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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anSnap S1500/S1500M (이하 "ScanSnap") 을 구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매뉴얼은 ScanSnap 사
용에 필요한 준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ScanSnap 의 특징 및 기능 , 기본적인 조작 방법 , 평상시의 관리에 대해서는 첨부 Setup DVD-ROM 의 사
용 설명서를 참조해 주십시오. ScanSnap 을 사용할 때 본 매뉴얼을 참조할 수 있도록 안전한 곳에 보관해 
주십시오.
Microsoft, Windows, Windows Vista, Excel 및 PowerPoint 는 Microsoft Corporation 의 미국 및 그 외의 
국가에서 등록 상표 또는 상표입니다.
Apple, Apple 로고 , Mac, Mac OS, iPhoto 및 Rosetta 는 Apple Inc.의 상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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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물 확인하기
패키지를 열고 아래의 모든 내용물이 담겨 있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제공되는 그 외의 다른 패키지가 있을 경우에는 따로 보관해 주십시오. 내용물을 사용할 때에는 조심히 취
급해 주십시오.
박스와 패키지는 ScanSnap 의 보관과 운송에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버리지 마십시오. 
만일 모자라거나 불량품이 있을 경우에는 스캐너를 구입하신 대리점 및 지정된 FUJITSU 서비스 센터에 문
의하시기 바랍니다.

ScanSnap (×1)
AC 케이블 (×1) (*) AC 어댑터 (×1) USB 케이블 (×1)

Adobe® 
Acrobat®

DVD-ROM (×1)
(S1500 용)

Setup DVD-ROM
(×1)

Adobe® Acrobat® 
DVD-ROM 세트 

(×1)
(S1500M 용)

캐리어 시트 (× 1) Rack2-Filer (×1)
(Rack2-Filer 의 S1500 만 해당) (×1)

시작 안내서
(본 매뉴얼) (×1)

안전상 주의사항
 (×1)

(*) 내용물은 ScanSnap 모델과 국가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안전상 주의사항
ScanSnap 을 사용하기 전에 " 안전상 주의사항 "
을 반드시 읽으시고 ,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본 매뉴얼에서 사용되는 기호
본 매뉴얼에는 다음 기호들이 사용됩니다.

" 사용 설명서 " 참조하기
" 사용 설명서 " 를 참조하려면 , DVD-ROM 드라
이브에 Setup DVD-ROM 을 삽입하고 다음 순서
에 따라 주십시오.

[ScanSnap Setup] 대화상자에서 [ 취급설명서 ] 
버튼을 클릭하고 [ 사용 설명서 ] 버튼을 클릭합니
다.

[ScanSnap] 윈도우에서 [ 사용 설명서 ] 아이콘
을 더블 클릭합니다.

보호용 패키지 제거하기
ScanSnap 을 사용하기 전에 패키지를 제거하려
면 다음 순서대로 실행해 주십시오.

1. ScanSnap 의 뒷면에 붙어 있는 표지 테이
프 실을 제거합니다.

2. ADF 용지 츄트 (커버) (1)를 열고 보호막 
시트 (2) 를 제거하기 위해 테이프를 스태
커에서 당깁니다. ADF 상부 (4) 에서 보호
용 시트를 제거하려면 스태커 (3) 를 열고 
테이프를 당깁니다.

3. ADF 상부를 열려면 ADF 해제 도구를 당기
고 , 보드지를 제거하거나 테이프를 당깁니
다.

기호 설명

이 표시는 사용자가 사용법을 엄격
히 준수하지 않을 경우 , 부상이 나 
사망을 초래할 수 있음을 경고합니
다.

이 기호는 특별히 중요한 정보를 
사용자에게 알려줍니다. 반드시 읽
어 주십시오.

이 기호는 작업과 관련해 사용자에
게 유익한 조언을 알려줍니다.

이 기호는 Windows® 를 사용한 조
작을 표시합니다.

이 기호는 Mac OS 를 사용한 조작
을 표시합니다.

