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3PC-5242-05HNZ0

N7100
사용 설명서

목차
시작하기 전에 .................................................................. 15
■ 매뉴얼 ............................................................................. 16
■ 본 매뉴얼에 대해서 ............................................................ 17

1장

개요 ..................................................................... 22

1.1

스캐너의 특징 .................................................................. 23
■ 스캔 데이터의 기본 용도 ............................................................... 23
■ 간편한 구성과 관리 ...................................................................... 24
■ 고급 보안 조치 ............................................................................ 26

1.2

각 부분의 명칭 및 기능 ...................................................... 27
■ 앞면 .......................................................................................... 27
■ 뒷면 .......................................................................................... 28
■ 교체 가능한 부품 ......................................................................... 29

1.3

사용자 유형과 조작 ........................................................... 30

1.3.1 관리자 권한에서의 조작 ................................................................. 31
1.3.2 일반 사용자 권한 .......................................................................... 35

1.4

요구되는 스캐너 기능 설정 ( 관리자 ) ................................... 36

1.5

시스템 요구 사항 .............................................................. 41

1.5.1 Admin Tool 및 User Editor 의 시스템 요구 사항 ................................. 41
1.5.2 관련 서버의 요구 사항 ................................................................... 43
1.5.3 포트 번호 목록 ............................................................................. 48

2장

스캐너의 기본 조작 ................................................. 50

2.1

전원 켜기 / 끄기 ............................................................... 51

2.1.1 전원 켜기 .................................................................................... 51
2.1.2 전원 끄기 .................................................................................... 52

2.2

스캐너 버튼 사용하기 ........................................................ 53
■ 스캐너 버튼 사용하기 ................................................................... 53
■ Scan 버튼 사용하기 ..................................................................... 55

2.3

터치 패널 사용하기 ........................................................... 56

2

목차

2.4

화면상 키보드 사용하기 ..................................................... 57
■ 화면상 키보드 표시하기 / 숨기기 ..................................................... 57
■ 화면상 키보드 사용하기 ................................................................ 58
■ 키보드 레이아웃 옵션 ................................................................... 58

3장

소프트웨어 설치 ..................................................... 59

3.1

Internet Explorer 의 설정 ................................................... 60
■ Internet Explorer 캐시 설정의 확인 ................................................. 60
■ Internet Explorer 의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를 설정하기 ....................... 61

3.2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화면 표시 ........................................... 62

3.3

Admin Tool 의 설치 ........................................................... 64

3.4

Admin Tool 의 제거 ........................................................... 66

3.5

Central Admin Console 및 Central Admin Server 의 설치 ........ 67

4장

관리자 조작 ( 터치 패널과 Admin Tool) ...................... 68

4.1

화면 ............................................................................... 69

4.1.1 관리자가 터치 패널을 사용하여 조작하는 경우 ................................... 69
4.1.2 Admin Tool 을 사용하는 관리자 화면 ............................................... 70

4.2

관리자 로그인 .................................................................. 72

4.2.1
■
■
4.2.2

4.3

관리자 로그인 : 터치 패널 사용하기 ................................................ 72
자동 로그인이 설정되지 않은 경우 .................................................. 72
자동 로그인이 설정된 경우 ............................................................ 73
관리자 로그인 : Admin Tool 사용하기 ............................................. 74

시스템 설정 설정하기 ........................................................ 77

4.3.1 설정 모드 구성하기 ...................................................................... 77
4.3.2 설치 마법사로 시스템 설정 설정하기 ............................................... 78

4.4

시스템 구성하기 ............................................................... 80

4.4.1
4.4.2
4.4.3
4.4.4
4.4.5
4.4.6
■
■

4.5

스캐너명 설정하기 ....................................................................... 80
언어 설정하기 ............................................................................. 82
지역 / 시간대 설정하기 ................................................................. 83
날짜 / 시간 설정하기 .................................................................... 84
키보드 설정하기 .......................................................................... 85
인증서 관리하기 ........................................................................... 86
인증서 파일 가져오기 .................................................................. 86
인증서 파일 삭제하기 .................................................................. 87

스캔 옵션 설정하기 ........................................................... 88

3

목차
4.5.1 멀티 피드 검출 방법을 설정하기 ..................................................... 88
4.5.2 스캔 시작 위치 조정하기 ( 오프셋 / 배율 ) ......................................... 90
4.5.3 스캐너 일반 설정을 설정하기 ......................................................... 91

4.6

로그인 관련 설정하기 ........................................................ 92

4.6.1
4.6.2
4.6.3
4.6.4
4.6.5

4.7

네트워크 설정 구성하기 ....................................................101

4.7.1
4.7.2
4.7.3
4.7.4
4.7.5
4.7.6
4.7.7

4.8

로그인 설정 설정하기 ................................................................... 92
로그인 설정 설정하기 ( 세부 사항 ) ................................................. 95
대기 모드 설정하기 ...................................................................... 97
관리자 암호 변경하기 ................................................................... 99
LAN Manager 인증 수준 설정하기 ................................................ 100
스캐너에 IP 주소 /DHCP 지정하기 ................................................ 101
DNS 서버 설정하기 .................................................................... 103
WINS 서버 설정하기 ................................................................... 104
NTP 서버 설정하기 .................................................................... 105
프록시 서버 설정하기 ................................................................. 106
SNMP 설정 구성하기 .................................................................. 107
네트워크 고급 설정 구성하기 ....................................................... 108

네트워크 상태 점검하기 ....................................................109

4.8.1 Ping 테스트를 사용하여 네트워크 연결을 점검하기 .......................... 109
4.8.2 네트워크 가동 상태 확인 ............................................................. 110

4.9

네트워크 관리자 설정 구성하기 ..........................................111

4.9.1 관리자 연결 설정 설정하기 .......................................................... 111
4.9.2 Central Admin Server 설정하기 .................................................... 112
4.9.3 Central Admin Server 설정하기 ( 세부 사항 ) .................................. 114

4.10 인증 서버 설정하기 ..........................................................115
4.10.1 로그인 LDAP 서버 설정하기 ........................................................ 115
■ LDAP 검색 대상 ......................................................................... 117
4.10.2 전자 메일 LDAP 서버 설정하기 .................................................... 122
4.10.3 스키마 설정하기 ........................................................................ 123
4.10.4 LDAP 검색 항목 설정하기 ........................................................... 124

4.11 전자 메일과 관련된 설정 구성하기 ......................................126
4.11.1
4.11.2
4.11.3
4.11.4

SMTP 서버 설정하기 .................................................................. 126
SMTP 서버 설정하기 ( 확장 ) ....................................................... 127
전자 메일 보내기 ....................................................................... 128
스캔 데이터를 전자메일에 첨부할 때 파일 이름 형식 설정하기 ........... 129

4.12 FAX 서버 설정하기 .........................................................130
4.13 스캔 데이터를 저장하는 폴더의 설정 ...................................131
4

목차
4.13.1 네트워크 폴더 설정 .................................................................... 131
■ 네트워크 폴더 등록하기 ( 네트워크 트리 ) ....................................... 132
■ 네트워크 폴더 등록하기 ( 네트워크 경로 ) ....................................... 134
■ 네트워크 폴더 이름 바꾸기 .......................................................... 135
■ 네트워크 폴더 제거하기 .............................................................. 135
■ 네트워크 폴더 세부 정보 보기 ...................................................... 136
4.13.2 FTP 서버 폴더 설정하기 .............................................................. 137
■ FTP 서버 폴더 등록하기 .............................................................. 138
■ FTP 서버 폴더 설정 변경하기 ....................................................... 139
■ FTP 서버 폴더 제거하기 .............................................................. 139
■ FTP 서버 폴더 세부 내용 보기 ...................................................... 140
4.13.3 SharePoint 폴더 설정 ................................................................. 141
■ SharePoint 폴더 등록하기 ........................................................... 141
■ SharePoint 폴더 이름 바꾸기 ( 표시명 ) ......................................... 143
■ SharePoint 폴더 제거 ................................................................. 144
■ SharePoint 폴더 세부 정보 보기 ................................................... 144
4.13.4 스캔 데이터를 저장할 때 파일 이름 형식 설정하기 ........................... 145

4.14 네트워크 프린터 설정하기 ................................................147
■
■
■
■
■
■
■
■
■

프린터 드라이버 점검하기 ........................................................... 150
프린터 속성 설정하기 ( 프린트 서버 경유 ) ...................................... 151
프린터의 이름 또는 프린터의 IP 주소 확인하기 ( 직접 인쇄의 경우 ) .... 153
프린터의 드라이버명 확인하기 ( 직접 인쇄의 경우 ) .......................... 153
네트워크 프린터 등록하기 ( 네트워크 트리 ) ( 프린트 서버 경유 ) ........ 154
네트워크 프린터 등록하기 ( 네트워크 경로 ) .................................... 156
네트워크 프린터 설정 변경하기 .................................................... 158
네트워크 프린터 제거하기 ........................................................... 158
네트워크 프린터 상세 정보 보기 ................................................... 159

4.15 스캐너 세부 내용 보기 ......................................................160
4.15.1 시스템 상태 보기 ....................................................................... 160
4.15.2 소모품 상태 보기 ....................................................................... 161
■ 소모품 상태 보기 ....................................................................... 161
■ 소모품 카운터 초기화하기 ........................................................... 161
4.15.3 설치 옵션의 상태 보기 ................................................................ 162
4.15.4 유저 로그 관리하기 ..................................................................... 163
■ 유저 로그 상세 정보 보기 ........................................................... 163
■ 유저 로그를 CSV 형식으로 다운로드하기 ...................................... 164
■ 유저 로그 지우기 ...................................................................... 164

5

목차
4.15.5 시스템 로그 관리하기 .................................................................. 165
■ 시스템 로그 상세 정보 보기 ........................................................ 165
■ 시스템 로그를 CSV 형식으로 다운로드하기 ................................... 166
■ 시스템 로그 지우기 ................................................................... 166

4.16 유저 정보 저장 및 시스템 설정 관리하기 ..............................167
4.16.1 유저 정보 저장소 유지 관리하기 .................................................... 167
■ 유저 정보 저장소 백업하기 ......................................................... 169
■ 유저 정보 저장소 복원하기 ......................................................... 170
■ 유저 정보 저장소 지우기 ............................................................ 170
4.16.2 시스템 설정 유지 관리하기 ........................................................... 171
■ 시스템 설정을 CSV 형식으로 다운로드 ......................................... 171
■ 시스템 설정 백업하기 ................................................................ 172
■ 시스템 설정 복원하기 ................................................................ 173
■ 공장 기본값으로 초기화하기 ....................................................... 174

4.17 시스템 유지 관리하기 .......................................................175
4.17.1 스캐너의 시스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하기 ..................................... 175
4.17.2 새로운 업데이트 확인하기 ........................................................... 177
■ 수동으로 새로운 업데이트 확인하기 .............................................. 177
■ 스캐너 시작 시 업데이트 확인하기 ................................................ 178
■ 업데이트가 공개 되었을 경우 메일 통지 ......................................... 178
4.17.3 Add-in 모듈 유지 관리하기 .......................................................... 179
■ Add-in 모듈 설치하기 ............................................................... 179
■ Add-in 모듈 제거하기 ............................................................... 180
■ Add-in 상태 보기 ..................................................................... 180
■ Add-in 설정 파일 업로드하기 ..................................................... 181
■ Add-in 실행 중에 키보드 아이콘의 표시 여부 설정하기 ................... 181
4.17.4 정보 출력 레벨 설정하기 ............................................................. 182
4.17.5 기술 지원 얻기 .......................................................................... 183
4.17.6 오류 통지 대상 설정하기 ............................................................. 184
4.17.7 터치 패널에서 화면 취득하기 ........................................................ 186

4.18 작업 설정하기 .................................................................188
4.18.1 작업 설정 요약 사용 설명서 .......................................................... 190
4.18.2 작업 설정하기 ........................................................................... 192
■ 작업 설정 추가하기 .................................................................... 192
■ 작업 설정 복사하기 .................................................................... 198
■ 작업 설정 편집하기 .................................................................... 198
■ 작업 설정 삭제하기 .................................................................... 199
■ 작업 설정 필터링하기 ................................................................. 199
■ LDAP 목록의 필터링 ................................................................... 200

6

목차
■ 출력 파일 분할하기 .................................................................... 201
4.18.3 작업 메뉴 설정하기 .................................................................... 202
■ 작업 메뉴 추가하기 .................................................................... 202
■ 작업 메뉴 복사하기 .................................................................... 205
■ 작업 메뉴 편집하기 .................................................................... 205
■ 작업 메뉴 삭제하기 .................................................................... 206
■ 작업 메뉴의 상세 설정 표시하기 ................................................... 206
4.18.4 작업 그룹 설정하기 .................................................................... 207
■ 작업 그룹 추가하기 .................................................................... 207
■ 작업 그룹 복사하기 .................................................................... 210
■ 작업 그룹 편집하기 .................................................................... 210
■ 작업 그룹 삭제하기 .................................................................... 211
■ 작업 그룹의 상세 설정 표시하기 ................................................... 211
■ 작업 그룹에 포함되지 않은 사용자에 작업 메뉴 할당하기 .................. 212
■ LDAP 목록의 필터링 ................................................................... 213

4.19 메시지 ..........................................................................214
4.19.1 관리자 화면 메시지 ..................................................................... 215

5장

일반 사용자 권한 .................................................. 216

5.1

문서 놓기 .......................................................................217

5.1.1 문서 급지 방법 ........................................................................... 217
5.1.2 캐리어 시트를 이용하여 문서 급지하기 ........................................... 221

5.2

터치 패널 화면 사용하기 : 일반 사용자 ................................224

5.2.1 [ 메인 메뉴 ] 화면 ...................................................................... 224
5.2.2 [ 작업 메뉴 ] 화면 ...................................................................... 225
5.2.3 일반 사용자 설정 개요 ................................................................. 226

5.3

로그인 하기 일반 사용자 모드 ............................................227

5.4

스캔 데이터를 전자 메일로 보내기 ......................................230

5.4.1
5.4.2
5.4.3
5.4.4

5.5

주소록에서전자 메일 대상 선택하기 ........................................ 233
주소록에 전자 메일 대상 추가하기 .......................................... 237
주소록에서 전자 메일 대상 편집하기 ....................................... 241
주소록에서 메일 대상 삭제하기 .............................................. 243

스캔 데이터를 FAX 로 보내기 .............................................244

5.5.1
5.5.2
5.5.3
5.5.4

5.6

메일
메일
메일
메일
FAX
FAX
FAX
FAX

번호부에서 FAX 번호 선택하기 ............................................... 246
번호부에 연락처 추가하기 ..................................................... 248
번호부 편집하기 .................................................................. 250
번호부에서 연락처 삭제하기 .................................................. 251

스캔 데이터 인쇄하기 .......................................................252
7

목차
5.6.1 인쇄 비율 .................................................................................. 255
5.6.2 인쇄 위치 .................................................................................. 259
5.6.3 인쇄 면 ..................................................................................... 261

5.7

네트워크 폴더에 스캔 데이터 저장하기 ................................262

5.8

SharePoint 폴더에 스캔 데이터 저장하기 .............................265

5.9

스캔 옵션 설정하기 ..........................................................271

5.9.1 스캔 설정 항목 간의 관계 변경 사항 ............................................... 272
■ 기본 ........................................................................................ 272
■ 저장 ........................................................................................ 275
■ 이미지 보정 .............................................................................. 279
■ 페이지 ..................................................................................... 280
■ 용지 급지 ................................................................................. 281
■ 배치 ........................................................................................ 281
5.9.2 이미지 모드 설정하기 .................................................................. 282
5.9.3 용지 설정하기 ............................................................................ 283
5.9.4 해상도 ...................................................................................... 284
5.9.5 캐리어 시트의 설정 구성하기 ........................................................ 285
5.9.6 파일 형식 .................................................................................. 286
5.9.7 PDF 암호 설정하기 ..................................................................... 288
5.9.8 검색 가능한 PDF ........................................................................ 289
5.9.9 PDF 의 키워드 설정하기 .............................................................. 290
5.9.10 압축률 ...................................................................................... 294
5.9.11 임계값 ...................................................................................... 296
5.9.12 스캔 데이터의 이미지 화질 조절하기 ( 톤 조절 ) ............................... 297
5.9.13 스캔 데이터 최적화하기 ( 정리 ) .................................................... 298
■ [ 컬러 ] 또는 [ 회색톤 ] 모드의 경우 ............................................. 298
■ [ 흑백 ] 모드의 경우 ................................................................... 299
5.9.14 세로줄 줄이기 ............................................................................ 300
5.9.15 스캔 이미지에서 칼라 제거하기 ( 드롭아웃칼라 ) .............................. 301
5.9.16 페이지 회전 ............................................................................... 302
5.9.17 스캔 이미지의 가장자리 채우기 ( 가장자리 수정 ) ............................. 304
5.9.18 스캔 데이터에서 빈 페이지 건너뛰기 .............................................. 306
5.9.19 멀티피드 검출하기 ...................................................................... 307
5.9.20 색인 정보 출력하기 ..................................................................... 308
■ 색인 정보 파일 형식 ................................................................... 309

5.10 스캔 보기 사용 설정 / 해제하기 ..........................................311
5.11 스캔 보기에서 스캔 데이터 편집하기 ...................................314
5.11.1 스캔 데이터의 페이지 순서 전환하기 .............................................. 315

8

목차
5.11.2 스캔 데이터 보기 ........................................................................ 316
■ 스캔 데이터의 표시 크기 변경하기 ................................................ 317
5.11.3 스캔 보기 세부 사항 화면에서 스캔 데이터 편집하기 ......................... 318
■ 스캔 데이터 회전하기 ................................................................. 318
■ 스캔 데이터 삭제하기 ................................................................. 318
5.11.4 [ 보조 스캔 ] 화면에서 스캔 데이터 편집하기................................... 319
■ 스캔 데이터의 표시 크기 변경하기 ................................................ 320
■ 처리 이미지 재설정하기 .............................................................. 320
■ 처리의 실행 취소 및 재실행 ......................................................... 320
■ 스캔 데이터 회전하기 ................................................................. 320
■ 스캔 데이터의 이미지 모드 변경하기 ............................................. 321
5.11.5 구분 편집하기 ............................................................................ 322
5.11.6 구분 삭제하기 ............................................................................ 322
5.11.7 스캔 페이지 추가 ........................................................................ 323
5.11.8 키워드로 설정할 수 있는 마커 문자열의 편집 ................................... 323

5.12 송신 상태 보기 ................................................................324
5.12.1 완료된 송신 조작의 상세 정보 보기 ( 유저 로그 ) .............................. 324
5.12.2 진행 중인 송신 조작의 상세 정보 보기 ............................................ 325

5.13 유지 관리 .......................................................................327
5.14 작업 처리하기 .................................................................329
5.14.1
5.14.2
5.14.3
5.14.4

메시지 화면 사용 설정 / 해제하기 .................................................. 331
파일명의 변경 ( 저장 / 메일 첨부용 )............................................... 333
스캔된 용지 매수 확인하기 ........................................................... 334
패치 코드를 사용하여 파일 분할하기 .............................................. 337

5.15 사용자 암호의 변경 ..........................................................339

6장

스캐너 관리 .......................................................... 340

6.1

청소 부품 및 청소 부분 .....................................................341
■ 청소부품 .................................................................................. 341
■ 청소 부품과 청소 시기 ................................................................ 342

6.2

스캐너의 외부 청소하기 ....................................................343
■ 스캐너 본체 청소하기 ................................................................. 343
■ 터치 패널 청소하기 .................................................................... 343

6.3

스캐너의 내부 청소하기 ....................................................344

6.4

캐리어 시트 청소하기 .......................................................350

6.5

부품 교환하기 .................................................................351

6.5.1 부품 번호 및 교환 주기 ................................................................ 351

