포장지 또는 디자인.

7. 캐나다 정부나 주 정부, 캐나다 이외 국가의 정부가 수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양각 또는 
스티커형 우표.

8. 인증 사본을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보관하는 원본의 문서, 등기부, 기록부. 
복사의 목적이 해당 인증 사본이라고 거짓으로 주장하기 위한 것일 경우.

수입 또는 소득 부양 상태 법원 기록

이전 병역 신체적 또는 정신적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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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erox® DocuMate® 4799 스캐너 부록 A: 규정 정보
9. 모든 종류의 상표 또는 저작권 보호 자료. 저작권 소유자 또는 상표 소유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

위 목록은 사용자 편의와 지원을 위해 제공되었지만 모든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그 
완전성 또는 정확성에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의문이 있는 경우 귀하의 변호사에게 문의
하십시오.

기타 국가

특정 문서를 복사하는 것은 해당 국가에서 불법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금지된 복제를 할 경
우 벌금형 또는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법정 지폐 

• 은행권 및 수표 

• 은행 및 정부 채권 및 증권 

• 여권 및 ID 카드 

• 저작권 보호 자료 또는 상표. 소유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 

• 우표 및 기타 유통 증권 

참고: 이 목록에는 모든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그 완전성 또는 정확성에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의문이 있는 경우 귀하의 변호사에게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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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부록 B: 규정 준수 정보

제품 재활용 및 폐기

미국 및 캐나다

Xerox® 제품의 폐기를 관리하는 경우, 제품에 납, 수은, 과염소산염, 그리고 환경 문제로 인해 
규제 상이 될 수 있는 기타 물질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하십시오. 이러한 물질은 
제품이 시장에 출시된 시점에 적용된 글로벌 규정을 완벽하게 준수하여 사용된 것입니다. 재
활용 및 폐기에 한 자세한 내용은 귀하의 지역 리점에 문의하십시오. 미국 내에서는 미국 
전자공업협회(Electronic Industries Alliance) http://www.eiae.org.

과염소산염 물질 – 이 제품에는 과염소산염을 함유하는 장치(예: 배터리)가 하나 이상 들어 
있을 수 있습니다. 특수 처리 방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음 웹 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http://www.dtsc.ca.gov/hazardouswaste/perchlorate/.

유럽 연합

RoHS 규정 준수

본 제품은 RoHS 규정, 즉 전기전자 제품에 한 특정 유해 물질 제한 지침(Restrictions of the 
Use of Certain Hazardous Substances in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RoHS)(2011/65/EU). 

일부 장비는 국내/가정용 및 전문/비즈니스 분야에서 모두 사용될 수 있습니다.

ENERGY STAR(미국)

에너지 프로그램 규정 준수

Xerox® DocuMate® 4799 스캐너은 이미징 장비에 한 ENERGY STAR 프로그램 요건에 따라 
ENERGY STAR 인증을 받았습니다.

ENERGY STAR 및 ENERGY STAR 마크는 등록된 미국 상표입니다. ENERGY STAR 이미징 장비 프
로그램은 에너지 효율적인 복사기, 프린터, 팩스, 복합기, 개인용 컴퓨터 및 모니터 사용을 촉
진하기 위해 미국, 유럽 연합 및 일본 정부와 사무 장비 산업 간에 이루어지는 공동 활동입니
다. 제품의 에너지 소비를 감소시키면 전기 생성으로 인한 배기가스를 줄임으로써 스모그, 산
성비, 장기적 기후 변화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Xerox® 장비는 공장 출고 시 사전 설정되어 있습니다. 귀하의 기계는 스캔 없이 15분이 지나
면 절전 모드로 전환되도록 설정된 상태로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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