표지 테이프

ADF 상부에 자석 성질을 가진 자석 카드 및 IC 
카드를 가까이 대면, 카드의 자석 부분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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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태커

ADF 용지 츄트 (커버)

ADF 상부

ADF 상부

ADF 해제 도구

보드지 및 보
호용 테이프

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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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설치하기
Windows® 설치  (3 페이지)
Mac OS 설치  (4 페이지)

■ 소프트웨어
다음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ScanSnap Manager (스캐너 드라이버)

ScanSnap Organizer (파일 관리 애플리케이

션)
CardMinder (명함 관리 애플리케이션)

ABBYY FineReader for ScanSnap™ (OCR 애

플리케이션)

Windows 용 Evernote, SugarSync Manager for 
Windows, Scan to Microsoft SharePoint 또는 
Adobe® Acrobat® X Standard 를 사용하려면 필
요한 소프트웨어 또한 설치해야 합니다.
각 소프트웨어와 설치 순서에 대해서는 , 사용 설
명서의 " 소프트웨어의 설치 " 를 참조해 주십시오.

■ 시스템 요구 사항

*1: 서비스 팩 2 이상이 필요
*2: 서비스 팩 4 이상이 필요
*3: Windows Vista™ 의 경우 , .NET Framework 

3. 5 SP1 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 최대 
500MB 의 추가 하드 디스크 공간이 필요합니
다.
Windows® XP 의 경우 , .NET Framework 3.5 
SP1 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 최대 530MB
의 추가 하드 디스크 공간이 필요합니다.
Windows® 2000 의 경우 , . NET Framework 
2.0 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 최대 310MB 의 
추가 하드 디스크 공간이 필요합니다. 

*4: USB 3.0 포트를 사용할 경우 , USB 2.0 으로 
작동합니다.

■ 설치

1. 컴퓨터를 켜고, 관리자 권한을 가지는 사용
자로 로그온합니다.

2.  DVD 드라이브에 Setup DVD-ROM 을 삽
입합니다.

[ScanSnap Setup] 대화상자가 표시됩니
다.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기 전에는 컴퓨터에 
ScanSnap 을 연결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
오.

ScanSnap Connect Application 용 iOS
와 모바일 장치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 , 
App Store 에서 다운로드해 주십시오.

Windows® 설치

운영 체제 Windows® 7 (32-bit/64-bit)
Windows Vista™ 
(32-bit/64-bit) 
Windows® XP (32-bit) (*1)
Windows® 2000 (*2)

CPU Intel® Core™ 2 Duo 2. 2 GHz 이
상 권장
(최소 : Intel® Pentium® 
4 1. 8 GHz)

메모리 Windows® 7 (32-bit/64-bit)
32-bit: 1GB 이상
64-bit: 2GB 이상

Windows Vista™ (32-bit/64-bit)
Windows® XP (32-bit)
Windows® 2000
  512MB 이상 
 (1 GB 이상)

디스플레이 
해상도

800 × 600 픽셀 이상

하드 디스크 
공간
(*3)

3350MB 이상의 사용 가능한 하드 
디스크 공간이 필요
(Rack2-Filer 를 사용할 때에는 
3800MB 이상의 하드 디스트 공간
이 필요)

USB 포트 
(*4)

USB 2. 0 / USB 1. 1

CPU 와 메모리가 권장 요구 사양을 만족
하지 않거나 , USB 포트의 타입 또는 
USB 허브가 USB 1.1인 경우에는 스캐닝 
속도가 느려집니다.
폰트 크기가 크면 , 일부 화면이 제대로 표
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 보다 
작은 폰트를 사용해 주십시오.

Windows®시스템 디스크 관리에 의해, 설
치를 한 후 사용되는 실제 디스크 공간과 
요구되는 디스크 여유 공간이 다를 수 있
습니다.

[ScanSnap Setup] 대화상자가 표시
되지 않으면 , Windows 탐색기를 사
용해 DVD-ROM 의 "ScanSnap. exe"
를 더블 클릭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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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제품 설치 ] 버튼을 클릭합니다.

[Install Products] 대화상자가 표시됩니
다.

4. [ScanSnap] 버튼을 클릭합니다.
화면 지시에 따라 계속 설치해 주십시오.