9

목차
6.5.2 소모품 상태 확인하기 .................................................................. 352
6.5.3 롤러 세트 교환하기 ..................................................................... 353
6.5.4 캐리어 시트 구입하기 .................................................................. 360

6.6

스캔 테스트 수행하기 .......................................................361
■ 일반 사용자 .............................................................................. 361
■ 관리자 ..................................................................................... 363

6.7

7장

터치 패널 교정하기 .........................................................364

문제 및 해결 ........................................................ 365

7.1

걸린 문서 제거하기 ..........................................................366

7.2

네트워크 연결 문제 해결 ...................................................369

7.2.1
■
■
■
■
7.2.2
■
■
■
■
■
■
■
7.2.3

7.3

기타 문제 해결 ................................................................383
■
■
■
■
■
■
■

7.4

기본 네트워크 동작 테스트 ........................................................... 369
Ping 테스트를 사용하여 기본 네트워크 동작 점검하기 ...................... 369
네트워크 가동 상태 확인 ............................................................. 372
시스템 시간을 동기화하여 NTP 서버 설정 점검하기 .......................... 373
테스트 메일을 보내 메일 서버를 점검하기 ...................................... 374
다른 네트워크 연결 문제 해결 ....................................................... 375
서버 IP 주소를 사용하여 서버에 연결하기 실패 ................................ 375
호스트 이름이나 FQDN 명을 사용하여 서버에 연결하기 실패 ............. 377
스캐너를 도메인 멤버로 추가에 실패 또는 도메인으로의 로그인에
실패 ........................................................................................ 377
네트워크 프린터 추가 실패 .......................................................... 378
네트워크 프린터로 인쇄하기 실패 ................................................. 379
네트워크 폴더에 추가하기 실패 .................................................... 379
네트워크 폴더에 저장하기 실패 .................................................... 380
Internet Explorer, Admin Tool, Central Admin Server 또는
User Editor 를 사용한 스캐너 연결의 실패....................................... 381
스캐너를 켤 수 없습니다 . ............................................................ 384
스캐너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 ....................................................... 384
스캐너를 공장 기본값으로 재설정하고 싶습니다 . ............................. 385
데이터를 바르게 스캔할 수 없습니다 . ............................................ 385
스캔 데이터가 올바르지 않습니다 . ................................................ 388
로그인 할 수 없음 ...................................................................... 389
바르게 동작하지 않음 ................................................................. 390

FUJITSU 스캐너 대리점에 문의하기 전에 점검할 사항 ............391

7.4.1 일반 사항 .................................................................................. 391

10

목차
7.4.2
■
■
■

오류 상태 .................................................................................. 392
컴퓨터를 통해 스캐너를 연결할 때의 문제 ...................................... 392
문서 급지 오류 .......................................................................... 392
원본 문서와 스캔 데이터 송신하기 ................................................ 393

7.5

스캐너 라벨 확인하기 .......................................................394

7.6

수리전 준비 사항 .............................................................395

부록 A 용지 사양 ......................................................... 396
A.1

용지 크기 .......................................................................397

A.2

용지 재질 .......................................................................398

A.3

수용가능한 문서 ..............................................................400

A.4

구멍을 뚫거나 다른 용지를 첨부해서는 안되는 영역 ..............401

A.5

멀티 피드 검출 조건 .........................................................402

A.6

캐리어 시트 사용의 조건 ...................................................403

A.6.1 용지 크기 .................................................................................. 403
A.6.2 용지 재질 .................................................................................. 403

부록 B 관리 설정과 제한 ............................................... 404
B.1

전자 메일 주소의 설정값 ...................................................405

B.2

설정 항목의 제한 .............................................................406

부록 C 호환성 및 연결성 ............................................... 408
C.1

호환성 ...........................................................................409

C.1.1
C.1.2
C.1.3
C.1.4
C.1.5
C.1.6

C.2

Add-in 실행 .............................................................................. 409
다른 스캐너에서 시스템 설정 사용 ................................................. 410
다른 스캐너에서 사용자 데이터 사용하기 ........................................ 410
사용자 데이터 공유 ..................................................................... 411
작업 설정 공유 ........................................................................... 411
Central Admin Console Server 에서 배포 ....................................... 412

연결 ..............................................................................413

C.2.1
C.2.2
C.2.3
C.2.4
C.2.5

Admin Tool 과의 연결성 .............................................................. 413
User Editor (AddressBookEditor) 와의 연결성................................. 413
Central Admin Server 와의 연결성................................................. 414
루트 증명서 인증 목록 ................................................................. 414
웹 메일 사용 시 SMTP 서버 설정 ................................................... 415

11

목차

부록 D 스캐너 사양 ...................................................... 416
D.1

설치 사양 .......................................................................417

D.2

스캐너의 기본 사양 ..........................................................418

D.3

소프트웨어 기능 목록 .......................................................419

D.4

화면상 키보드에서 기능 변경하기 .......................................421

D.4.1 키보드 레이아웃 전환하기 ............................................................ 421

D.5

바코드 형식 및 검출 조건 ..................................................422
■ 1 차원 바코드 ............................................................................ 422
■ 1 차원 바코드의 검출 조건 ........................................................... 422

부록 E SNMP 설정 ....................................................... 424
E.1

해당 MIB ........................................................................425

E.2

MIB 정보 ........................................................................426
■
■
■
■

E.3

ScannerInfo ............................................................................. 426
BrakeRoller .............................................................................. 426
PickRoller ................................................................................ 427
TrapEvent ................................................................................ 427

SNMP 트랩 통지 ..............................................................428

부록 F User Editor 편집하기 .......................................... 429
F.1

User Editor 란 무엇인가 ? .................................................430

F.2

사전 설정 .......................................................................431

F.2.1 User Editor 설치하기 .................................................................. 431
F.2.2 User Editor 삭제하기 .................................................................. 432

F.3

Windows 에서의 User Editor .............................................433

F.4

User Editor 시작하기 / 종료하기 .........................................435
■ User Editor 시작하기 .................................................................. 435
■ User Editor 종료하기 .................................................................. 435

F.5

메일 주소록 / 로컬 계정 보기 .............................................436
■
■
■
■

F.6

스캐너에서 로드하기 .................................................................. 436
파일에서 로드하기 ..................................................................... 437
파일에서 메일 주소록의 파일 형식 로드하기 ................................... 437
파일에서 로컬 계정의 파일 형식 로드하기 ...................................... 438

메일 주소록에서 전자 메일 대상 편집하기 ............................439

12

목차
F.6.1
■
■
■
F.6.2
■
■
■
F.6.3
■
■
■

F.7

그룹 설정하기 ............................................................................ 439
그룹 추가하기 ........................................................................... 439
그룹 이름 변경하기 .................................................................... 440
그룹 삭제하기 ........................................................................... 440
배포 리스트 설정하기 .................................................................. 441
배포 리스트 추가하기 ................................................................. 441
배포 리스트 편집하기 ................................................................. 442
배포 리스트 삭제하기 ................................................................. 442
메일 주소 설정하기 ..................................................................... 443
전자 메일 주소 추가하기 ............................................................. 443
메일 주소 편집하기 .................................................................... 444
전자 메일 주소 삭제하기 ............................................................. 444

로컬 계정 편집하기 ..........................................................445

F.7.1 로컬 계정 추가하기 ..................................................................... 445
F.7.2 로컬 계정 편집하기 ..................................................................... 446
F.7.3 로컬 계정 삭제하기 ..................................................................... 446

F.8

메일 주소록 또는 로컬 계정 지우기 .....................................447

F.9

메일 주소록 / 로컬 계정 저장하기 .......................................448
■ 편집 정보를 스캐너에 저장하기 .................................................... 448
■ 편집 정보를 파일에 저장하기 ....................................................... 449

F.10 유저 로그에 표시되는 User Editor 정보 ...............................450
F.11 시스템 로그에 표시되는 User Editor 정보 ............................451

부록 G IPv6 설정 ......................................................... 452
G.1 스캐너의 IPv6 지원 개요 ...................................................453
■ IPv6 를 지원하는 소프트웨어 ........................................................ 453
■ IPv6 를 지원하지 않는 소프트웨어 ................................................. 453

G.2 스캐너에 IPv6 설정 구성하기 .............................................454
G.2.1
■
■
■
■
G.2.2
G.2.3

IPv6 기능 설치 ........................................................................... 454
시스템 버전 확인하기 ................................................................. 454
IPv6 기능을 유효로 하기 ............................................................. 454
IPv6 통신 환경 구성하기 ............................................................. 454
IPv6 을 통해 오피스 기능 사용하기 ................................................ 455
연동 서버 .................................................................................. 455
포트 번호 목록 ........................................................................... 457

G.3 IPv6 통신 환경 구성하기 ...................................................458
G.3.1 스캐너에 IPv4 주소 지정하기 ....................................................... 458

13

목차
G.3.2
G.3.3
G.3.4
G.3.5

스캐너에 IPv6 주소 지정하기 ....................................................... 459
DNS 서버 (IPv4) 설정하기 ........................................................... 461
DNS 서버 (IPv6) 설정하기 ........................................................... 462
네트워크 가동 상태 확인하기 ........................................................ 463

G.4 다른 스캐너에서 스캐너의 IPv6 기능의 설정 사용하기 ............464
G.4.1 Central Admin Server 로 부터 시스템 설정 배포하기......................... 464
G.4.2 시스템 설정 백업 및 복원 ............................................................. 464

용어집 .......................................................................... 466
보수 관리 ...................................................................... 469
저작권 .......................................................................... 470
색인 ............................................................................. 476

14

시작하기 전에
FUJITSU Image Scanner N7100 ( 이하 " 스캐너 ") 을 구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스캐너는 네트워크 이미지 스캐너입니다. 작동이 쉬운 이 스캐너는 네트워크를 통해 통신하는
워크 그룹의 최적의 업무 흐름을 가능하게 합니다.

상표
Microsoft, Windows, Windows Vista, Windows Server, SharePoint 및 Internet Explorer는
Microsoft Corporation 의 미국 및 / 또는 그 외의 국가에서 등록 상표 또는 상표입니다.
Adobe, Acrobat 및 Reader 는 Adobe Systems Incorporated 의 미국 및 / 또는 그 외의 국
가에서 등록 상표 또는 상호입니다.
Intel 는 Intel Corporation 의 미국 및 그 외 국가에서 등록 상표 또는 상표입니다.
ABBYY™ FineReader™ Engine © ABBYY. OCR by ABBYY
ABBYY 및 FineReader 는 일부 관할 지역에 등록될 수 있는 ABBYY Software, Ltd.의 상표입
니다.
Linux 는 Linus Torvalds 의 미국 및 그 외의 국가에서 등록 상표 또는 상표입니다.
Red Hat 은 Red Hat, Inc.의 미국 및 그 외의 국가에서 등록 상표 또는 상표입니다.
Yahoo! Korea （http://kr. yahoo. com/）는 Yahoo! Inc.가 운영하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입
니다.
ScanSnap 및 ScanSnap 로고는 일본에서 PFU Limited 의 등록 상표 또는 상표입니다.
기타 회사명과 제품명은 각 회사의 등록 상표 또는 상표입니다.

제조 업체
PFU Limited
YOKOHAMA i-MARK PLACE, 4-4-5 Minatomirai, Nishi-ku, Yokohama, Kanagawa, 2208567, Japan
© PFU Limited 2015-2016

15

시작하기 전에

■매뉴얼
매뉴얼의 형식
스캐너에는 다음 매뉴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필요시 읽어 주십시오.

매뉴얼

설명

N7100 시작 안내서
( 종이 )

안전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캐너 설치부터 스캐너 조작 시작까지의 순서에 대해
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메뉴얼을 읽어 주십시오.
본 메뉴얼을 " 시작 안내서 " 로 표시합니다.

N7100 사용 설명서
( 본 매뉴얼 )(PDF)

스캐너 개요, 기본 조작, 평상시 청소, 소모품 교환과 문제
및 해결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 메뉴얼을 " 사용 설명서 " 로 표시합니다.

N7100 도움말
(HTML)

화면 관련 항목, 메시지에 대한 설명 및 동작에 관련한 정보
를 제공합니다. 필요시 읽어 주십시오.

Scanner Central Admin
유저 가이드
(PDF)

Scanner Central Admin 의 개요, 도입 방법, 조작 숱서 및
유지 관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필요시 읽어 주십시
오.

매뉴얼에 액세스하는 방법
z 스캐너에서 다운로드하여 본 매뉴얼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z 조작하는 동안 표시되는 화면 또는 대화상자에서 [ 도움말 ] 버튼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 클
릭하여 도움말을 열 수 있습니다.
터치 패널에서

의 도움말 버튼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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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기 전에

■본 매뉴얼에 대해서
본 매뉴얼의 경고 표시
이 표시는 사용자가 사용법을 엄격히 준수하지 않을 경우, 부상이나 사망을 초래할 수 있음
을 경고합니다. 경고 표시는 경고 수준 및 주의사항을 표시합니다. 경고 표시의 경고 수준 및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표시는 사용자가 사용법을 엄격히 준수하지 않을 경우, 부상이나 사망을 초
래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이 표시는 사용자가 사용법을 엄격히 준수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의 안전을 위
협하거나 장치를 손상시킬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본 매뉴얼에서 사용되는 기호들
이 매뉴얼의 설명에서는 경고 표시 이외에도 다음 기호들을 사용합니다.

Admin

이 기호는 관리자 조작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는데 사용됩니다.
각각의 조작 방법은 다음과 같은 기호로 표시됩니다.
z

Touch
Panel
관리자가 터치 패널을 사용하여 조작하는 경우

z
관리자가 Network Scanner Admin Tool 을 사용하여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통해 조작하는 경우
Admin
z Central
Console

관리자가 Scanner Central Admin Console 을 사용하여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를 통해 조작하는 경우

User

이 기호는 일반 사용자 조작에 대한 정보를 표시하는데 사용됩니다.

본 매뉴얼의 화살표 기호
연속해서 아이콘 또는 메뉴 옵션을 선택할 때에는 오른쪽 화살표 기호 ( → ) 를 사용합니다.
예 : [ 시작 ] 메뉴 → [ 컴퓨터 ] 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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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매뉴얼에 수록된 화면 예제
Microsoft 제품 스크린샷은 Microsoft Corporation 의 권한으로 재인쇄됩니다.
본 매뉴얼에서는 Windows 7/Windows Server 2012 R2 의 스크린샷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운영 체제에 따라서 실제 화면과 조작이 다를 수 있습니다. 표시되는 화면이 본 서에 기재된
화면과 다를 경우에는 실제 표시된 화면의 지시에 따라 조작해 주십시오.
본 매뉴얼의 화면 예시는 터치 패널에 표시된 화면에 근거한 것입니다.
화면, 설정 항목 및 조작은 Admin Tool 및 Central Admin Console 에서 다릅니다. 화면에 대
한 자세한 내용은 도움말을 참조해 주십시오.
본 매뉴얼의 화면 예제 및 설명은 SharePoint 옵션을 적용할 때 표시되는 화면 및 설명을 기
준으로 합니다. SharePoint 옵션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 화면, 설정 항목 및 조작이 다릅니다.

본 매뉴얼에서 사용되는 약어
본 메뉴얼에 사용되는 약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용된 약어

옵션

Windows

Windows® 운영 체제

Windows Vista

Windows Vista® Home Basic 운영 체제 (32 비트 /64 비트 )
Windows Vista® Home Premium 운영 체제 (32 비트 /64 비트 )
Windows Vista® Business 운영 체제 (32 비트 /64 비트 )
Windows Vista® Enterprise 운영 체제 (32 비트 /64 비트 )
Windows Vista® Ultimate 운영 체제 (32 비트 /64 비트 )

Windows 7

Windows® 7 Starter 운영 체제 (32 비트 )
Windows® 7 Home Premium 운영 체제 (32 비트 /64 비트 )
Windows® 7 Professional 운영 체제 (32 비트 /64 비트 )
Windows® 7 Enterprise 운영 체제 (32 비트 /64 비트 )
Windows® 7 Ultimate 운영 체제 (32 비트 /64 비트 )

Windows 8

Windows® 8 운영 체제 (32 비트 /64 비트 )
Windows® 8 Pro 운영 체제 (32 비트 /64 비트 )
Windows® 8 Enterprise 운영 체제 (32 비트 /64 비트 )

Windows 8. 1

Windows® 8. 1 운영 체제 (32 비트 /64 비트 )
Windows® 8. 1 Pro 운영 체제 (32 비트 /64 비트 )
Windows® 8. 1 Enterprise 운영 체제 (32 비트 /64 비트 )

Windows 10

Windows® 10 Home 운영 체제 (32 비트 /64 비트 )
Windows® 10 Pro 운영 체제 (32 비트 /64 비트 )
Windows® 10 Enterprise 운영 체제 (32 비트 /64 비트 )
Windows® 10 Education 운영 체제 (32 비트 /64 비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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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된 약어

옵션

Windows Server 2003

Windows
Windows
Windows
Windows
Windows
Windows
Windows
Windows
Windows

Server™
Server™
Server™
Server™
Server™
Server™
Server™
Server™
Server™

2003, Standard Edition
2003, Enterprise Edition
2003, Datacenter Edition
2003 R2, Standard Edition
2003 R2, Standard x64 Edition
2003 R2, Enterprise Edition
2003 R2, Enterprise x64 Edition
2003 R2, Datacenter Edition
2003 R2, Datacenter x64 Edition

Windows Server 2008

Windows Server™ 2008 Standard (32 비트 /64 비트 )
Windows Server™ 2008 Enterprise (32 비트 /64 비트 )
Windows Server™ 2008 Datacenter (32 비트 /64 비트 )

Windows Server 2008
R2

Windows Server™ 2008 R2 Standard (64 비트 )
Windows Server™ 2008 R2 Enterprise (64 비트 )

Windows Server 2012

Windows Server™ 2012 Standard (64 비트 )

Windows Server 2012
R2

Windows Server™ 2012 R2 Standard (64 비트 )

Windows Server 2016

Windows Server™ 2016 Standard (64 비트 )

Exchange

Microsoft® Exchange Server 2007
(64 비트 운영 체제에서만 지원됨 )
Microsoft® Exchange Server 2010
(64 비트 운영 체제에서만 지원됨 )
Microsoft® Exchange Server 2013
(64 비트 운영 체제에서만 지원됨 )
Microsoft® Exchange Server 2016
(64 비트 운영 체제에서만 지원됨 )

. NET Framework

Microsoft® . NET Framework

SharePoint

Microsoft® Office SharePoint® Server 2007
Microsoft® SharePoint® Server 2010
(64 바이트 운영 체제에서만 지원됨 )

Solaris 10

Solaris 10 운영 체제

Red Hat Enterprise
Linux

Red Hat® Enterprise Linux ™ 4
Red Hat® Enterprise Linux™ 5
Red Hat® Enterprise Linux™ 6
Red Hat® Enterprise Linux™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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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된 약어

옵션

SUSE Linux Enterprise
Server

SUSE™ Linux Enterprise Server 10
SUSE™ Linux Enterprise Server 11

Internet Explorer

Microsoft® Internet Explorer®
Windows® Internet Explorer®

IIS

Microsoft® Internet Information Services 6. 0
Microsoft® Internet Information Services 7. 0
Microsoft® Internet Information Services 7. 5
Microsoft® Internet Information Services 8. 0
Microsoft® Internet Information Services 8. 5
Microsoft® Internet Information Services 10. 0

SQL Server 2005
Express Edition

Microsoft® SQL Server™ 2005 Express Edition

Adobe Acrobat

Adobe® Acrobat®
Adobe® Acrobat® DC

Adobe Reader

Adobe® Reader®
Adobe® Acrobat® Reader® DC

RightFax

RightFax Business Server ( 버전 9. 3)