설치가 성공적으로 완료되지 않으면, [ScanSnap 
Setup] 대화상자에서 [ 취급설명서 ] 버튼을 클릭
한 뒤 [ 문제 및 해결 (설치)] 버튼을 클릭해 문제 
및 해결 (설치) 을 참조해 주십시오.

■ 소프트웨어
다음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ScanSnap Manager (스캐너 드라이버)

ABBYY FineReader for ScanSnap™ (OCR 소

프트웨어)
Cardiris™ for ScanSnap(명함 텍스트 인식 애

플리케이션)
Mac 용 Evernote, SugarSync Manager for Mac 
또는 Adobe® Acrobat® 9 Pro 를 사용하려면 필요
한 소프트웨어 또한 설치해야 합니다.
각 소프트웨어와 설치 순서에 대해서는 , 사용 설
명서의 " 소프트웨어의 설치 " 를 참조해 주십시오.

■ 시스템 요구 사항

*1: Mac OS 최신 업데이트의 적용을 권장합니다.
*2: USB 3.0 포트를 사용할 경우 , USB 2.0 으로 

작동합니다.

■ 설치

1. 컴퓨터를 켜고, 관리자 권한을 가지는 사용
자로 로그인합니다.

2. DVD-ROM 드라이브에 Setup DVD-ROM
을 삽입합니다.

[ScanSnap] 윈도우가 표시됩니다.

3. [ScanSnap] 아이콘을 더블 클릭합니다.
화면 지시에 따라 계속 설치해 주십시오.

Mac OS 설치

운영 체제 
(*1)

Mac OS X v10. 7
Mac OS X v10. 6
Mac OS X v10. 5
Mac OS X v10. 4

CPU Intel® Core™ 2 Duo 2. 4 GHz 이
상 권장
(최소 : Intel® Core™ Duo 1. 83 
GHz, PowerPC® G5 1. 6 GHz)

메모리 Mac OS X v10. 7
2GB 이상

Mac OS X v10. 6
1GB 이상

Mac OS X v10. 5
Mac OS X v10. 4

512MB 이상 
(1 GB 이상 권장)

디스플레이 
해상도

1024 × 768 픽셀 이상

하드 디스
크 공간

3095MB 이상의 사용 가능한 하드 
디스크 공간이 필요

USB 포트 
(*2)

USB 2. 0 / USB 1. 1

CPU 또는 메모리가 권장 사항 또는 USB 
포트 타입를 만족하지 않거나 USB 허브가 
USB 1. 1 일 경우 스캔 속도가 느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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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anSnap 연결하기

1. AC 어댑터에 AC 케이블을 연결합니다. 
(이하 " 전원 케이블 ")

2. 전원 케이블을 ScanSnap 뒷면의 전원 커
넥터와 콘센트에 꼽습니다.

3. ScanSnap 의 USB 커넥터에서 실 테이프
를 제거해 주십시오.

4. ScanSnap 의 USB 케이블을 USB 커넥터
에 연결하고 , 컴퓨터에 USB 포트를 연결
합니다.

5. ScanSnap 의 ADF 용지 츄트 (커버)를 엽
니다.

ScanSnap의 전원이 켜지며, [Scan] 버튼
은 청색으로 켜집니다.

한 대의 컴퓨터에는 한 대의 ScanSnap
만 연결할 수 있습니다.
ScanSnap 과 함께 제공된 케이블만 사용
해 주십시오.

ScanSnap 에 제공된 제품 이외의 AC 어댑터
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ScanSnap 고장의 원인
이 될 수 있습니다.
제조업체 : SANKEN ELECTRIC Co. ,LTD
모델 번호 : SED80N2-24. 0

AC 어댑터

AC 케이블

전원 커넥터
전원 케이블

콘센트

USB 허브를 연결할 때 , ScanSnap
과 컴퓨터의 USB 포트에 연결된 
USB 허브가 연결되었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전원 USB 허브 (AC 어댑
터와 함께 ) 를 사용해 주십시오.
USB 포트 또는 USB 허브가 USB 
1. 1 과 연결되어 있으면 , 스캐닝 속
도가 느려집니다.
USB 마크가 있는 면이 위로 오도록 
USB 케이블을 연결해 주십시오.

ScanSnap 이 사용되고 있을 때에는 
바닥이 뜨거워지지만 , 이것은 
ScanSnap 의 동작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으며 인체에 해로움을 주지 
않습니다. ScanSnap 을 이동시킬 때
에는 바닥이 부딪히지 않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USB 케이블

[Scan] 버튼

ADF 용지 츄트 (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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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ScanSnap Manager 아이콘을 확인합니
다.

ScanSnap Manager 아이콘이 작업 표시
줄에 표시됩니다.

Dock 에는 ScanSnap Manager 아이콘이 
표시됩니다.

스캔 테스트
ScanSnap 으로 스캔 가능한 문서 및 문서 올려 놓
기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 사용 설명서의 
"ScanSnap 개요 " 를 참조해 주십시오.

1. ScanSnap 에 테스트할 문서를 올려 놓습

니다.

1. ADF 상부의 스태커를 앞으로 당깁니다.

2. 다음과 같이 올려 놓을 문서를 준비합니다.

3. ADF 용지 츄트 (커버)에 테스트할 문서를 올
려 놓고 , 문서 크기에 맞게 사이드 가이드를 
조절합니다.

2. ScanSnap 의 [Scan] 버튼을 누릅니다.

스캔이 시작됩니다. 스캔이 완료되면 퀵 
메뉴가 표시됩니다.

Windows® 7 을 사용할 경우 , 작업 표

시줄의 을 클릭해 표시되는 메뉴에 
ScanSnap Manager 아이콘이 표시됩
니다.
작업 표시줄에 ScanSnap Manager 
아이콘을 항상 표시하려면 , 아이콘을 
작업 표시줄에 드래그해 놓습니다.

스태커

스캔이 시작되지 않을 경우에는 
ScanSnap Manager 도움말의 " 문제 
및 해결 " 을 참조해 주십시오.

스태커 올리기

연장대를  당김

사이드 가이드 열기

문서의 앞면이 밑으로 
오도록 설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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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퀵 메뉴에서 , ScanSnap Manager 와 연동
하는 애플리케이션의 아이콘을 클릭합니
다.

선택된 애플리케이션이 시작됩니다.

ScanSnap Manager 가 퀵 메뉴에서 선택된 애플
리케이션과 연동하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문의 연락

Adobe® Acrobat®

Adobe Acrobat에 대한 문의사항은, 다음 웹 
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http://www. adobe. com/support/

ABBYY FineReader for ScanSnap ™

ABBYY FineReader for ScanSnap™에 대한 
문의사항은 , 다음의 순서대로 진행해 연락처 
목록을 참조해 주십시오.

[ 시작 ] 메뉴에서 , [ 모든 프로그램 ]   
[ABBYY FineReader for 
ScanSnap (TM) 4. 1]  [ 사용자 취급 설명
서 ]  [ 기술 지원 ]  [ABBYY 지점 ] 을 
선택해 주십시오.

Finder 윈도우에서 , [ 응용 프로그램 ]   
[ABBYY FineReader for ScanSnap]   
[FineReader for ScanSnap Preferences]   
[Help]  [FineReader for ScanSnap Help] 

 [ABBYY Offices] 를 선택해 주십시오.

Cardiris ™ for ScanSnap

Cardiris™ for ScanSnap 에 대한 문의사항
은 , 다음 웹 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http://www. irislink. com/support

Evernote

Evernote 에 대한 문의사항은 , 다음 웹 페이
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http://www.evernote.com/about/contact/support/

Google 문서도구™

Google 문서도구™에 대한 문의사항은 , 
Google 문서도구™의 도움말 링크를 클릭해 
문서도구 도움말 또는 포럼을 참조해 주십시
오.

Salesforce

alesforce 시스템 관리자에게 문의해 주십시
오.

SugarSync

SugarSync 에 대한 문의사항은 다음 웹 페이
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https://sugarsync. custhelp. com/

함께 제공되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문의사항은 , 마
지막 페이지에 기재되어 있는 연락처 목록을 참조
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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