Kofax Communication
Server

Kofax® Communication Server

WPF

Windows Presentation Foundation

MIB

Management Information Base

N7100

FUJITSU Image Scanner N7100

N1800

ScanSnap N1800

fi-6010N

FUJITSU Image Scanner iScanner fi-6010N

스캐너

N7100

Admin Tool

Network Scanner Admin Tool

User Editor

Network Scanner User Editor

Central Admin
Console

Scanner Central Admin Console

Central Admin Server

Scanner Central Admin Server

SDK

Network Scanner Control SDK

Gmail

Gmail™ 웹 메일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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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된 약어

옵션

Yahoo! 메일

YAHOO!® 메일

AOL 메일

AOL® 메일

Windows Live Hotmail

Microsoft® Windows Live® Hotmail®

네트워크 폴더

스캔 이미지를 저장하는 파일 서버 또는 FTP 서버의 폴더

SharePoint 폴더

스캔 이미지를 저장하는 SharePoint 의 폴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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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스캐너의 특징

1. 1

스캐너의 특징
■ 스캔 데이터의 기본 용도
이 네트워크 이미지 스캐너는 쉽게 조작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세부적인 용도로 문서
를 스캔하는데 사용됩니다.
1. 스캔 데이터를 전자 메일의 첨부 파일로 보낼 수 있습니다.
2. 스캔 데이터를 Fax 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3. 스캔 데이터를 네트워크 프린터로 인쇄할 수 있습니다.
4. 스캔 데이터를 네트워크 폴더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5. 스캔 데이터를 SharePoint 폴더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1 ⮈㢰G㋕㐔
SMTPG㉐ⶸ

㢬䉤≫
2 FAXG㋕㐔

㝘⫠㫴≄
ⱬ㉐

FAXG㉐ⶸ
3 㢬㋸
ᮏ⨨
㏘㿄∼

㏘㿈G⒤㢨䉤

㇠㟝㣄
Ề䚐

㢬㋸G㉐ⶸ
LDAP ㉐ⶸ

䑀㢰G㉐ⶸ
❄⏈G
FTPG㉐ⶸ

SharePoint
㉐ⶸ
5
SharePoint
䔨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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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스캐너의 특징

■ 간편한 구성과 관리
스캐너의 터치 패널을 사용하거나 "Admin Tool" 또는 컴퓨터에 설치된 "Central Admin
Console" 을 사용하여 스캐너를 간편하게 구성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스캐너를 사용할 때, 관리자 권한을 가지는 사용자 또는 일반 사용자 권한을 가지는 사용
자로 로그인합니다.
조작 권리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1.3 사용자 유형과 조작 " (30 페이지 ) 을 참조해
주십시오.
스캐너의 구성 및 관리는 관리자가 실행해야 합니다.
Central Admin Console

䀨䘜䉤

≘䏬㠀䆠G㢬䉤䓌㢨㏘⪰G
ᷱ㡔䚌⏈G㜠⤠G㢌G
䀨䘜䉤⪰G㉘㥉䚝⏼␘U

Admin Tool
䀨䘜䉤

≘䏬㠀䆠G㢬䉤䓌㢨㏘⪰G
ᷱ㟤䚌⏈G䚐G㢌G
㏘㿄∼⪰G㉘㥉䚝⏼␘U

Central Admin Server

LCD 䉤㾌G䑜≄
䚐G㢌G㏘㿄∼⪰G
㫵㥅G㉘㥉䚝⏼␘U
G㏘㿄∼

G㏘㿄∼

G㏘㿄∼

G㏘㿄∼

z 터치 패널
스캐너의 터치 패널을 사용하여 스캐너의 설정을 직접 관리할 수 있습니다.
설정 모드
관리자는 다음과 같은 설정 모드에서 터치 패널을 조작할 수 있습니다.
z 기본 모드
컴퓨터 관련 기본 지식을 포함하는 관리자 설정 모드입니다.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스캐너 설정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z 고급 모드
컴퓨터 관련 고급 지식을 포함하는 관리자 설정 모드입니다.
기본 모드에 비교하여 보다 고급 설정으로 인증 서버, 서버 환경 및 고급 스캔
설정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설정 모드의 설정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4. 3. 1 설정 모드 구성하기 " (77 페이
지 ) 를 참조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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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스캐너의 특징
또한, 터치 패널에서 설치 마법사를 사용하여 스캐너 조작에 필요한 최소 스캐너 설정
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설치 마법사를 사용하여 설정 기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설
정 모드의 설정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4.3.2 설치 마법사로 시스템 설정 설정하
기 " (78 페이지 ) 를 참조해 주십시오.
z Admin Tool
이 애플리케이션은 각 스캐너를 연결하고 스캐너 설정을 구성합니다.
컴퓨터에 설치된 Admin Tool 를 사용하여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통해 스캐너 설정을
관리하고,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한 대의 스캐너 설정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z Central Admin Console
이 애플리케이션은 여러 대의 스캐너의 조작 설정을 구성하고 조작 상황을 감시합니
다.
컴퓨터에 설치된 Central Admin Console 을 사용하여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통해 스
캐너 설정을 관리하고,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여러 대의 스캐너 설정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 애플리케이션은 여러 대의 스캐너를 동시에 관리하는 Central Admin Server 와 연
결하여 사용합니다. 이러한 경우, Central Admin Console 을 이용하여 구성된 설정이
Central Admin Server 를 통해 스캐너에 적용됩니다.
Central Admin Console 을 사용하려면 스캐너의 전원을 켜야 합니다.
Central Admin Console 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Scanner Central Admin 유저 가
이드를 참조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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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급 보안 조치
스캐너에는 다음과 같은 보안 기능이 제공되어 있습니다.
z 로그인 인증은 사용자 접근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z 스캔 결과를 암호 보호형 PDF 파일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z 스캔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스캐너는 복수의 사용자에 의해 공유되도록 고안된 제품이기 때문에 데이터 프라이버시
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음 보안 조치들은 데이터를 부적절한 액세스로부터 보호하는데
사용됩니다.
z 암호화
스캔 데이터는 전자 메일에 의한 전송 , FAX 전송 , 인쇄 또는 폴더에 저장되는 동
안 임시적으로 스캐너에 저장됩니다.
디스크 내용이 분석될 경우 데이터는 항상 암호화 형식으로 디스크에 저장됩니다.
암호화된 데이터의 노출을 방지합니다.
z 스캔 데이터 삭제
스캔 데이터를 전자 메일로 보내거나 FAX 로 전송하거나 인쇄하거나 저장하면 임
시 데이터가 삭제됩니다.
스캔 데이터가 전자 메일, 팩스로 보내졌거나 인쇄되었는지 또는 유저 로그에 올바
르게 저장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 주십시오. 유저 로그에서 오류를 발견할 경우 스
캔을 다시 시도해 주십시오.
도중에 오류 발생으로 이 처리가 중단되어 스캔 데이터의 일부가 스캐너에 남아 있
게 되더라도 이러한 잔류 데이터는 다음 스캐너 시작시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z 완전 삭제
스캐너에서 데이터를 초기화할 때 의미 없는 랜덤 데이터가 빈 디스크 공간에 덮어
쓰기됩니다. 스캐너에서 사용자 데이터 저장소를 지우면 이전의 암호 키가 삭제되
고 새 암호 키가 생성됩니다.
이것은 비워진 디스크 공간에 남아 있는 사용자 데이터에 액세스 할 가능성을 완전
히 제거합니다.
외부 메모리 미디어의 파일 경로 및 스캐너에 의해 최소값으로 제한되는 네트워크를 통한
외부 파일 경로를 입력합니다. 바이러스로부터 스캐너를 보호하기 위한 보안 패치가 제공
됩니다. 이러한 조치로 스캐너는 바이러스 감염에 대해 보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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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각 부분의 명칭 및 기능
■ 앞면

연장대
ADF 용지 츄트
사이드 가이드
커버 해제 도구
전원 버튼
Scan 버튼
터치 패널
LCD 커버
스태커
스태커 연장대 1
스태커 연장대 2

부품 명칭

기능

연장대

스캔하는 문서의 크기에 맞추어 잡아 당기거나 조정할 수 있습
니다.

ADF 용지 츄트

스캔 대기 중인 문서를 고정합니다.

사이드 가이드

용지폭에 맞게 조정하여 스캔 페이지가 비뚤어지는 것을 막습
니다.

커버 해제 도구

잡아 당겨 LCD 커버를 엽니다.

전원 버튼

대기 모드 또는 전원이 꺼진 상태에서 스캐너의 전원을 켜거나
[ 로그인 ] 화면을 불러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 스캐너 버
튼 사용하기 " (53 페이지 ) 를 참조해 주십시오.

Scan 버튼

스캔 처리를 시작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Scan 버튼 사용
하기 " (55 페이지 ) 를 참조해 주십시오.

터치 패널

메뉴를 표시합니다. 표시된 메뉴를 터치하여 조작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 터치 패널 사용하기 " (56 페이지 ) 를 참
조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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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 명칭

기능

LCD 커버

커버 해제 도구를 앞쪽을 향하도록 당겨서 열고, LCD 커버 양
쪽을 손으로 잡고서 소모 부품을 교환하거나 스캐너 내부를 청
소합니다.

스태커

스캔 전에 당깁니다. 스캔 문서가 스태커에 배출됩니다.

스태커 연장대 1

문서 길이에 맞춰 사용자 쪽으로 올립니다.

스태커 연장대 2

문서 길이에 맞춰 사용자 쪽으로 올립니다.

■ 뒷면

환기구

보안 케이블 슬롯
전원 커넥터
LAN 커넥터
USB 커넥터

부품 명칭

기능

환기구

스캐너 내부의 가열된 공기를 외부로 배출합니다.

보안 케이블 슬롯

시중에서 판매되는 도난 방지용 보안 케이블 슬롯입니다.
다음과 같은 보안 케이블을 권장합니다.
원통형 부품 : 직경 25 mm ( 최대 ), 길이 50 mm ( 최대 )
타입 : 직각
( 직선 케이블이 사용될 경우 구부러진 부품 포함 )

전원 커넥터

전원 케이블을 스캐너에 연결합니다.

LAN 커넥터

LAN 케이블을 스캐너에 연결합니다.

USB 커넥터

USB 장치를 스캐너에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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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체 가능한 부품
브레이크 롤러

피크 롤러

부품 명칭

기능

피크 롤러

문서를 ADF 용지 츄트에서 스태커로 이동하도록 도와줍니
다.

브레이크 롤러

ADF 용지 츄트에 올려진 문서를 각 시트로 분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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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

사용자 유형과 조작
스캐너를 사용할 때, 다음과 같은 조작 권한을 가지는 사용자로 로그인합니다.
z 일반 사용자 권한
일반 사용자 계정으로 로그인 할 경우의 조작 권한입니다.
일반 사용자 권한을 가지는 계정의 경우 LDAP 계정, 로컬 계정 및 기본 계정
(Guest 계정 ) 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권한으로 스캐너에 로그인할 경우, 스캐너의 " 일반 사용자 " 가 됩니다.
일반 사용자는 문서를 스캔한 다음 결과 데이터를 전송하거나, 인쇄하거나, 저장
할 수있습니다.
z 관리자 권한
관리자 계정으로 로그인 할 경우의 조작 권한입니다.
일반 사용자 권한을 가지는 계정의 경우 LDAP 계정, 로컬 계정 및 기본 계정
(Guest 계정 ) 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권한으로 스캐너에 로그인할 경우, 스캐너의 " 관리자 " 가 됩니다.
관리자는 스캐너를 설정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가 문서를 스캔할 수 없습니다. ( 관리자는 스캔 테스트만 실행할 수 있습니
다. )
힌트
User Editor 에서 로컬 계정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 부록 F User Editor 편
집하기 " (429 페이지 ) 를 참조해 주십시오.

스캐너에 로그인 하는 방법은 사용자 타입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로그인 방법
조작 권한
터치 패널

Admin Tool

Central Admin
Console

일반 사용자 권한

예

—

—

관리자 권한

예

예

예

예 : 이용 가능

—: 이용 불가능

다음 표의 조작 목록은 관리자 및 일반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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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 1 관리자 권한에서의 조작
터치 패널

Central
Admin
Console

마법사

기본 모
드

고급 모드

Admin
Tool

모드 선택 (77 페이지 )

—

예

예

—

—

설치 마법사 (78 페이지 )

—

예

예

—

—

스캐너 정보 불러오기 (*1)

—

—

—

—

예

스캐너 이름 (80 페이지 )

예

예

예

예

—

언어 선택 (82 페이지 )

—

예

예

예

—

지역 / 시간대 (83 페이지 )

예

예

예

예

예

날짜 / 시간 (84 페이지 )

예

예

예

예

예 (*2)

키보드 설정 (85 페이지 )

—

예

예

예

예

인증서 관리 (86 페이지 )

—

—

예 (*3)

예

예

멀티피드 검출설정 (88 페이지 )

—

—

예

예

예

스캐너 조절 (90 페이지 )

—

—

예

예

—

스캐너 일반 설정 (91 페이지 )

—

—

예

예

예

로그인 설정 (92 페이지 )

예

—

예

예

예

로그인 설정 세부 사항
(95 페이지 )

예

—

예

예

예

대기 모드 (97 페이지 )

—

—

예

예

예

관리자 암호 (99 페이지 )

예

예

예

예

—

LAN Manager 인증 수준
(100 페이지 )

—

—

예

예

예

항목

Admin 메뉴

로컬 설정

스캐너 설정

로그인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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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치 패널
항목
마법사

기본 모
드

고급 모드

Admin
Tool

Central
Admin
Console

네트워크 설정 (IPv6 기능이 무효일 경우 )
IP 주소 (101 페이지 )

예

예

예

예

—

DNS 서버 (103 페이지 )

예

예

예

예

예

WINS 서버 (104 페이지 )

—

예

예

예

예

NTP 서버 (105 페이지 )

—

—

예

예

예 (*4)

프록시 서버 (106 페이지 )

—

—

예

예

예

SNMP 설정 (107 페이지 )

—

—

예

예

예

네트워크 고급 설정 (108 페이지 )

—

—

예

예

—

네트워크 설정 (IPv6 기능이 유효일 경우 ) (*5)
IPv4 주소 (458 페이지 )

예

예

예

예

—

IPv6 주소 (459 페이지 )

예

예

예

예

—

DNS 서버 (IPv4) (461 페이지 )

예

예

예

예

예

DNS 서버 (IPv6) (462 페이지 )

예

예

예

예

예

WINS 서버 (104 페이지 )

—

예

예

예

예

NTP 서버 (105 페이지 )

—

—

예

예

예 (*4)

프록시 서버 (106 페이지 )

—

—

예

예

예

SNMP 설정 (107 페이지 )

—

—

예

예

예

네트워크 고급 설정 (108 페이지 )

—

—

예

예

—

Ping (109 페이지 )

—

예

예

예

—

네트워크 상태 (110 페이지 ) (463
페이지 )

—

예

예

예

—

관리자 연결 (111 페이지 )

—

예

예

예

예 (*6)

Scanner Central Admin Server
(112 페이지 )

예

예

예

예

예 (*7)

Scanner Central Admin Server 세
부 사항 (114 페이지 )

예

예

예

예

예 (*7)

네트워크 상태 확인

네트워크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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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치 패널

Central
Admin
Console

마법사

기본 모
드

고급 모드

Admin
Tool

로그인 LDAP 서버 (115 페이지 )

—

—

예

예

예

전자 메일 LDAP 서버
(122 페이지 )

—

—

예

예

예

스키마 (123 페이지 )

—

—

예

예

예

LDAP 검색 조건 (124 페이지 )

—

—

예

예

예

SMTP 서버 (126 페이지 )

—

예

예

예

예

SMTP 서버 확장 (127 페이지 )

—

예

예

예

예

메일 송신 (128 페이지 )

—

—

예

예

예

파일명 ( 전자 메일 ) (129 페이지 )

—

—

예

예

예

—

예

예

예

예

네트워크 폴더 (131 페이지 )

—

예

예

예

예 (*8)

FTP 서버 폴더 (137 페이지 )

—

예

예

예

예 (*8)

파일명 ( 저장 ) (145 페이지 )

—

—

예

예

예

SharePoint 폴더 (141 페이지 )

—

예

예

예

예 (*8)

파일명 ( 저장 ) (145 페이지 )

—

—

예

예

예

—

예

예

예

예 (*8)

시스템 상태 (160 페이지 )

—

예

예

예

예 (*9)

소모품 상태 (161 페이지 )

—

예

예

예

—

설치 옵션 (162 페이지 )

—

—

예

예

예 (*9)

유저 로그 (163 페이지 )

—

예

예

예

—

시스템 로그 (165 페이지 )

—

예

예

예

—

유저 정보 저장소 (167 페이지 )

—

—

예 (*10)

예

—

시스템 설정 파일 (171 페이지 )

—

—

예 (*10)

예

—

항목

인증 서버

메일

FAX
FAX 서버 (130 페이지 )
저장

SharePoint 폴더

인쇄
네트워크 프린터 (147 페이지 )
상태 정보

데이터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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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치 패널

Central
Admin
Console

마법사

기본 모
드

고급 모드

Admin
Tool

시스템 업데이트 (175 페이지 )
(177 페이지 )

—

—

예 (*11)

예

예 (*12)

Add-in 소프트웨어 (179 페이지 )

—

—

예 (*11)

예

예
(*12)(*13)

기술 지원 (182 페이지 ) (183 페
이지 )

—

—

예 (*11)

예

—

오류 통지 (184 페이지 )

—

—

예

예

예

화면 교정 (364 페이지 )

—

예

예

—

—

스캔 테스트 (361 페이지 )

—

예

예

—

—

작업 설정 (192 페이지 )

—

—

—

예

예

작업 메뉴 설정 (202 페이지 )

—

—

—

예

예

작업 그룹 설정 (207 페이지 )

—

—

—

예

예

항목

유지 관리

장치 테스트

작업 메뉴 설정

예 : 이용 가능

—: 이용 불가능

(*1):

조작에 관해서는 Scanner Central Admin 유저 가이드를 참조해 주십시오.

(*2):

[ 날짜 / 시간 ] 입력 필드 및 [ 현재 시간으로 설정 ] 버튼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인증서는 가져올 수 없습니다.

(*4):

동기화가 불가능합니다.

(*5):

[ 네트워크 설정 ] 아래의 [ 네트워크 고급 설정 ] 이 선택된 경우에 표시된 화면
에서 [IPv6 기능 ] 을 [ 유효 ] 로 설정하면, 화면에 표시되는 메뉴가 IPv6 기능을
지원하는 메뉴로 전환됩니다.

(*6):

SSL 인증서의 내용은 표시되지 않습니다.

(*7):

[ 주소 ] 및 [ 포트 번호 ] 는 설정할 수 없습니다.

(*8):

Central Admin Server 로부터 접속할 수 있는 프린터, 폴더와 SharePoint 폴더
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9):

Central Admin Console [ 스캐너 세부 사항 ] 화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Central Admin Console 의 [ 시스템 환경 설정 ] 화면에서 [ 시스템 환경 설정
편집 ] 버튼을 눌러 표시되는 스캐너 설정 편집 화면에서는 볼 수 없습니다.

(*10): 터치 패널 사용 시 다음 조작만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유저 데이터 저장소 지우기, 시스템 설정 재설정 및 완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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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터치 패널 사용 시 다음 조작을 실행할 수 없습니다.
업데이트, add-in 설치 / 제거 및 기술 지원 정보 취득
(*12): Central Admin Console 의 [ 스캐너 Admin 조작 ] 화면에서 조작할 수 있습니
다.
Central Admin Console 의 [ 시스템 환경 설정 ] 화면에서 [ 시스템 환경 설정
편집 ] 버튼을 눌러 표시되는 스캐너 설정 편집 화면에서는 조작할 수 없습니다.
(*13): Central Admin Console 의 경우 화면상 키보드 표시 여부 선택은 불가능합니다.

1. 3. 2 일반 사용자 권한
터치 패널

Admin Tool

Central Admin
Console

메일 (230 페이지 )

예

—

—

FAX (244 페이지 )

예

—

—

인쇄 (252 페이지 )

예

—

—

저장 (262 페이지 )

예

—

—

Scan to SharePoint
(265 페이지 )

예

—

—

스캔 설정 (271 페이지 )

예

—

—

스캔 보기 (311 페이지 )

예

—

—

메일 주소 편집 (241 페이지 )

예

—

—

FAX 번호 편집 (250 페이지 )

예

—

—

롤러 클리닝 (344 페이지 )

예

—

—

스캔 테스트 (361 페이지 )

예

—

—

관리자 로그인 (72 페이지 )

예

—

—

암호 변경 (339 페이지 )

예

—

—

소모품 상태 (352 페이지 )

예

—

—

송신 상태 (324 페이지 )

예

—

—

작업 (329 페이지 )

예

—

—

항목

유지 관리

예 : 이용 가능

—: 이용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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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

요구되는 스캐너 기능 설정 ( 관리자 )
일반 사용자가 사용하는 스캐너의 기능에 따라서 요구되는 스캐너 설정이 다릅니다.
관리자에 의해 지정된 설정에 따라서 일반 사용자의 [ 메인 메뉴 ] 화면에 기능 버튼이 표
시됩니다.
관리자에 의해 시정된 설정에 따라서 버튼이 표시됩니다.

다음은 각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설정을 표시합니다.

메일

FAX

인쇄

저장

Scan to
SharePoint

모드 선택 (77 페이지 )

A

A

A

A

A

설치 마법사 (78 페이지 )

—

—

—

—

—

항목
Admin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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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일

FAX

인쇄

저장

Scan to
SharePoint

스캐너 정보 불러오기 (*1)

—

—

—

—

—

스캐너명 (80 페이지 )

N

N

N

N

N

언어 선택 (82 페이지 )

—

—

—

—

—

지역 / 시간대 (83 페이지 )

A

A

A

A

A

날짜 / 시간 (84 페이지 )

A

A

A

A

A

키보드 설정 (85 페이지 )

N

N

N

N

N

인증서 관리 (86 페이지 )

—

—

—

—

—

멀티피드 검출설정
(88 페이지 )

—

—

—

—

—

스캐너 조절 (90 페이지 )

—

—

—

—

—

스캐너 일반 설정 (91 페이지 )

—

—

—

—

—

로그인 설정 (92 페이지 )

—

—

—

—

—

로그인 설정 세부 사항
(95 페이지 )

—

—

—

—

—

대기 모드 (97 페이지 )

—

—

—

—

—

관리자 암호 (99 페이지 )

A

A

A

A

A

LAN Manager 인증 수준
(100 페이지 )

—

—

—

—

—

항목
로컬 설정

스캐너 설정

로그인 설정

네트워크 설정 (IPv6 기능이 무효일 경우 )
IP 주소 (101 페이지 )

N

N

N

N

N

DNS 서버 (103 페이지 )

A

A

A

A

A

WINS 서버 (104 페이지 )

A

A

A

A

A

NTP 서버 (105 페이지 )

A

A

A

A

A

프록시 서버 (106 페이지 )

—

—

—

A

A

SNMP 설정 (107 페이지 )

—

—

—

—

—

네트워크 고급 설정 (108 페이
지)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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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메일

FAX

인쇄

저장

Scan to
SharePoint

네트워크 설정 (IPv6 기능이 유효일 경우 ) (*2)
IPv4 주소 (458 페이지 )

N (*3)

N (*3)

N (*3)

N (*3)

N (*3)

IPv6 주소 (459 페이지 )

N (*3)

N (*3)

N (*3)

N (*3)

N (*3)

DNS 서버 (IPv4) (461 페이지 )

A

A

A

A

A

DNS 서버 (IPv6) (462 페이지 )

A

A

A

A

A

WINS 서버 (104 페이지 )

A

A

A

A

A

NTP 서버 (105 페이지 )

A

A

A

A

A

프록시 서버 (106 페이지 )

—

—

—

A

A

SNMP 설정 (107 페이지 )

—

—

—

—

—

네트워크 고급 설정 (108 페이
지)

—

—

—

—

—

Ping (109 페이지 )

—

—

—

—

—

네트워크 상태 (110 페이지 )
(463 페이지 )

—

—

—

—

—

관리자 연결 (111 페이지 )

—

—

—

—

—

Scanner Central Admin Server
(112 페이지 )

—

—

—

—

—

Scanner Central Admin Server
세부 사항 (114 페이지 )

—

—

—

—

—

A (*4)

A (*4)

A (*4)

A (*4)

A (*4)

전자 메일 LDAP 서버
(122 페이지 )

—

—

—

—

—

스키마 (123 페이지 )

—

—

—

—

—

LDAP 검색 조건 (124 페이지 )

—

—

—

—

—

네트워크 상태 확인

네트워크 관리자

인증 서버
로그인 LDAP 서버
(115 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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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일

FAX

인쇄

저장

Scan to
SharePoint

SMTP 서버 (126 페이지 )

N

N

—

—

—

SMTP 서버 확장 (127 페이지 )

A

—

—

—

—

전자 메일 보내기 (128 페이지 )

A

—

—

—

—

파일명 ( 전자 메일 )
(129 페이지 )

A

—

—

—

—

—

N

—

—

—

네트워크 폴더 (131 페이지 )

—

—

—

N

—

FTP 서버 폴더 (137 페이지 )

—

—

—

N

—

파일명 ( 저장 ) (145 페이지 )

—

—

—

A

—

SharePoint 폴더 (141 페이지 )

—

—

—

—

N

파일명 ( 저장 ) (145 페이지 )

—

—

—

—

A

—

—

N

—

—

시스템 상태 (160 페이지 )

—

—

—

—

—

소모품 상태 (161 페이지 )

—

—

—

—

—

설치 옵션 (162 페이지 )

—

—

—

—

—

유저 로그 (163 페이지 )

—

—

—

—

—

시스템 로그 (165 페이지 )

—

—

—

—

—

유저 정보 저장소 (167 페이지 )

—

—

—

—

—

시스템 설정 파일 (171 페이지 )

—

—

—

—

—

항목
메일

FAX
FAX 서버 (130 페이지 )
저장

SharePoint 폴더

인쇄
네트워크 프린터 (147 페이지 )
상태 정보

데이터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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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메일

FAX

인쇄

저장

Scan to
SharePoint

시스템 업데이트
(175 페이지 ) (177 페이지 )

—

—

—

—

—

Add-in 소프트웨어
(179 페이지 )

—

—

—

—

—

기술 지원
(182 페이지 ) (183 페이지 )

—

—

—

—

—

오류 통지 (184 페이지 )

—

—

—

—

—

화면 교정 (364 페이지 )

—

—

—

—

—

스캔 테스트 (361 페이지 )

—

—

—

—

—

작업 설정 (192 페이지 )

A

A

A

A

A

작업 메뉴 설정 (202 페이지 )

A

A

A

A

A

작업 그룹 설정 (207 페이지 )

A

A

A

A

A

유지 관리

장치 테스트

작업 메뉴 설정

N: 필수 A: 권장

—: 요구되지 않음

(*1):

조작에 관해서는 Scanner Central Admin 유저 가이드를 참조해 주십시오.

(*2):

[ 네트워크 설정 ] 아래의 [ 네트워크 고급 설정 ] 이 선택된 경우에 표시된 화면
에서 [IPv6 기능 ] 을 [ 유효 ] 로 설정하면, 화면에 표시되는 메뉴가 IPv6 기능을
지원하는 메뉴로 전환됩니다.

(*3):

IPv4 주소, IPv6 주소 또는 둘 다 설정합니다.

(*4):

LDAP 서버와의 연동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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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

시스템 요구 사항

1. 5. 1 Admin Tool 및 User Editor 의 시스템 요구 사항
Admin Tool 및 User Editor 를 사용하려면 다음 요구사항이 적용됩니다.

소프트웨어 ( 한국어 버전 )
z 운영 체제
z Windows Vista ( 서비스 팩 2 이상 )
z Windows 7 ( 서비스 팩 1 이상 )
z Windows 8
z Windows 8. 1
z Windows 10
z Windows Server 2003 ( 서비스 팩 2 이상 ) (User Editor 로만 지원됨 )
z Windows Server 2008 ( 서비스 팩 2 이상 )
z Windows Server 2008 R2 ( 서비스 팩 1 이상 )
z Windows Server 2012
z Windows Server 2012 R2
z Windows Server 2016
z . NET Framework
z Admin Tool
. NET Framework 4. 5
. NET Framework 4. 6
z User Editor
운영 체제에 따라 사용되는 . NET Framework 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운영 체제

. NET Framework (*1)

Windows
Windows
Windows
Windows
Windows

Vista
7
Server 2003
Server 2008
Server 2008 R2

. NET Framework 2. 0 ( 서비스 팩 2 이상 )
. NET Framework 3. 0 ( 서비스 팩 2 이상 )
. NET Framework 3. 5 ( 서비스 팩 1 이상 )

Windows
Windows
Windows
Windows

8
8. 1
Server 2012
Server 2012 R2

. NET Framework 4. 5

Windows 10
Windows Server 2016

. NET Framework 4. 6

z 웹 브라우저
z Internet Explorer 7. 0 이상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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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NET Framework 가 설치되어 있지 않을 경우, 관리자에게 알림이 표시됩니
다. Microsoft 웹 사이트에서 .NET Framework 를 다운로드하여, 컴퓨터에
설치해 주십시오.
.NET Framework 를 설치할 때 충분한 디스크 용량이 있는지 확인해 주십시
오. .NET Framework 2.0 에는 최소한 500 MB, .NET Framework 4.5 에는
최소 2 GB 의 사용 가능한 디스크 공간이 필요합니다.

(*2):

Admin Tool의 경우 최신 보안 패치가 적용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최신 보안
패치가 적용되지 않은 경우, 다운로드 조작 ( 수동 다운로드 등 ) 이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Internet Explorer 의 [ 인터넷 옵션 ] 의
[ 고급 ] 의 [ 암호화된 페이지를 디스크에 저장 안 함 ] 확인란을 해제하고
다시 시도해 주십시오.
웹 브라우저가 Internet Explorer 10 이상인 경우에는 호환성 보기에서 지정
된 URL 이 표시되도록 [ 호환성 보기 설정 ] 을 구성해 주십시오.

주의
Admin Tool 및 User Editor 가 설치된 컴퓨터의 언어 설정과 스캐너의 언어 설정이 같은지 확인
해 주십시오.

하드웨어
z 지원하는 소프트웨어를 실행하고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컴퓨터
32 MB 의 여유 메모리 공간
64 MB 의 여유 디스크 공간
z XGA 이상의 모니터
z LAN 케이블
z 포인팅 디바이스 ( 마우스와 같은 입력 장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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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 2 관련 서버의 요구 사항
스캐너와 연동할 수 있는 서버의 경우 다음과 같은 요구 사항이 적용됩니다.
지원하는 각 운영 체제의 버전에 대해서는 " 본 매뉴얼에서 사용되는 약어 " (18 페이지 )
를 참조해 주십시오.

서버

운영 체제
Server
Server
Server
Server
Server
Server

인증

LDAP 서버 (Active
Directory)

Windows
Windows
Windows
Windows
Windows
Windows

LDAP 서버
(OpenLDAP)

OpenSolaris
Solaris10
Red Hat Enterprise Linux
SUSE Linux Enterprise Server

SMTP 서버
(SMTP,
Exchange)

Windows
Windows
Windows
Windows
Windows
Windows

Server
Server
Server
Server
Server
Server

2003
2008
2008 R2
2012
2012 R2
2016

전자 메일 (SMTP 서버 )

파일 서버 ( 네트워
크 폴더 )

Windows
Windows
Windows
Windows
Windows
Windows

Server
Server
Server
Server
Server
Server

2003
2008
2008 R2
2012
2012 R2
2016

저장 ( 네트워크 폴더 )

파일 서버
(Samba)

OpenSolaris
Solaris10
Red Hat Enterprise Linux
SUSE Linux Enterprise Server

FTP 서버

Windows
Windows
Windows
Windows
Windows
Windows

Server
Server
Server
Server
Server
Server

2003
2008
2008 R2
2012
2012 R2
2016

기능

2003
2008
2008 R2
2012
2012 R2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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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

운영 체제

기능

SharePoint 서버

Windows Server 2003
Windows Server 2008
Windows Server 2008 R2

저장 (SharePoint 폴더 )

프린트 서버

Windows
Windows
Windows
Windows
Windows
Windows

인쇄 ( 네트워크 프린터 ) (*1)

FAX 서버

Windows Server 2003
Windows Server 2008
Windows Server 2008 R2
Open Text RightFax
Kofax Communication Server
Internet FAX

Fax (Fax 서버 )

DNS 서버

Windows
Windows
Windows
Windows
Windows
Windows

Server
Server
Server
Server
Server
Server

2003
2008
2008 R2
2012
2012 R2
2016

DNS
DNSv6 (*2)

WINS 서버

Windows
Windows
Windows
Windows
Windows
Windows

Server
Server
Server
Server
Server
Server

2003
2008
2008 R2
2012
2012 R2
2016

WINS

DHCP 서버

Windows
Windows
Windows
Windows
Windows
Windows

Server
Server
Server
Server
Server
Server

2003
2008
2008 R2
2012
2012 R2
2016

DHCP
DHCPv6 (*2)

NTP 서버

Windows Server 2003
Windows Server 2008
Windows Server 2008 R2
Windows Server 2012
Windows Server 2012 R2
Windows Server 2016
Red Hat Enterprise Linux

Server
Server
Server
Server
Server
Server

2003
2008
2008 R2
2012
2012 R2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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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
SNMP 서버

운영 체제
Windows
Windows
Windows
Windows
Windows
Windows

Server
Server
Server
Server
Server
Server

2003
2008
2008 R2
2012
2012 R2
2016

기능
SNMP

(*1): 네트워크 프린터를 사용하려면, Windows 8 호환 프린터 드라이버를 설치해야
합니다.
(*2): Windows Server 2003 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LDAP 서버
LDAP (Lightweight Directory Access Protocol) 는 TCP/IP 네트워크를 통해 디렉터리 데
이터베이스에 접속하기 위한 프로토콜입니다. 이 프로토콜은 네트워크에 연결된 사용자
의 전자 메일 주소와 운영 환경을 관리합니다.
암호화 (SSL) 를 사용하여 연결할 경우에는 "LDAPS 서버 " 라고 합니다.
LDAP 서버는 다음 작업을 수행하는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z 다양한 로그인 시 사용자 인증
z 주소록에서 전자 메일 주소 찾기 또는 입력하기

SMTP 서버
SMTP
SMTP
z
z

(Simple Mail Transfer Protocol) 는 전자 메일을 보내기 위한 프로토콜입니다.
서버는 다음 작업을 수행하는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스캔 데이터를 전자 메일로 보내기
스캔 데이터를 FAX 로 전송하기

파일 서버
파일 서버는 서버의 디스크를 네트워크의 다른 컴퓨터들과 공유하며, 외부 컴퓨터에서 해
당 디스크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파일 서버를 사용하면 스캔 데이터를 네트워크 폴더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FTP 서버
FTP (File Transfer Protocol) 표준 네트워크 프로토콜로 TCP/IP 의 네트워크를 통해 호스
트 간에 파일을 복사할 때 사용됩니다.
SSL 암호화를 사용하여 연결하는 FTP 서버를 "FTPS 서버 " 라고 합니다.
이 FTP 서버를 사용하면 스캔 데이터를 FTP 서버 폴더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SharePoint 서버
SharePoint 는 Microsoft 가 제공하는 웹 브라우저 기반의 문서 관리 플랫폼의 일괄명입
니다.
SharePoint 서버를 사용하여 스캔 이미지를 SharePoint 폴더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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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린트 서버
프린트 서버는 컴퓨터 또는 장치로 여러 대의 클라이언트 컴퓨터가 네트워크에서 프린터
를 사용할 때 사용됩니다. 네트워크 상에서 클라이언트 컴퓨터로부터 인쇄 작업을 수신하
여 프린터 서버에 연결된 프린터로 전달됩니다.
주의
z Windows 8 호환 프린터 드라이버 (32 비트 ) 를 등록해야 합니다.
z 프린터는 인쇄 작업을 하드 디스크에 또는 메모리에 스풀링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프린터에
스풀 기능이 있는지 없는지 모를 경우에는 프린터 대리점에 문의하십시오.
z 인쇄 오류 상태를 쉽게 점검할 수 있는 (LCD 제어판, 또는 기타 ) 프린터를 권장합니다.

FAX 서버
FAX 서버는 팩스 모뎀 또는 전화선이 연결된 전용 팩스 보드가 장착되어 있는 컴퓨터입
니다. FAX 를 전송하는 데 사용합니다.
이 스캐너는 다음 FAX 서버를 지원합니다.
z RightFax
z StoneFax (Kofax Communication Server)
z Internet FAX
이 FAX 서버는 스캔 데이터를 FAX 로 전송하는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DNS 서버
DNS 서버의 기능은 호스트명 및 FQDN 명을 대응되는 숫자로 된 IP 주소로 변환
(resolution) 하는 것입니다.

WINS 서버
WINS 서버는 WINS 클라이언트들이 전송하는 이름 등록 요청을 처리하고, 서버 데이터베
이스를 이용하여 이름 및 IP 주소를 등록합니다. WINS 서버는 클라이언트에 의한
NetBIOS 이름 쿼리 요청에 응답하며 쿼리된 이름이 서버 데이터베이스에 있을 경우 쿼리
된 이름의 IP 주소로 회신합니다.
또한 DNS 이름 확인이 실패할 경우, 쿼리는 WINS 서버로 전송됩니다.

DHCP 서버
DHCP (Dynamic Host Configuration Protocol) 는 IP 네트워크에서 사용되는 자동 구성
프로토콜입니다. 스캐너 뿐만 아니라 컴퓨터의 IP 주소가 자동으로 할당되기 때문에
DHCP 서버를 사용할 경우 네트워크 관리자 간섭이 필요하기 않습니다.

NTP 서버
NTP (Network Time Protocol) 는 네트워크에서 컴퓨터의 시간을 올바른 시간으로 동기
화하는 프로토콜입니다.
클라이언트가 네트워크를 통해 시간 질의를 할 때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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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MP 서버
SNMP (Simple Network Management Protocol) 는 네크워크를 관리하는 프로토콜입니
다.
본 스캐너는 SNMP v1 의 SNMP 버전만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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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 3 포트 번호 목록
기능
Admin Tool 연결

Central Admin
Server 연결

송신 / 수신

포트 번호

Admin Tool  스캐너

프로토콜
번호

80 (HTTP) (*)

6 (TCP)

443 (HTTPS) (*)

6 (TCP)

Central Admin Server 

80 (HTTP) (*)

6 (TCP)

스캐너

443 (HTTPS) (*)

6 (TCP)

스캐너  Central Admin

20444 (HTTP/HTTPS) (*)

6 (TCP)

Server
DHCP
( 주소 자동 구성 )

스캐너  DHCP 서버

67 (DHCP)

17 (UDP)

DNS
( 도메인명 시스템 )

스캐너  DNS 서버

53 (DNS)

17 (UDP/
TCP)

WINS (WINS 서버 )

스캐너  WINS 서버

1512 (WINS)

17 (UDP)

NTP ( 동기화 )

스캐너  NTP 서버

123 (SNTP)

17 (UDP)

프록시 연결

스캐너  프록시 서버

Free

6 (TCP)

SNMP

SNMP 클라이언트  스

161 (SNMP)

17 (UDP)

162 (SNMP)

17 (UDP)

389 (LDAP) (*)

6 (TCP)

636 (LDAPS) (*)

6 (TCP)

3268 (Active Directory Global
Catalog) (*)

6 (TCP)

3269 (Active Directory Global
Catalog over SSL) (*)

6 (TCP)

25 (SMTP) (*)

6 (TCP)

465 (SMTP over SSL) (*)

6 (TCP)

587 (SMTP over STARTTLS)
(*)

6 (TCP)

캐너
스캐너  SNMP 클라이
언트
LDAP 검색
( 인증 /
메일 주소 검색 )

전자 메일 보내기

스캐너  LDAP 서버

스캐너  SMTP 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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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FAX 보내기

송신 / 수신

포트 번호

스캐너  SMTP 서버

프로토콜
번호

25 (SMTP) (*)

6 (TCP)

465 (SMTP over SSL) (*)

6 (TCP)

587 (SMTP over STARTTLS)
(*)

6 (TCP)

스캐너  프린트 서버

137, 138, 139, 445 (SMB)

6 (TCP)
17 (UDP)

스캐너  네트워크 프린

6 (TCP)

터

9100 ( 표준 TCP/IP 포트 모니
터)

Scan to
SharePoint

스캐너  SharePoint 서

80 (HTTP) (*)

6 (TCP)

버

443 (HTTPS) (*)

6 (TCP)

FTP 에 저장

스캐너  FTPS 서버

20, 21 (FTP) (*)

6 (TCP)

스캐너  FTPS 서버

989, 990 (FTPS) (*)

6 (TCP)

폴더에 저장하기

스캐너  파일 서버

137, 138, 139, 445 (SMB)

6 (TCP)
17 (UDP)

Ping

스캐너  또 다른 컴퓨터

없음

1 (ICMP)

80 (HTTP) (*)

6 (TCP)

443 (HTTPS) (*)

6 (TCP)

인쇄

또는 서버
User Editor 연결

(*):

User Editor 스캐너

포트 번호 변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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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 전원 켜기 / 끄기

2. 1

전원 켜기 / 끄기

2. 1. 1 전원 켜기
스캐너가 켜져 있을때 흔들거나 이동시키지 마십시오.
스캐너의 부품에 손상이 가거나 데이터를 손실할 수 있습니다.

1. 전원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전원 버튼

 스캐너가 시작한 뒤, [ 로그인 ] 화면이 표시됩니다.
설정에 따라 설치 마법사가 표시될 수 있습니다.
주의
전원을 끈 다음 전원 을 다시 켜기 전까지 최소 10 초간 기다려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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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 2 전원 끄기
1. [ 로그인 ] 화면에서 [ 전원 끄기 ] 버튼을 누릅니다.
주의
스캐너를 끄기 위해서는 [ 전원 끄기 ]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전원 버튼을 4 초 이상 눌러 스캐너의 전원을 강제로 끄지 말아 주십시오.
스캐너 오작동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확인 화면이 표시됩니다.

2. [OK] 버튼을 누릅니다.
 스캐너 전원이 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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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스캐너 버튼 사용하기
■ 스캐너 버튼 사용하기
스캐너가 꺼져 있거나 대기 모드에 있을 때, 전원 버튼을 누르면 스캐너가 시작되고 [ 로
그인 ] 화면이 표시됩니다.
스캐너가 켜져 있는 경우 전원 버튼을 누르면 메시지를 표시합니다.

㦹⨀
ↈ
⌸⪸
㦤㣅G㩅
䁐㬄
⦐Ἤ㢬G䞈⮨
⦐Ἤ㢬
㦤㣅G䞈⮨

⌸⪸

⮈㐐㫴

(*2)

㉘㥉Gὤᴸ┍㙼G
㦤㣅䚌㫴G㙾㢀

⌸⪸
(*1)

ὤ
ᾐⵉ㢸 (*3)
㉘㥉Gὤᴸ┍㙼G
㦤㣅䚌㫴G㙾㢀

(*1):

다음 조작으로 대기 모드에서 스캐너를 시작합니다.
z 터치 패널 터치
장치에 따라 외부 키보다와 같은 휴먼 인터페이스 장치가 USB 를 통해 스캐너에
연결되어 있을 경우 어떤 키를 조작해도 스캐너가 시작됩니다.
다시 시작한 다음 표시되는 화면은 자동 설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z 자동 로그인이 유효하면, 조작 화면이 표시됩니다.
z 자동 로그인이 무효하면, [ 로그인 ] 화면이 표시됩니다.

(*2):

z [ 전원 끄기 ] 버튼이 화면에 표시되는 동안 스캐너 전원 버튼을 누르면 " 전원
버튼을 해제하고 스캐너의 전원 끄기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 메시지가 표시됩
니다.
z [전원 끄기] 버튼이 화면에 표시되는 않는 동안 스캐너 전원 버튼을 누르면
" 전원 버튼 해제하여 주십시오. 스캐너 시스템이 실행 중이므로 전원을 끌
수 없습니다. "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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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리자 화면에서 [ 대기 모드 ] 에 [ 디스플레이만 끄기 ] 가 설정되어 있을 경우
디스플레이의 전원만 꺼집니다. 전원 버튼은 켜진 상태로 유지됩니다.

주의
z 스캐너가 시작 중이거나 대기 모드에 있을 때는 스캐너가 강제 종료될 수 있으므로 전원 버
튼을 4 초 이상 누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경우, 저장된 스캔 데이
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전원 버튼을 4 초 이상 눌러 스캐너가 꺼진 경우 AC 케이블을 제거하여 전원을 완전히 끕니
다.
z 전원을 끈 다음 전원 을 다시 켜기 전까지 최소 10 초간 기다려 주십시오. 스캐너를 올바르게
종료하려면 화면에서 [ 전원 끄기 ] 버튼을 누릅니다.
힌트
z 스캐너를 [전원 끄기 시간]에 설정된 시간까지 대기 모드 상태로 오랜 시간 방치하면 스캐너
의 전원이 자동으로 꺼집니다. 이것이 발생하면 스캐너를 다시 켤 때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
습니다.
z 대기 모드에 들어가기는 시간 및 스캐너의 전원을 끄는 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
세한 내용은, "4. 6. 3 대기 모드 설정하기 " (97 페이지 ) 를 참조해 주십시오.
z [로그인] 화면을 표시하지 않고 자동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자동 로그인에 대한 자세한 내용
은 "4. 6. 1 로그인 설정 설정하기 " (92 페이지 ) 를 참조해 주십시오.
z 자동 로그인이 설정되면 메일 메뉴 또는 작업 메뉴가 표시될 때 Admin Tool 을 통한 로그인
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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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an 버튼 사용하기
터치 패널의

버튼이 표시되면, Scan 버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 일반 사용자 화면의 오른쪽 아래에 표시됩니다.
버튼이 표시되면, Scan 버튼을 눌러 스캔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Scan 버튼

버튼은 다음과 같습니다.
z [ 스캔 ]
z [ 스캔 & 전송 ]
z [ 스캔 & 인쇄 ]
z [ 스캔 & 저장 ]
z [ 추가 스캔 ]
터치 패널에서 이 버튼 중 어느 하나를 눌러 스캔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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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터치 패널 사용하기
터치 패널을 사용할 때에는, 버튼을 살짝 눌러 선택하면 됩니다.
터치 패널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해 주십시오.
z "4. 1. 1 관리자가 터치 패널을 사용하여 조작하는 경우 " (69 페이지 )
z "5. 2 터치 패널 화면 사용하기 : 일반 사용자 " (224 페이지 )
주의
z 터치 패널에 펜 또는 그 외의 딱딱한 물체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터치 패널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z 화면이 지저분하면, 터치 패널이 오작동할 수도 있습니다. 화면이 지저분할 경우 화면을 청
소합니다.
청소 실행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 터치 패널 청소하기 " (343 페이지 ) 를 참조해 주십
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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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4

화면상 키보드 사용하기
터치 패널에서 화면상 키보드를 사용하여 윈도우의 입력 필드에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습
니다.
화면상 키보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화면상 키보드 표시하기 / 숨기기
화면상 키보드를 표시하거나 / 숨기려면, 터치 패널에서 다음과 같은 버튼을 눌러 주십시
오.

버튼

설명
본 버튼은 항목의 입력 필드가 선택되어 있고 화면상 키보드가 표시되
어 있을 경우 표시됩니다.
화면상 키보드가 표시되고 문자열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입력 필드가 선택되어 있지 않을 경우 이 버튼이 표시됩니다.
이 상태에서는, 키보드는 표시되지 않습니다.

[ 로그인 ] 화면에 화면상 키보드가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힌트
z [ 키보드 설정 ] 화면을 사용하여 화면상 키보드가 표시되지 않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4. 4. 5 키보드 설정하기 " (85 페이지 ) 를 참조해 주십시오.
z Add-in 에서 [Add-in 소프트웨어 ] 화면을 사용하여 Add-in 이 실행 중일 때 화면상 키보드
를 표시할 것인지의 여부를 설정합니다.
Add-in 이 실행 중에 화면상 키보드를 표시하면, 화면상 키보드를 표시하는 데 사용하는 버
튼의 표시 위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4. 17. 3 Add-in 모듈 유지 관리하기 " (179 페이지 ) 를 참조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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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4 화면상 키보드 사용하기

■ 화면상 키보드 사용하기
키

기능

탭

입력 필드의 초점을 전환합니다.

Enter

다음을 실행합니다.
z 화면상 키보드가 표시되어 있을 경우에 닫습니다.
z 입력 필드에 여러 행이 입력되면 줄 바꿈을 합니다.
z [ 로그인 ] 화면의 입력을 확인합니다.

힌트
터치 패널로 로그인하면, 관리자는 화면상 키보드를 사용하여 메뉴 항목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터치 패널의 메뉴에서 버튼을 선택합니다.

■ 키보드 레이아웃 옵션
화면상 키보드는 QWERTY 레이아웃과 호환됩니다.
화면상 키보드의 키보드 레이아웃은 특정 키를 눌러 전환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
용은, "D. 4 화면상 키보드에서 기능 변경하기 " (421 페이지 ) 를 참조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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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에서는 스캐너 구성과 관리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설치 방법 및 설치에 필요한 사전
설정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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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 Internet Explorer 의 설정

3. 1

Internet Explorer 의 설정
이 단원에서는 Admin Tool 설치에 필요한 Internet Explorer 설정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주의
z Internet Explorer 의 버전에 따라 설정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z 프록시 서버를 사용하지 않는 네트워크 설정을 구성해 주십시오.
힌트
z Internet Explorer 업데이트 또는 서비스 팩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용되는지 확인해 주십시
오.
z Admin Tool 을 사용하기 위한 시스템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1. 5. 1 Admin Tool 및 User
Editor 의 시스템 요구 사항 " (41 페이지 ) 을 참조해 주십시오.

■ Internet Explorer 캐시 설정의 확인
Internet Explorer 캐시 설정을 확인합니다.

1. Internet Explorer 의 [ 도구 ] 메뉴에서 [ 인터넷 옵션 ] 을 선택합니다.
 [ 인터넷 옵션 ] 대화상자가 표시됩니다.

2. [ 일반 ] 탭에서 [ 검색 기록 ] 의 [ 설정 ] 버튼을 누릅니다.
 [ 임시 인터넷 파일 및 열어 본 페이지 목록 설정 ] 대화상자가 표시됩니다.

3. [ 저장된 페이지의 새 버전 확인 ] 에서 [ 자동으로 ] 를 선택합니다.
4. [ 사용할 디스크 공간 ] 에서 63 MB 이상을 지정합니다.
5. [OK] 버튼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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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ernet Explorer 의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를 설정하기
대상 스캐너의 URL 을 로컬 인트라넷 또는 Internet Explorer 에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로
추가합니다.
설정되지 않으면 스캐너의 연결이 차단되며 증명서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스캐너를 로컬 인트라넷에 추가하기
1. Internet Explorer 의 [ 도구 ] 메뉴에서 [ 인터넷 옵션 ] 을 선택합니다.
 [ 인터넷 옵션 ] 대화상자가 표시됩니다.

2. [ 보안 ] 탭에서 [ 로컬 인트라넷 ] 을 선택합니다.
3. [ 사이트 ] 버튼을 누릅니다.
 [ 로컬 인트라넷 ] 대화상자가 표시됩니다.

4. [ 고급 ] 버튼을 누릅니다.
5. [이 영역에 있는 모든 사이트에 대해 서버 확인(https:)을 요청] 확인란의 선택
을 해제합니다.
6. [ 영역에 웹 사이트 추가 ] 란에 스캐너의 URL 을 입력하고 [ 추가 ] 버튼을 누릅
니다.
예 : http://IP_ 주소 또는 스캐너 _ 이름 /

스캐너를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에 추가하기
1. Internet Explorer 의 [ 도구 ] 메뉴에서 [ 인터넷 옵션 ] 을 선택합니다.
 [ 인터넷 옵션 ] 대화상자가 표시됩니다.

2. [ 보안 ] 탭에서 [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 ] 를 선택합니다.
3. [ 사이트 ] 버튼을 누릅니다.
 [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 ] 대화상자가 표시됩니다.

4. [이 영역에 있는 모든 사이트에 대해 서버 확인(https:)을 요청] 확인란의 선택
을 해제합니다.
5. [ 영역에 웹 사이트 추가 ] 란에 스캐너의 URL 을 입력하고 [ 추가 ] 버튼을 누릅
니다.
예 : http://IP_ 주소 또는 스캐너 _ 이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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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화면 표시
소프트웨어 설치를 위한 다운로드 화면을 표시하려면 다음 순서를 따라 주십시오.

1. Internet Explorer 에서 스캐너명을 URL 에 지정하여 스캐너에 액세스합니다.
"4.9.1 관리자 연결 설정 설정하기 " (111 페이지 ) 에 설명된 설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URL 을 지정합니다.
z SSL 이 [ 무효 ] 이고 어떤 포트 번호도 변경되지 않음
http:// 스캐너 이름 또는 IP 주소 /
z SSL 이 [ 무효 ] 이고 포트 번호가 변경됨
http:// 스캐너 이름 또는 IP 주소 : 포트 번호 /
포트 _ 번호에서 변경된 포트 번호를 입력합니다.
z SSL 이 [ 유효 ] 이고 어떤 포트 번호도 변경되지 않음
https:// 스캐너 _ 이름 또는 IP_ 주소 /
z SSL 이 [ 유효 ] 이고 포트 번호가 변경됨
https:// 스캐너 이름 또는 IP 주소 : 포트 번호 /
포트 _ 번호에서 변경된 포트 번호를 입력합니다.
SSL 의 경우에는 스캐너가 연결될 때 보안 경고 화면이 표시됩니다. 표시되더라도
검색을 계속합니다.
 로그인 화면이 표시됩니다.

2. 관리자 유저명과 암호를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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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화면 표시
3. [ 로그인 ] 버튼을 누릅니다.
 다운로드 화면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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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

Admin Tool 의 설치
컴퓨터에 Admin Tool 을 다운로드하고 설치하려면 다음 순서를 따라 주십시오.

1. Internet Explorer 에서 스캐너명을 URL 에 사용하여 스캐너에 액세스하여 다운
로드 화면을 표시합니다.
다운로드 화면을 표시하는 방법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3. 2 소프트웨어 다운
로드 화면 표시 " (62 페이지 ) 를 참조해 주십시오.

2. [Network Scanner Admin Tool] 의 [ 다음 ] 버튼을 누릅니다.
 Admin Tool 다운로드 화면이 표시됩니다.

3. [ 다운로드 ] 버튼을 누릅니다.
주의
z 스캐너 조작이 처리되는 도중에는 다운로드를 할 수 없습니다.
z 설치가 완료될 때까지 Internet Explorer 를 닫거나 로그아웃 하지 마십시오.
z 설치 경로 ( 폴더 경로와 설치 파일명을 포함함 ) 의 길이가 259 문자열을 초과하면 설치
가 되지 않습니다. 이 기준을 준수하는 설치 폴더를 선택합니다.
힌트
. NET Framework 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Admin Tool 설치 전에 Microsoft 웹 사이트
에 접속합니다.
. NET Framework 의 설치가 완료되면 순서 1 부터 다시 시도해 주십시오.

 여기서부터는 화면의 지시에 따라서 조작을 실행해 주십시오.
"Network Scanner Admin Tool has been successfully installed" 가 표시되면,
설치가 완료됩니다. [ 닫기 ] 버튼을 누릅니다.
 설치 완료 후 다운로드 화면의 [ 로그아웃 ] 버튼을 눌러 스캐너에서 로그아웃하
고 Internet Explorer 를 닫습니다.
 설치 후 Admin Tool 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Admin Tool 시작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4.2.2 관리자 로그인: Admin Tool
사용하기 " (74 페이지 ) 을 참조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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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z Internet Explorer의 [도구] 메뉴에서, [인터넷 옵션]을 선택하고 [인터넷 옵션] 대화상자에
표시되는 설정의 아래의 다음 항목에 대해서 주의해 주십시오.
z [일반] 탭의 [사용자 서식] 버튼을 누르면 표시되는 [사용자 서식] 대화상자에서, 사용
자 서식과 사용자 스타일 시트의 설정을 변경하지 마십시오. 이 설정이 변경되면 Admin
Tool 의 표시 스타일이 손상될 수도 있습니다.
z [ 일반 ] 탭에서 [ 언어 ] 버튼을 누르면 표시되는 [ 언어 기본 설정 ] 대화상자에서 스캐너
와 동일한 언어를 위쪽으로 이동시킵니다. 다른 언어가 지정되면 Admin Tool 의 입력
및 표시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z [보안] 탭의 [이 영역에 적용할 수 있는 보안 수준]이 [높음]으로 설정되면 Admin Tool
화면의 일부분이 올바르게 표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 보안 ] 탭에서 신뢰할 수 있는 영역에 스캐너를 추가하고 [ 기본 수준 ]
버튼을 누릅니다. 또는 [ 사용자 지정 수준 ] 버튼을 누르고 [ 바이너리 및 스크립트 동
작 ] 을 [ 사용 ] 으로 설정합니다.
z 폰트 크기가 클 경우, 대화상자의 일부분이 올바르게 표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작은 폰트를 사용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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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

Admin Tool 의 제거
이 단원에서는 Windows 7 을 예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Admin Tool 을 제거하려면 설치된 컴퓨터의 [ 제어판 ] → [ 프로그램 ] → [ 프로그램 및
기능 ] 을 선택합니다.
주의
제거하기 전에 Admin Tool 을 닫습니다.
Admin Tool 이 열려 있는 상태에서 제거되면 실행 중인 Admin Tool 의 정상적인 동작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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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5

Central Admin Console 및 Central Admin Server 의
설치
중앙 관리 하에서 관리를 하려면 Central Admin Console 및 Central Admin Server 가 필
요합니다.
Central Admin Console 및 Central Admin Server 를 설치하려면 다음 웹 페이지에서 소
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합니다.
http://www. fujitsu. com/global/support/computing/peripheral/scanners/drivers/sca. html

설치 방법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Scanner Central Admin 유저 가이드를 참조해 주
십시오.
주의
Central Admin Console 로 관리하려면 다음 관리자 화면에서 설정을 지정하여 스캐너 및
Central Admin Server 를 연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z [ 관리자 연결 ] 화면
보다 자세한 내용은, "4. 9. 1 관리자 연결 설정 설정하기 " (111 페이지 ) 를 참조해 주십
시오.
z [Scanner Central Admin Server] 화면
보다 자세한 내용은, "4. 9. 2 Central Admin Server 설정하기 " (112 페이지 ) 를 참조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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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 화면

4. 1

화면

4. 1. 1 관리자가 터치 패널을 사용하여 조작하는 경우
메뉴를 선택하면 화면의 오른쪽에 메뉴의 설정 화면을 표시합니다.
화면의 왼쪽에서 영역을 스크롤하면 모든 메뉴를 표시합니다.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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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 화면

4. 1. 2 Admin Tool 을 사용하는 관리자 화면
Admin Tool 을 사용하는 관리자 화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z [ 스캐너 설정 ] 버튼을 누를 때
도구 메뉴의 [ 스캐너 설정 ] 버튼을 누른 다음 메뉴를 선택하여 화면의 오른쪽에 메뉴
의 설정 화면을 표시합니다.
화면의 왼쪽에서 영역을 스크롤하면 모든 메뉴를 표시합니다.
메뉴
도구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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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 화면
z [ 작업 메뉴 설정 ] 버튼을 누를 때
작업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화면에 표시되는 도구 메뉴의 [ 작업 메뉴 설정 ] 버튼을 누
릅니다.
작업 설정 메뉴
도구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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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 관리자 로그인

4. 2

관리자 로그인
힌트
z 관리자의 기본 사용자명과 암호는 다음과 같이 설정됩니다.
사용자명 : admin
암호 : password
z 한 명의 사용자에 의해 스캐너 설정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4. 2. 1 관리자 로그인 : 터치 패널 사용하기

Touch
Panel

■ 자동 로그인이 설정되지 않은 경우
1. 관리자 유저명과 암호를 입력합니다.

힌트
로그인 LDAP 서버에 [Active Directory Global Catalog] 가 선택된 경우에는, [UPN 접미
사 ] 입력 필드가 표시됩니다.
관리자로 로그인할 때는 UPN 접미사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입력하여도 무시됩니다.

2. [ 로그인 ] 버튼을 누릅니다.
 인증이 되면 관리자 화면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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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 관리자 로그인

■ 자동 로그인이 설정된 경우
자동 로그인이 설정된 경우 일반 사용자 화면에서 관리자 화면으로 로그인합니다.

1. [ 유지 관리 ] 화면에서 [ 관리자 로그인 ] 버튼을 누릅니다.
 [ 관리자 로그인 ] 화면이 표시됩니다.

2. 관리자 유저명과 암호를 입력합니다.
3. [OK] 버튼을 누릅니다.
 인증이 되면 관리자 화면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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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 관리자 로그인

4. 2. 2 관리자 로그인 : Admin Tool 사용하기
Admin Tool 을 사용하면 관리자가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통해 컴퓨터에서 스캐너를 설
정하는 것을 허락합니다.
이 단원에서는 Admin Tool 을 사용하여 로그인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관리자 및 사용자로 스캐너에 이미 로그인된 경우에는 ,Admin Tool 을 통해 로그인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동 로그인이 설정되면 메인 메뉴 및 작업 메뉴가 표시되는 동안 Admin Tool 을
통해 로그인을 할 수 있습니다.
주의
z 정상적인 화면이 표시되지 않을 때 ( 예를 들어 : "X" 마크가 표시될 때 ) 에는, 몇 분간 기다린
다음 다시 시도합니다. 문제가 계속 발생할 경우에는, FUJITSU 스캐너 대리점 또는 지정된
FUJITSU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z 버튼을 연속적으로 빠르게 여러 번 누를 경우, "통신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메시지가 표시될
수 있습니다. 몇 분간 기다린 다음 다시 시도합니다.
힌트
z 컴퓨터를 통해 스캐너를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 요구 사항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1.5.1
Admin Tool 및 User Editor 의 시스템 요구 사항 " (41 페이지 ) 을 참조해 주십시오.
z Admin Tool이 사용 중일 경우에도 로그아웃 대기 시간 (기본값: 5 분)에 따라 사용자가 자동
으로 로그아웃됩니다. 다음을 실행하여 로그아웃 대기 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z 메뉴 버튼을 누를 경우
z [OK] 버튼을 누를 경우
또한 [ 시스템 설정 파일 ] 화면에서 [ 완전삭제 ] 를 실행할 경우 [ 완전삭제 ] 처리에 20 분
이상 걸리기 때문에 로그아웃 대기 시간은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연장됩니다.
z Admin Tool 을 통해 관리자 로그인 할 경우 다음이 필요합니다.
z "4. 4. 1 스캐너명 설정하기 " (80 페이지 )
z "4. 6. 4 관리자 암호 변경하기 " (99 페이지 )
z "4. 7. 1 스캐너에 IP 주소 /DHCP 지정하기 " (101 페이지 )
z "4. 7. 2 DNS 서버 설정하기 " (103 페이지 )
z "4. 7. 3 WINS 서버 설정하기 " (104 페이지 )
z "4. 9. 1 관리자 연결 설정 설정하기 " (111 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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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 관리자 로그인
1. Admin Tool 을 시작합니다.
z Windows Vista/Windows 7/Windows Server 2008/Windows Server 2008 R2
[ 시작 ] 메뉴 → [ 모든 프로그램 ] → [Network Scanner] → [Network Scanner
Admin Tool] 을 선택합니다.
z Windows 8/Windows Server 2012
시작 화면을 오른쪽 클릭하여 앱 바의 [ 앱 모두 보기 ] → [Network Scanner] 아
래의 [Network Scanner Admin Tool] 을 선택합니다.
z Windows 8. 1/Windows Server 2012 R2
시작 화면 왼쪽 아래의 [ ↓ ] 를 선택하고 [Network Scanner] 아래의 [Network
Scanner Admin Tool] 을 클릭합니다.
[ ↓ ] 를 표시하려면 마우스 커서를 이동합니다.
z Windows 10/Windows Server 2016
[ 시작 ] 메뉴 → [ 모든 앱 ] → [Network Scanner] → [Network Scanner Admin
Tool] 을 선택합니다.
 Admin Tool 이 시작됩니다.

2. [ 연결하기 ] ( 스캐너의 ) 를 지정합니다.
스캐너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해서는 IP 주소, 스캐너명 또는 FQDN 을 입력해야 합니
다.

주의
z "4.9.1 관리자 연결 설정 설정하기" (111 페이지)에서 포트 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 포트 번호 ] 에 변경된 포트 번호를 입력합니다.
z 지정된 번호 이외의 포트 번호로 연결을 시도하면, 연결 오류가 발생할 때까지 20 초 이
상이 걸립니다.
z SSL 을 사용하려면, [HTTPS 사용 ]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z 메모리의 여유 공간이 부족할 때 Admin Tool 을 시작하면, 스크립트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메모리의 여유 공간을 확보한 다음 다시 시도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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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 관리자 로그인
3. [ 연결 ] 버튼을 누릅니다.
 로그인 화면이 표시됩니다.

4. [ 유저명 ] 및 [ 암호 ] 를 입력합니다.

5. [ 로그인 ] 버튼을 누릅니다.
 인증이 되면 관리자 화면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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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3 시스템 설정 설정하기

4. 3

시스템 설정 설정하기

4. 3. 1 설정 모드 구성하기

Touch
Panel

시스템 설정 구성 또는 관리에 사용되는 설정 모드를 설정합니다.
설정 모드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1. 1 스캐너의 특징 " (23 페이지 ) 을 참조해 주십
시오.
각 설정 모드에서 사용 가능한 조작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1.3.1 관리자 권한에서의
조작 " (31 페이지 ) 를 참조해 주십시오.

1. 관리자 화면에서 [Admin 메뉴 ] 를 선택하거나

또는

을 누릅니다.

힌트
설정 모드에 [ 기본 ] 이 선택되어 있을 경우
경우

을 누릅니다. [ 고급 ] 이 선택되어 있을

을 누릅니다.

 [Admin 메뉴 ] 화면이 표시됩니다.

2. 설정 모드를 선택합니다.
3. 구성할 수 있도록 만들기를 원하는 기능의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4. [OK] 버튼을 누릅니다.
 설정 모드가 구성됩니다.
힌트
FAX 기능을 사용할 경우 메일 기능 또한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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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3 시스템 설정 설정하기

4. 3. 2 설치 마법사로 시스템 설정 설정하기

Touch
Panel

설치 마법사를 사용하면 스캐너 조작에 필요한 최소 스캐너 설정의 구성을 허락합니다.
다음의 항목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z 스캐너명
z 지역 / 시간대
z 날짜 / 시간
z 로그인 설정
z 관리자 암호
z IP 주소
z DNS 서버
z Scanner Central Admin Server

1. 관리자 화면에서 [Admin 메뉴 ] 를 선택하거나

또는

을 누릅니다.

힌트
설정 모드에 [ 기본 ] 이 선택되어 있을 경우
경우

을 누릅니다.

 [Admin 메뉴 ] 화면이 표시됩니다.

2. [ 설치 마법사 ] 버튼을 누릅니다.
 [ 설치 마법사 ] 화면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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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누릅니다. [ 고급 ] 이 선택되어 있을

4. 3 시스템 설정 설정하기
3. 설치 마법사에서 원하는 항목의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힌트
[ 지역 / 시간대 날짜 / 시간 ] 확인란이 선택되면, 지역 / 시간대 및 날짜 / 시간 설정 화면
이 표시됩니다.

4. [ 시작 ] 버튼을 누릅니다.
 설치 마법사에서 선택된 항목의 설정 화면이 순차적으로 표시됩니다.

5. 마법사의 지시에 따라서 설정해 주십시오.
시스템 설정의 구성 방법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 시작 안내서 " 를 참조해 주십
시오.

6. [ 마침 ] 버튼을 누릅니다.
 설치 마법사의 설정을 확인하는 화면이 표시됩니다.

7. 설정을 확인한 다음 [OK] 버튼을 누릅니다.
 설치 마법사가 닫히고 [Admin 메뉴 ] 화면이 표시됩니다.
힌트
[ 다음 시작시 설치 마법사를 표시합니까 ?] 에서, 스캐너 시작과 동시에 [ 설치 마법사 ] 윈도우
를 표시할 것인지의 여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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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 시스템 구성하기

4. 4

시스템 구성하기

4. 4. 1 스캐너명 설정하기

Touch
Panel

스캐너에 네트워크 앨리어스가 제공되도록 스캐너명을 설정합니다.
주의
이미 네트워크에서 사용 중인 이름은 사용하지 마십시오.
이름이 중복되면 네트워크 연결 오류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 다음 순서를 시도해 주십시오.
1. LAN 케이블을 분리합니다.
2. 터치 패널의 [ 전원 끄기 ] 버튼을 눌러 스캐너의 전원을 끕니다.
3. LAN 케이블이 분리된 상태에서 전원 버튼을 눌러 스캐너를 시작합니다.
4. 중복되지 않은 스캐너 이름을 입력합니다.
5. 스캐너를 재부팅합니다.
6. LAN 케이블을 스캐너에 다시 연결합니다.

1. [ 로컬 설정 ] 아래의 [ 스캐너 이름 ] 을 선택합니다.
 [ 스캐너 이름 ] 화면이 표시됩니다.

2. 각 항목을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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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 시스템 구성하기
3. [OK] 버튼을 누릅니다.
 재시작 확인 화면이 표시됩니다.
힌트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인증 화면이 표시됩니다.
z 스캐너를 도메인 구성원으로 지정할 경우
z 도메인 구성원인 스캐너의 이름을 변경할 경우
스캐너를 도메인 멤버로 지정할 때 요구되는 인증 정보를 네트워크 관리자와 확인하고 유
효한 유저명과 암호를 입력합니다.
유저명은 최대 256 자까지 입력할 수 있습니다.
암호는 최대 256 자까지 입력할 수 있습니다. [ 유저명 ] 및 [ 암호 ] 의 경우 대 / 소문자 구
분됩니다.
유저명과 암호가 유효하면, 재시작 확인 화면이 표시됩니다.

4. [ 지금 ] 버튼을 누릅니다.
 스캐너가 다시 시작됩니다.
힌트
Admin Tool 을 통해 스캐너 이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스캐너와의 연결이 손실됩니다. 다른 설
정을 사용하여 계속하려면, 스캐너가 재부팅될 때까지 잠시 기다린 다음 Admin Tool 로 다시 스
캐너에 액세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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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 시스템 구성하기

4. 4. 2 언어 설정하기

Touch
Panel

1. [ 로컬 설정 ] 아래의 [ 언어 선택 ] 을 선택합니다.
 [ 언어 선택 ] 윈도우가 표시됩니다.

힌트
다음 스캐너를 시작할 때 이 화면을 다시 표시할 것인지의 여부를 선택하라 수 있습니다.
윈도우를 다시 표시하려면, " 다음 기동시부터, [ 언어 선택 ] 화면을 표시합니까 ?" 에서
[ 예 ] 를 선택합니다. 다음 시작할 때 이 화면을 표시하지 않으려면, [ 아니오 ] 를 선택합
니다.

2. 각 항목을 지정합니다.
3. [OK] 버튼을 누릅니다.
 입력된 정보가 설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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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 시스템 구성하기

4. 4. 3 지역 / 시간대 설정하기

Central Admin
Console

Touch
Panel

1. [ 로컬 설정 ] 아래의 [ 지역 / 시간대 ] 를 선택합니다.
 [ 지역 / 시간대 ] 화면이 표시됩니다.

2. 각 항목을 지정합니다.
3. [OK] 버튼을 누릅니다.
 입력된 정보가 설정됩니다.
힌트
서머 타임을 사용하는 경우 서머 타임과 표준 시간을 자동으로 전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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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 시스템 구성하기

4. 4. 4 날짜 / 시간 설정하기

Central Admin
Console

Touch
Panel

1. [ 로컬 설정 ] 아래의 [ 날짜 / 시간 ] 을 선택합니다.
 [ 날짜 / 시간 ] 화면이 표시됩니다.

2. 각 항목을 지정합니다.
3. [OK] 버튼을 누릅니다.
 입력된 정보가 설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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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 시스템 구성하기

4. 4. 5 키보드 설정하기

Central Admin
Console

Touch
Panel

1. [ 로컬 설정 ] 아래의 [ 키보드 설정 ] 을 선택합니다.
 [ 키보드 설정 ] 화면이 표시됩니다.

2. 각 항목을 지정합니다.
3. [OK] 버튼을 누릅니다.
 입력된 정보가 설정됩니다.
주의
화면상 키보드 표시에 [ 아니오 ] 이 설정되어 있을 경우 하드웨어 키보드를 추가로 연결하여 문
자를 입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경우 USB 장치를 연결하기 전에 [ 장치 관리자 ] 의 [USB 장
치 설정 ] 화면에서 [ 휴먼 인터페이스 장치 ] 를 유효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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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 시스템 구성하기

4. 4. 6 인증서 관리하기
SSL 통신을 사용하여 서버 인증에서 사용된 인증서를 가져오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 인증서 파일 가져오기

Central Admin
Console

인증서 파일 X. 509 (*. cer, *. crt) 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100 개까지의 인증서 파일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1. [ 로컬 설정 ] 아래의 [ 인증서 관리 ] 를 선택합니다.
 [ 인증서 관리 ] 화면이 표시됩니다.

(Admin Tool 을 사용하는 관리자 화면의 예 )

2. [ 찾아보기 ] 버튼을 누르고 인증서 파일을 지정합니다.
3. [ 가져오기 ] 버튼을 누릅니다.
 인증서 파일을 가져옵니다.
인증서 파일이 신뢰할 수 있는 루트 인증 기관 저장소에 저장합니다.
주의
Central Admin Server 에서 인증서 파일을 분산하면 이전에 가져온 인증서가 제거되고 새로운
파일의 내용으로 교체됩니다.

86

4. 4 시스템 구성하기

■ 인증서 파일 삭제하기

Touch
Panel

Central Admin
Console

1. [ 로컬 설정 ] 아래의 [ 인증서 관리 ] 를 선택합니다.
 [ 인증서 관리 ] 화면이 표시됩니다.

2. 삭제할 인증서 파일을 선택하고 [ 삭제 ] 버튼을 누릅니다.
 삭제 확인 화면이 표시됩니다.

3. [ 예 ] 버튼을 누릅니다.
 인증서 파일이 삭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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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5

스캔 옵션 설정하기

4. 5. 1 멀티 피드 검출 방법을 설정하기

Touch
Panel

Central Admin
Console

" 멀티피드 " 는 두 장 이상의 문서가 ADF 에 연속으로 급지될 때 발생하는 오류입니다. 길
이가 다른 경우에도 멀티 피드로 검출됩니다.
기본값으로 스캔 중인 문서의 중앙 열 ( 문서의 중앙에서 양쪽으로 25 mm 의 영역 ) 에서
멀티 피드 검출을 감지합니다.
z 멀티 피드 검출 영역 설정하기
포스트 잇, 쪽지, 사진 또는 다른 종이가 ( 이하 " 첨부된 종이 ") 문서에 첨부되어
있을 경우 이 영역을 겹침으로 인식되어 멀티 피드로 검출 됩니다. 이러한 문서를
스캔할 때에는, 이 영역을 무시하고 잘못된 검출을 방지하도록 멀티 피드 검출 영
역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z 정보 처리 복수 급지 검출 설정하기
스캐너의 " 정보 처리 복수 급지 모드 " 에서 첨부된 종이의 길이 및 위치를 기억하
여 다음 스캔부터 멀티 피드로 검출되지 않도록 합니다.
z 높은 고도에서 스캔하는 기능 설정하기
높은 고도에서 낮은 대기압은 복수 급지를 검출하는 초음파 센서의 정확성 레벨을
낮춥니다.
" 높은 고도 모드 " 는 2, 000 m 이상 높은 고도에서 스캐너의 사용을 허락합니다.
멀티 피드 검출의 필요 조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A.5 멀티 피드 검출 조건 " (402
페이지 ) 를 참조해 주십시오.

1. [ 스캐너 설정 ] 아래의 [ 멀티피드 검출설정 ] 을 선택합니다.
 [ 멀티피드 검출설정 ] 화면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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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각 항목을 지정합니다.
[ 중간 ] 또는 [ 상단 & 하단 ] 이 선택되면, "#1" ( 상한값 ) 과 "#2" ( 하한값 ) 을 모
두 입력합니다.
z 중간
설정된 "#1" ( 상한값 ) 과 "#2" ( 하한값 ) 이내의 영역에서 멀티 피드가 검출됩니
다.
25mm 25mm

#1

#2
(a)

510mm

z 상단 & 하단
페이지 상부에서 "#1" ( 상한값 ) 까지, "#2" ( 하한값 ) 에서 페이지 하부까지 멀티
피드가 검출됩니다. (b)
25mm 25mm

(b)

#1

#2

510mm

(b)

3. [OK] 버튼을 누릅니다.
 입력된 정보가 설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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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5. 2 스캔 시작 위치 조정하기 ( 오프셋 / 배율 )

Touch
Panel

통상적으로 어떤 설정도 변경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과 같은 설정 항목을 구성합니다.
z 오프셋 설정
스캔의 출력물이 스캔한 실제 문서와 비교하여 위치가 어긋난 경우, 스캔 오프셋으
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z 길이 방향 배율 설정
스캔된 출력물이 스캔한 실제 문서와 비교하여 수직으로 왜곡된 ( 삐져나오거나 찌
그러진 ) 경우, 수직 스캔 방향의 길이 배율 방향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1. [ 스캐너 설정 ] 아래의 [ 스캐너 조절 ] 을 선택합니다.
 [ 스캐너 조절 ] 화면이 표시됩니다.

2. 각 항목을 지정합니다.
3. [OK] 버튼을 누릅니다.
 입력된 정보가 설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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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5. 3 스캐너 일반 설정을 설정하기

Touch
Panel

Central Admin
Console

통상적으로 어떤 설정도 변경할 필요가 없습니다.
스캔의 일반 스캐너 설정을 구성합니다.

1. [ 스캐너 설정 ] 아래의 [ 스캐너 일반 설정 ] 을 선택합니다.
 [ 스캐너 일반 설정 ] 화면이 표시됩니다.

2. 각 항목을 지정합니다.
3. [OK] 버튼을 누릅니다.
 입력된 정보가 설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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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6

로그인 관련 설정하기

4. 6. 1 로그인 설정 설정하기

Central Admin
Console

Touch
Panel

로그인과 관련한 설정을 합니다.
z 인증 모드 설정
로그인 인증 과정에서 LDAP 서버 계정 또는 스캐너에 저장되어 있는 로컬 계정을
사용할 것인지의 여부를 지정합니다. 양쪽 계정을 사용할 경우, 인증 정보와 관련
된 검색 순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힌트
LDAP 가 인증 모드에 포함되어 있으면 LDAP 서버에 계정을 추가해 주십시오.
로컬 계정이 인증 모드에 포함되어 있으면 User Editor 에 계정을 추가해 주십시오.

z 자동 로그인 설정
스캐너의 전원을 켜거나 스캐너를 다시 시작할 때, [ 로그인 ] 화면을 표시하지 않
고 자동으로 로그인할 수 있도록 스캐너를 설정합니다.
자동 로그인의 경우, [ 로그인 설정 ] 화면에서 지정된 사용자명과 암호가 사용됩
니다.
z Guest 계정의 유효성
Guest 계정을 이용한 로그인의 사용 여부를 설정합니다.

1. [ 로그인 설정 ] 아래의 [ 로그인 설정 ] 을 선택합니다
 [ 로그인 설정 ] 화면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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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인증 모드 ] 에서, 인증 모드를 선택합니다.
힌트
관리자 계정에 이름을 사용한 경우 로컬 계정 또는 LDAP 사용자가 같은 계정 이름으로 설
정되어 있으면 관리자 계정으로 로그인이 처리됩니다. 이 경우, 암호 오류가 일어나도 로
컬 계정 또는 LDAP 사용자로의 로그인을 실행할 수 없습니다.
로그인 인증 대상의 우선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정 이름
2. [ 인증 모드 ] 에 의해 지정된 순서

3. [ 자동 로그인 ] 에서, 자동 로그인을 사용할 것인지의 여부를 선택합니다.
주의
z 관리자가 로그아웃한 다음 자동 로그인 설정이 즉시 적용됩니다. [ 자동 로그인 ] 이 [ 유
효 ] 일 때 설정을 변경하려면, [ 유지 관리 ] 화면에서 관리자 로그인을 실행하거나
Admin Tool 을 통해 로그인하여 주십시오.
z 스캐너를 다시 시작하거나, 대기 모드에서 다시 시작하면 자동 로그인을 유효로하여 스
캐너에서 Central Admin 을 사용할 수 있으면, Central Admin Server 에 Add-in 설치
와 시스템 설정이 사용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스캐너 설정, Add-in 또는 시스템 설정이 이용 가능할 경우 스캐너에 설치됩니다.
Central Admin Server 에 연결하는 스캐너 수가 최대 수용 가능한 수를 초과하면, 설치
를 건너뛰고, 자동 로그인이 실행됩니다.
[ 관리자 로그인 ] 화면에서 로그아웃 한 다음이나 다음 번 스캐너가 시작할 때 또는 스
캐너가 대기 모드에서 시작될 때 스캐너에 업데이트가 적용됩니다.

4. [자동 로그인]이 [유효]로 설정되어 있으면, [사용자명] 및 [암호]를 입력합
니다.
스캐너는 사용자 로그인을 인증할 때 Active Directory 사용자 이름 형식을 따릅니
다.
z LDAP 서버에 등록되어 있는 사용자의 경우
z LDAP 서버의 [서버 종류]가 [Active Directory] 또는 [Active Directory Global
Catalog] 일 경우
사용자 이름 형식

인증 과정

SAM 계정명
@ 포함되지 않음

사용자 로그인 이름 (sAMAccountName) 으로 인
증합니다.
예 : 사용자

사용자 초기명
@ 을 포함함

사용자 로그인 이름 (userPrincipalName) 으로 인
증합니다.
예 : user@example. com

힌트
도메인 이름으로 SAM 계정명을 지정할 경우 " 도메인 _ 이름 \SAM_ 계정 _ 명 " 으로
기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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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 LDAP 서버의 [ 서버 종류 ] 가 [ 그 외 LDAP 서버 ] 인 경우
사용자 이름 형식

인증 과정

uid

사용자 로그인 이름 (uid) 으로 인증합니다.
예 : 사용자

cn

사용자 로그인 이름 (cn) 으로 인증합니다.
예 : 사용자

z 로컬 계정에 등록되어 있는 사용자의 경우
스캐너에 저장되어 있는 로컬 계정에서 지정된 사용자 로그인명을 인증합니다.
힌트
자동 로그인의 사용자명에 UPN 접미사가 입력되면 무시됩니다. 입력하여도, 무시됩니다.

5. [Guest 계정 ] 에서 guest 계정을 이용한 로그인의 사용 여부를 선택합니다.
6. [OK] 버튼을 누릅니다.
 입력된 정보가 설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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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6. 2 로그인 설정 설정하기 ( 세부 사항 )

Touch
Panel

Central Admin
Console

공장 출하시의 관리자 계정 (admin) 을 사용할 것인지 또는 관리자 계정으로 다른 계정을
사용할 것인지를 설정해 주십시오.
또한 이전에 표시된 메뉴가 표시되기 전에 스캔 이미지 송신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기다
릴지 여부를 설정하고 재시도 수 및 재시도 간격을 지정한 다음, [ 재송신 ] 버튼을 표시할
지 여부를 설정해 주십시오.

1. [ 로그인 설정 ] 아래의 [ 로그인 설정 세부 사항 ] 을 선택합니다
 [ 로그인 설정 세부 사항 ] 화면이 표시됩니다.

2. [ 관리자 계정 ] 및 [ 관리자 사용자명 ] 을 설정합니다.
힌트
[Alias] 의 암호는 [ 관리자 암호 ] 화면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3. [ 작업 대기 ] 를 설정합니다.
[ 아니오 ] 를 선택하는 경우, [ 재시도 수 ], [ 재시도 간격 ] 및 [ 보기 [ 재송신 ]]
을 지정합니다.
주의
z [아니오]를 선택하고 송신 처리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로그아웃하거나 전원을 끌 수 없
습니다.
z 송신 처리가 오류 상태로 남아 있을 경우에 [보기 [재송신]]에서 [예]를 선택하면 로그
아웃하거나 전원을 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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힌트
z [ 예 ] 를 선택할 경우 스캔 이미지 송신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처리가 진행 중임을 표시
하는 화면이 표시됩니다. 이 경우 송신 처리가 완료된 후에 다음 문서를 스캔하고 화면
에서 모든 조작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z [아니오]를 선택할 경우 송신 처리가 완료되기 전에 다음 문서를 스캔하고 화면에서 모
든 조작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송신 처리가 일시적으로 저장되고 각 처리가 차례대로
실행됩니다.
z [메인 메뉴] 화면 또는 [작업 메뉴] 화면에서 [송신 상태] 버튼을 눌러 표시되는 [송신
상태 ] 화면의 [ 진행 중 ] 탭에서 송신 처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z [보기 [재송신]]에서 [예]를 선택하는 경우, [재송신] 버튼이 [송신 상태] 화면의 [진
행 중 ] 탭에서 표시됩니다. [ 재송신 ] 버튼을 누르면, 오류 상태로 남아 있는 송신 처
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5. 12. 2 진행 중인 송신 조작의 상세 정보 보
기 " (325 페이지 ) 를 참조해 주십시오.

4. [OK] 버튼을 누릅니다.
 입력된 정보가 설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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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6. 3 대기 모드 설정하기

Central Admin
Console

Touch
Panel

자동 로그아웃, 대기 모드 및 전원 끄기의 전환 시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z 일반 사용자 로그인 이후 어떤 화면에서도 지정된 [자동 로그아웃] 시간 동안 어떠
한 조작도 실행하지 않으면 스캐너는 자동으로 사용자 로그아웃합니다.
힌트
z 다음과 같은 조작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스캐너는 로그 아웃되지 않습니다.
z 문서의 스캔
z 스캔을 전자 메일로 보내기
z 스캔을 FAX 로 전송하기
z 스캔을 인쇄하기
z 스캔을 저장하기
z 자동 로그인이 유효할 경우
z 자동 로그인이 유효할 경우 로그아웃 대기 시간이 초과되었을 때 메인 메뉴 화면이
표시됩니다. ( 작업 그룹 탭에서 초기 표시 메뉴에 작업 메뉴가 선택될 경우 작업 메
뉴 화면이 표시됩니다. )
z [ 자동 로그아웃 ] 에 선택한 시간은 자동 로그인 여부의 사용 여부에 따라 무효가 되
지 않습니다.

z [대기 모드]는 [로그인] 화면 또는 일반 사용자 로그인 이후 어떤 화면에서도 지
정된 시간동안 어떠한 조작도 실행하지 않으면 스캐너가 자동으로 대기 모드로
전환되는 기능입니다.
[ 디스플레이만 끄기 ] 설정을 사용하여 대기 모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전원 버튼을 누르면 스캐너는 대기 모드로부터 시작됩니다.
다시 시작한 다음 표시되는 화면은 자동 로그인 설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
다.
z 자동 로그인이 유효하면, 조작 화면이 표시됩니다.
z 자동 로그인이 무효하면, [ 로그인 ] 화면이 표시됩니다.
화면 전송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 스캐너 버튼 사용하기 " (53 페이지 ) 을 참
조해 주십시오.
[ 대기 시간 ] 의 시간을 설정할 때 스캐너가 사용자를 로그 아웃하는 시간도 포함
되어야 합니다.
z 스캐너의 전원이 켜진 상태로 지정된 [전원 끄기 시간]의 시간 동안 어떠한 조작도
실행하지 않으면 스캐너의 전원이 자동으로 꺼집니다.
스캐너가 먼저 대기 모드로 들어갑니다. 대기 모드에서 더 이상 조작이 실행되지
않으면 스캐너의 전원이 자동으로 꺼집니다.
[ 전원 끄기 시간 ] 에 시간을 설정할 때 스캐너가 대기 모드로 들어갈 때까지의 시
간도 포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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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로그인 설정 ] 아래의 [ 대기 모드 ] 를 선택합니다
 [ 대기 모드 ] 화면이 표시됩니다.

2. 각 항목을 지정합니다.
3. [OK] 버튼을 누릅니다.
 입력된 정보가 설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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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6. 4 관리자 암호 변경하기

Touch
Panel

주의
암호를 분실하거나 잊어버린 경우에는 로그인이 불가능합니다.
암호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 주십시오.
암호를 분실하거나 잊어버린 경우, FUJITSU 스캐너 대리점 또는 지정된 FUJITSU 서비스 제공
자에게 문의하십시오.

1. [ 로그인 설정 ] 아래의 [ 관리자 암호 ] 를 선택합니다
 [ 관리자 암호 ] 화면이 나타납니다.

2. 현재의 암호와 새로운 암호를 입력합니다.
3. [OK] 버튼을 누릅니다.
 새 관리자 암호가 설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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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6. 5 LAN Manager 인증 수준 설정하기

Touch
Panel

Central Admin
Console

스캐너를 서버에 연결하는 LAN Manager 인증 수준을 설정합니다.
LAN Manager 인증 수준 설정은 다음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z 로그인 LDAP 서버 형식이 [Active Directory] 또는 [Active Directory Global
Catalog] 로 설정되었으며 스캐너가 스캐너로 로그인하는 Active Directory 서버
로 연결됨
z 스캐너가 스캔 이미지를 저장하는 네트워크 폴더의 파일 서버로 연결됨
z 스캐너가 스캔 이미지를 인쇄하는 프린트 서버로 연결됨
LAN Manager 인증 수준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된 서버의 매뉴얼을 참조해 주
십시오.
주의
z 서버 측 설정에 따라서 LAN Manager 인증 수준을 설정할 것을 권장합니다.
z 수준을 변경하기 전에 서버 관리자가 서버 측에 설정한 LAN Manager 인증 수준을 확인해
주십시오. 서버 측에 설정된 수준과 다를 경우, 스캐너로 로그인, 네트워크 폴더에 데이터의
저장 또는 데이터의 인쇄를 사용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1. [ 로그인 설정 ] 아래의 [LAN Manager 인증 수준 ] 을 선택합니다.
 [LAN Manager 인증 수준 ] 화면이 표시됩니다.

2. LAN Manager 인증 수준을 설정합니다.
3. [OK] 버튼을 누릅니다.
 입력된 정보가 설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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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7

네트워크 설정 구성하기
스캐너를 네트워크에 연결하기 위한 설정을 구성합니다.
본 단원에 예로써 설명된 순서는 IPv4 기능이 무효일 경우에 사용된 순서입니다.
또한, 본 스캐너는 IPv6 기능을 지원함에 주의해 주십시오. IPv6 기능을 사용함으로써, 스
캐너에 IPv6 환경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 부록 G IPv6 설정 " (452 페이지 ) 을 참조해 주십시오.

4. 7. 1 스캐너에 IP 주소 /DHCP 지정하기

Touch
Panel

스캐너를 네트워크에 연결하려면 IP 주소 /DHCP 를 설정해야 합니다.

1. [ 네트워크 설정 ] 아래의 [IP 주소 ] 를 선택합니다.
 [IP 주소 ] 화면이 표시됩니다.

2. 각 항목을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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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OK] 버튼을 누릅니다.
 입력된 정보가 설정됩니다.
힌트
z IP 주소가 이미 사용 중인 주소와 똑같은 경우 네트워크 통신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
우에는 다음과 같이 시도해 주십시오.
1. LAN 케이블을 분리합니다.
2. 터치 패널의 [ 전원 끄기 ] 버튼을 눌러 스캐너의 전원을 끕니다.
3. LAN 케이블이 분리된 상태에서 전원 버튼을 눌러 스캐너를 시작합니다.
4. 중복되지 않는 IP 주소를 입력합니다.
5. LAN 케이블을 스캐너에 다시 연결합니다.
z Admin Tool 을 통해 IP 주소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스캐너와의 연결이 손실됩니다. 다른 설정
을 사용하여 계속하려면, Admin Tool 을 닫은 다음, Admin Tool 을 통해 다시 스캐너에 액세
스해 주십시오. IP 주소로 스캐너에 액세스 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IP 주소를 사용해 주십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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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7. 2 DNS 서버 설정하기

Central Admin
Console

Touch
Panel

기본 설정 DNS 와 보조 DNS 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1. [ 네트워크 설정 ] 아래의 [DNS 서버 ] 를 선택합니다.
 [DNS 서버 ] 화면이 나타납니다.

2. 각 항목을 지정합니다.
3. [OK] 버튼을 누릅니다.
 입력된 정보가 설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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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7. 3 WINS 서버 설정하기

Central Admin
Console

Touch
Panel

기본 설정 WINS 와 보조 WINS 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1. [ 네트워크 설정 ] 아래의 [WINS 서버 ] 를 선택합니다.
 [WINS 서버 ] 화면이 표시됩니다.

2. 각 항목을 지정합니다.
3. [OK] 버튼을 누릅니다.
 입력된 정보가 설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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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7. 4 NTP 서버 설정하기

Central Admin
Console

Touch
Panel

NTP 서버를 설정합니다.

1. [ 네트워크 설정 ] 아래의 [NTP 서버 ] 를 선택합니다.
 [NTP 서버 ] 화면이 표시됩니다.

2. NTP 서버 IP 주소, 호스트명, FQDN 명을 [ 주소 ] 입력란에 입력합니다.
3. [ 동기 시간 ] 버튼을 누릅니다.
 지정된 NTP 서버를 위한 시간 동기화의 결과가 표시됩니다.
시간 동기화가 바르게 실행되었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4. 확인 화면에서 [OK] 버튼을 누릅니다.
5. [OK] 버튼을 누릅니다.
 입력된 정보가 설정됩니다.
힌트
z 시스템 시간은 NTP 서버에서 지정된 시간에 따라 6 시간마다 자동으로 동기화됩니다.
z 설정이 변경되면, 시간 동기화는 즉각적으로 실행됩니다.
z 터치 패널의 경우 로그아웃 대기 시간에 지정된 기간을 넘어도 조작이 실행되지 않으면 스캐
너는 로그아웃됩니다. Admin Tool 의 경우 20 분 이상 조작이 실행되지 않으면 스캐너는 로
그아웃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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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7. 5 프록시 서버 설정하기

Central Admin
Console

Touch
Panel

FTP 서버 또는 SharePoint 서버에 연결할 때 프록시 서버를 사용할 것인지의 여부를 설
정합니다.
업데이트 확인에 프록시 서버를 사용할 경우에는 HTTP 프록시 서버가 설정되어야 합니
다.

1. [ 네트워크 설정 ] 아래의 [ 프록시 서버 ] 를 선택합니다.
 [ 프록시 서버 ] 화면이 표시됩니다.

2. 각 항목을 지정합니다.
3. [OK] 버튼을 누릅니다.
 입력된 정보가 설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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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7. 6 SNMP 설정 구성하기

Central Admin
Console

Touch
Panel

MIB 정보를 취득할지 또는 트랩 통지를 사용할 지 여부를 설정합니다.
SNMP 설정 구성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SNMP 설정 " (424 페이지 ) 을 참조해 주십
시오.

1. [ 네트워크 설정 ] 아래의 [SNMP 설정 ] 을 선택합니다.
 [SNMP 설정 ] 화면이 표시됩니다.

2. 각 항목을 지정합니다.
3. 트랩 통지가 올바르게 송신되었는지 확인하려면 [ 테스트 ] 버튼을 누릅니다.
 트랩 통지가 실행됩니다.

4. [OK] 버튼을 누릅니다.
 입력된 정보가 설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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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7. 7 네트워크 고급 설정 구성하기

Touch
Panel

연결 속도 / 이중 모드 및 Wake On LAN 을 설정합니다.
또한, IPv6 기능을 사용할지를 설정합니다. IPv6 기능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 부록
G IPv6 설정 " (452 페이지 ) 을 참조해 주십시오.

1. [ 네트워크 설정 ] 아래의 [ 네트워크 고급 설정 ] 을 선택합니다.
 [ 네트워크 고급 설정 ] 화면이 표시됩니다.

2. 각 항목을 설정합니다.
3. [OK] 버튼을 누릅니다.
 입력된 정보가 설정됩니다.
힌트
Admin Tool 을 통해 IPv6 기능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스캐너와의 연결이 손실됩니다. 다른 설정
을 사용하여 계속하려면, Admin Tool 을 닫은 다음, Admin Tool 을 통해 다시 스캐너에 액세스
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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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8

네트워크 상태 점검하기

4. 8. 1 Ping 테스트를 사용하여 네트워크 연결을 점검하기

Touch
Panel

Ping 테스트를 사용하여 네트워크 연결을 점검합니다.

1. [ 네트워크 상태 확인 ] 아래의 [Ping] 을 선택합니다.
 [Ping] 화면이 표시됩니다.

2. [ 주소 ] 에 네트워크 연결을 점검하기 위해 사용될 서버의 IP 주소, 호스트명,
FQDN 명을 입력합니다.
3. [Ping] 버튼을 누릅니다.
 Ping 테스트가 수행되고 결과가 표시됩니다.
결과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Ping 테스트를 사용하여 기본 네트워크 동작
점검하기 " (369 페이지 ) 를 참조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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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8. 2 네트워크 가동 상태 확인

Touch
Panel

네트워크 동작 상태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정보가 표시되지 않을 경우, 네트워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7. 2 네트워
크 연결 문제 해결 " (369 페이지 ) 을 참조하고 설정을 확인해 주십시오.

1. [ 네트워크 상태 확인 ] 아래의 [ 네트워크 상태 ] 를 선택합니다.
 [ 네트워크 상태 ] 화면에 현재 작동 중인 네트워크 연결의 상태가 표시됩니다.

힌트
z LDAP 서버에 연결할 수 없는 경우 다음 절차를 시도합니다.
1. LAN 케이블을 분리합니다.
2. 터치 패널의 [ 전원 끄기 ] 버튼을 눌러 스캐너의 전원을 끕니다.
3. LAN 케이블이 분리된 상태에서 전원 버튼을 눌러 스캐너를 시작합니다.
4. 중복되지 않는 IP 주소를 입력합니다.
5. LAN 케이블을 스캐너에 다시 연결합니다.
z DHCP 가 [ 유효 ] 로 설정되어 있을 때 DHCP 서버에 연결할 수 없는 경우 IP 주소가
"169. 254. X. X" ( 으 ) 로 표시됩니다. (X 는 0 과 255 사이의 임의의 값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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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9

네트워크 관리자 설정 구성하기

4. 9. 1 관리자 연결 설정 설정하기

Touch
Panel

Central Admin
Console

Admin Tool 또는 Central Admin Server 를 사용하려면 연결 설정을 실행합니다.

1. [ 네트워크 관리자 ] 아래의 [ 관리자 연결 ] 을 선택합니다.
 [ 관리자 연결 ] 화면이 표시됩니다.

2. 각 항목을 지정합니다.
3. [OK] 버튼을 누릅니다.
 입력된 정보가 설정됩니다.
주의
Admin Tool 을 통해 관리자 연결 설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스캐너와의 연결이 손실합니다. 다
른 설정을 사용하여 계속하려면, Admin Tool 을 닫은 다음, Admin Tool 을 통해 다시 스캐너에
액세스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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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9. 2 Central Admin Server 설정하기

Touch
Panel

Central Admin
Console

스캐너를 중앙 관리로 관리할 것인지 여부를 설정합니다.
[Central Admin] 이 유효하면 스캐너는 중앙 관리의 대상으로 Central Admin Server 에
등록됩니다.

1. [ 네트워크 관리자 ] 아래의 [Scanner Central Admin Server] 를 선택합니다.
 [Scanner Central Admin Server] 화면이 표시됩니다.

2. 각 항목을 지정합니다.
자동 업데이트 가 스캐너 시스템 ( 보안 및 설치한 옵션 포함 ), 시스템 구성 및
Add-in 에 적용됩니다.
힌트
z Central Admin Server의 등록에 성공하면 "이 스캐너의 서버측은 등록 상태:"의 값이
" 미등록 " 에서 " 등록 " 으로 변경됩니다.
만약 네트워크 연결이 끊어지거나, Central Admin Server 가 중지 상태이면 설정값이
올바를지라도 등록에 실패합니다. 이러한 경우 [Central Admin] 이 [ 유효 ] 상태이
면 다음에 스캐너의 전원을 켤 때 또는 대기 모드에서 시작할 때 처리가 다시 실행됩
니다.
z Central Admin Server 와 스캐너간의 통신에서 SSL 을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설정에 대
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4.9.1 관리자 연결 설정 설정하기 " (111 페이지 ) 를 참조해 주
십시오.
z 사용자 공유 정보 또는 작업 설정이 유효하면, Central Admin Server와의 통신을 할 수
없을 경우에도 로그인시 확인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OK] 버튼을 누르면 스캐너에 저
장되어 있는 설정이 사용됩니다. [ 취소 ] 버튼을 누르면 로그인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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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 " 업데이트 스케줄러 " 가 유효할 경우 다음 조작이 실행됩니다.
z 스캐너가 대기 모드이거나 전원이 켜져 있는 동안 사용자로 로그인이 되지 않을 경
우에는 자동 업데이트가 시작됩니다.
업데이트는 Central Admin Server 의 통지로 지정한 날짜 및 시간에 실행되거나
Wake On LAN 을 사용할 수 없는 환경에서도 실행됩니다.
z Wake On LAN 이 유효하면 전원이 꺼져 있어도 자동 업데이트가 시작됩니다.
z Central Admin Server 에서 스캐너에 자동 업데이트의 설정을 배포한 후, 10 분 이
내에 업데이트 시작을 예약해도 설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배부 통지를 할 수 없는 환경에서 새로운 시스템 설정을 사용하려면 스캐너를 다시
시작하거나 로그 아웃해야 합니다. 같은 시간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실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시간 제한을 사용합니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제한해도 시스템 설정이 업데이트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Scanner Central Admini 유저 가이드를 참조해 주십시오.
z 예약 자동 업데이트 시각이 Central Admin Console 과 Admin Tool 양쪽에 설정되
어 있으면, 가장 최신의 설정이 사용 가능합니다.

3. [OK] 버튼을 누릅니다.
 입력된 정보가 설정됩니다.
 [Central Admin] 이 유효하면 스캐너 정보가 Central Admin Server 로 보내집니
다.
처리에 성공하면 [Scanner Central Admin Server 등록 상태 ] 가 [ 등록 ] 으로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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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9. 3 Central Admin Server 설정하기 ( 세부 사항 )

Touch
Panel

Central Admin
Console

그리고나서 스캐너 검색을 설정하여 중앙 관리를 유효로 합니다.

1. [네트워크 관리자] 아래의 [Scanner Central Admin Server 세부 사항]을 선택
합니다.
 [Scanner Central Admin Server 세부 사항 ] 화면이 표시됩니다.

2. 각 항목을 지정합니다.
3. [OK] 버튼을 누릅니다.
 입력된 정보가 설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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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0 인증 서버 설정하기
4. 10. 1로그인 LDAP 서버 설정하기

Tou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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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tral Admin
Console

로그인 LDAP 서버가 설정되면 사용자 인증을 확인합니다.

1. [ 인증 서버 ] 아래의 [ 로그인 LDAP 서버 ] 를 선택합니다.
 [ 로그인 LDAP 서버 ] 화면이 표시됩니다.

2. 각 항목을 지정합니다.
z [ 서버 종류 ] 에 [ 무효 ] 가 선택되어 있을 경우 :
LDAP 서버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OK] 버튼을 누르고, 설정을 확인합니다.
z [ 서버 종류 ] 에 [ 그외 LDAP 서버 ] 가 선택되어 있을 경우 :
[LDAP 서버 액세스 인증 ] 에 LDAP 서버에 로그인한 사용자를 검색할 인증 사용
자명 및 암호를 입력합니다.
z [서버 종류]에 [Active Directory] 또는 [Active Directory Global Catalog]가 선택
되어 있을 경우 :
[LDAP 서버 액세스 인증 ] 에 Active Directory 의 인증 정보를 입력합니다.
z [ 기본 검색 (DN)] 에 입력하는 문자열과 LDAP 검색 대상과의 관련에 대한 보다 자
세한 내용은, "LDAP 검색 대상 " (117 페이지 ) 을 참조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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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LDAP 서버를 사용하여 연결을 확인하려면 [ 연결 ] 버튼을 누릅니다.
 [서버 종류]가 [Active Directory] 혹은 [Active Directory Global Catalog]인 경
우 [ 인증 ] 화면이 표시됩니다. LDAP 서버의 액세스를 확인하려면 관리자 세부
내용을 입력하고 [OK] 버튼을 누릅니다.

 [서버 종류]가 [그외 LDAP 서버]인 경우 [LDAP 서버 액세스 인증]에 입력된 정
보로 인증을 실행합니다.
 인증이 완료되고 연결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 로그인 LDAP 서버 ] 화면이 표
시됩니다.

4. [OK] 버튼을 누릅니다.
 입력된 정보가 설정됩니다.

116

4. 10 인증 서버 설정하기

■ LDAP 검색 대상
LDAP 서버 검색 범위와 검색 방법은 LDAP 서버 연결 또는 기본 검색 (DN) 설정에 따라
다릅니다. ("4. 10. 1 로그인 LDAP 서버 설정하기 " (115 페이지 ) 의 순서 2)
각 설정에서 LDAP 검색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z LDAP 서버와 연결하는 경우 (순서 2에서 [Active Directory] 또는 [그 외 LDAP 서
버 ] 가 선택될 때 )
다음은 [ 기본 검색 (DN)] 을 입력할 때의 예 ( 도메인명이 example.com 일 경우 )
입니다. 문자열은 가변의 이탤릭체로 표시됩니다.
LDAP
example.com

Administrator
A
B

CN

OU

OU

A

C
D

OU

B

E

다음에서는 검색 대상을 설명하기 위해 Active Directory 를 예로 사용합니다.
예 1: (administrator, 사용자 A, 사용자 B) 를 검색할 때
CN=Users, DC=example, DC=com
Active Directory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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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2: ( 사용자 C, 사용자 D, 사용자 E) 를 검색할 때
OU=department, DC=example, DC=com
Active Directory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 3: ( 사용자 C, 사용자 D) 를 검색할 때
OU=section A, OU=department, DC=example, DC=com
Active Directory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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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4: 모든 사용자를 검색할 때
[ 기본 검색 (DN)] 설정이 없거나 DC=example, DC=com 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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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 Global Catalog 서버와 연결하는 경우 ( 순서 2 에서 [Active Directory Global
Catalog] 가 선택될 때 )
다음은 [ 기본 검색 (DN)] 을 입력할 때의 예 ( 상위 도메인 이름이 example. com
이며 하위 도메인 이름이 sub.example.com 일 경우 ) 입니다. 문자열은 가변의 이
탤릭체로 표시됩니다.

LDAP
㇠㟝㣄G㸼ὤ⮹
example.com

SAM ᷸㥉⮹
CN

Administrator 01
A
A
A@example.com
B
A

C
D

B

E

OU

sub.example.com

CN

Administrator 02

H
H
H@sub.example.com

J
K

OU
ㇵ⺴aGzhtG᷸㥉⮹
䚌⺴aG㇠㟝㣄G㸼ὤ⮹

L

예 : 전체 도메인에서 검색할 때
[ 기본 검색 (DN)] 설정이 없거나 DC=example, DC=com 일 경우
동일한 일반 사용자 로그인의 사용 가능성은 SAM 계정명 또는 사용자 초기명
을 로그인 이름으로 사용하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다음에 표시된 것과 같이 달
라집니다.
로그인 이름
일반 사용자

사용자 A

사용자 H

로그인 가능성

위 : SAM 계정명
아래 : 사용자 초기명
사용자 A

예

userA@example. com

예

사용자 H

—

userH@sub. example. com

예

예 : 가능 —: 불가
SAM 계정명은 Active Directory 사용자 로그인 이름 (sAMAccountName) 입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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힌트
도메인 이름으로 SAM 계정명을 지정할 경우 " 도메인 _ 이름 \SAM_ 계정 _ 명 " 으
로 기술합니다.

사용자 초기명은 Active Directory 사용자 로그인 이름 (userPrincipalName) 입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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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0. 2전자 메일 LDAP 서버 설정하기

Touch
Panel

Central Admin
Console

전자 메일 LDAP 서버가 설정되면 [ 전자 메일 주소 ] 화면에서 LDAP 목록 내에서 검색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1. [ 인증 서버 ] 아래의 [ 전자 메일 LDAP 서버 ] 를 선택합니다.
 [ 전자 메일 LDAP 서버 ] 윈도우가 표시됩니다.

2. 각 항목을 지정합니다.
z [ 서버 종류 ] 에 [ 무효 ] 가 선택되어 있을 경우 :
LDAP 서버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OK] 버튼을 누르고, 설정을 확인합니다.
z [ 서버 종류 ] 에 [ 그외 LDAP 서버 ] 가 선택되어 있을 경우 :
[LDAP 서버 액세스 인증 ] 에 LDAP 서버에 로그인한 사용자를 검색할 인증 사용
자명 및 암호를 입력합니다.
z [서버 종류]에 [Active Directory] 또는 [Active Directory Global Catalog]가 선택
되어 있을 경우 :
[LDAP 서버 액세스 인증 ] 에 Active Directory 의 인증 정보를 입력합니다.
z [ 기본 검색 (DN)] 에 입력하는 문자열과 LDAP 검색 대상과의 관련에 대한 보다 자
세한 내용은, "LDAP 검색 대상 " (117 페이지 ) 을 참조해 주십시오.

3. [OK] 버튼을 누릅니다.
 입력된 정보가 설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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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0. 3스키마 설정하기

Central Admin
Console

Touch
Panel

전자 메일 주소록에서 LDAP 검색을 위한 LDAP 서버 스키마와 검색 항목을 연관시킵니
다.

1. [ 인증 서버 ] 아래의 [ 스키마 ] 를 선택합니다.
 [ 스키마 ] 화면이 표시됩니다.

2. 검색 항목과 스키마를 연관시킵니다.
3. [OK] 버튼을 누릅니다.
 입력된 정보가 설정됩니다.
주의
전자 메일 LDAP 서버를 사용하려면 로그인 사용자 계정을 사용합니다. 로그인 LDAP 서버와 전
자 메일 LDAP 서버가 다르면, 도메인 설정 또는 로그인 사용자 형식에 따라 전자 메일 LDAP 서
버를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LDAP 검색 대상 " (117 페이지 ) 를 참
조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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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0. 4LDAP 검색 항목 설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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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AP 검색 조건을 설정합니다.
LDAP 검색 조건은 [ 메일 주소록 ] 화면의 LDAP 목록에 표시되는 버튼 ( 왼쪽 또는 오른
쪽 ) 에 지정된 검색 조건입니다.
버튼을 예를 들면, [ 성 ] 및 [ 이름 ] 버튼의 경우 다음 화면과 같습니다.

검색 조건 버튼을 눌러서 버튼에 지정되어 있는 검색 조건에 따라서 전자 메일 주소록에
등록되어 있는 전자 메일 주소의 표시 순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메일 주소록 ] 화면 - [LDAP 목록 ] 탭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5.4.1 메일 주소록
에서전자 메일 대상 선택하기 " (233 페이지 ) 를 참조해 주십시오.

1. [ 인증 서버 ] 아래의 [LDAP 검색 조건 ] 을 선택합니다.
 [LDAP 검색 조건 ] 화면이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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힌트
다음 표는 [LDAP 검색 조건 ] 화면 설정과 [ 메일 주소록 ] 화면 - [LDAP 목록 ] 탭의 검
색 조건 버튼 사이의 대응 관계를 표시합니다.
z 왼쪽 버튼
[LDAP 목록 ] 탭에서 왼쪽 버튼의 설정에 해당합니다.

z 가운데 버튼
[LDAP 목록 ] 탭에서 가운데 버튼의 설정에 해당합니다.

2. 각 항목을 지정합니다.
3. [OK] 버튼을 누릅니다.
 입력된 정보가 설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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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1 전자 메일과 관련된 설정 구성하기
4. 11. 1SMTP 서버 설정하기

Central Admin
Console

Touch
Panel

1. [ 전자 메일 ] 아래의 [SMTP 서버 ] 를 선택합니다.
 [SMTP 서버 ] 화면이 표시됩니다.

2. 각 항목을 지정합니다.
3. [OK] 버튼을 누릅니다.
 입력된 정보가 설정됩니다.

126

4. 11 전자 메일과 관련된 설정 구성하기

4. 11. 2SMTP 서버 설정하기 ( 확장 )

Tou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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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tral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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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전자 메일 ] 아래의 [SMTP 서버 확장 ] 을 선택합니다.
 [SMTP 서버 확장 ] 화면이 표시됩니다.

2. 각 항목을 지정합니다.
3. [OK] 버튼을 누릅니다.
 입력된 정보가 설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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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1. 3전자 메일 보내기

Central Admin
Console

Touch
Panel

스캔 이미지를 메일로 보내는 경우 [ 전자 메일 보내기 ] 화면을 설정합니다. 전자 메일을
보낸 다음 사용하는 문자열 인코딩을 설정합니다.

1. [ 전자 메일 ] 아래의 [ 전자 메일 보내기 ] 를 선택합니다.
 [ 전자 메일 보내기 ] 화면이 표시됩니다.

2. 각 항목을 지정합니다.
3. [OK] 버튼을 누릅니다.
 입력된 정보가 설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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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1. 4스캔 데이터를 전자메일에 첨부할 때 파일 이름 형식 설정하기
Touch
Panel

Central Admin
Console

스캔된 데이터를 전자 메일에 첨부할 때 사용하는 파일명 형식을 설정합니다.
여기서 지정된 파일명은 [ 전자 메일 보내기 ] 의 [ 파일명 ] 입력 필드에 기본값으로 표시
됩니다.

1. [ 전자 메일 ] 아래의 [ 파일명 ( 전자 메일 )] 을 선택합니다.
 [ 파일명 ( 전자 메일 )] 화면이 나타납니다.

2. 각 항목을 지정합니다.
3. 파일명 형식을 확인합니다.
4. [OK] 버튼을 누릅니다.
 입력된 정보가 설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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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2 FAX 서버 설정하기

Touch
Panel

Central Admin
Console

FAX 서버를 설정합니다.

1. [FAX] 아래의 [Fax 서버 ] 를 선택합니다.
 [Fax 서버 ] 화면이 나타납니다.

2. 각 항목을 지정합니다.
[ 수신자 ] 의 수신 전자 메일 주소 및 [ 보낸 사람 ] 의 송신 전자 메일 주소를 입
력합니다.
전자 메일 주소 설정 값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B.1 전자 메일 주소의 설정
값 " (405 페이지 ) 을 참조해 주십시오.

3. [OK] 버튼을 누릅니다.
 입력된 정보가 설정됩니다.
주의
Internet FAX 를 사용하려면 본문의 암호와 같은 정보를 입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안을 향상
시키려면 관리자 화면에서 [SMTP 서버 ] 의 SSL 을 사용해 주십시오.
FAX 서비스가 SSL 을 지원할 필요가 있으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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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3 스캔 데이터를 저장하는 폴더의 설정
다음과 같은 폴더가 스캔 데이터를 저장하는 폴더로 설정됩니다.
z 네트워크 폴더
z FTP 서버 폴더
z SharePoint 폴더

4. 13. 1네트워크 폴더 설정

Central Admin
Console

Touch
Panel

네트워크 폴더 목록은 스캔된 데이터의 [ 저장 ] 대상으로 설정됩니다.
액세스 가능한 파일 서버 폴더라면 어느것이나 네트워크 폴더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총 합계 100 개까지의 네트워크 폴더와 FTP 서버의 폴더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FTP 서버의 설정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4.13.2 FTP 서버 폴더 설정하기 " (137 페
이지 ) 를 참조해 주십시오.
네트워크 폴더는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z 네트워크 트리 구조
네트워크 트리에서 네트워크 폴더를 선택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 네트워크 폴더 등록하기 ( 네트워크 트리 )" (132 페이지 ) 를
참조해 주십시오.
z 네트워크 경로
파일 서버 폴더의 경로 이름을 직접 입력하여 네트워크 폴더를 설정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 네트워크 폴더 등록하기 ( 네트워크 경로 )" (134 페이지 ) 를
참조해 주십시오.
네트워크 폴더에 저장하는 스캔 데이터의 파일명을 저장하는방법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
용은, "4. 13. 4 스캔 데이터를 저장할 때 파일 이름 형식 설정하기 " (145 페이지 ) 를 참조
해 주십시오.
주의
네트워크 폴더를 등록할 때 다음 사항을 주의합니다.
z 네트워크 폴더는 네트워크 경로로 등록됩니다. 네트워크 폴더가 공유되고 파일명을 포함하
는 전체 경로의 길이가 259 자를 초과하면 저장된 데이터 파일을 표시할 수 없습니다. 네트
워크 폴더를 등록하기 전에 (Windows), 전체 파일 경로 + 이름의 길이가 259 자를 초과할 가
능성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z 선택된 폴더가 찾아보기 운영체제의 언어와는 다른 언어를 사용하여 생성된 경우 네트워크
폴더가 올바르게 등록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인식할 수 없는 코드를 포함하기 때문에 네트워크 폴더명은 올바르게 표시되지 않습니다.
z 표시될 폴더 수가 많으면 표시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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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트워크 폴더 등록하기 ( 네트워크 트리 )
1. [ 저장 ] 아래의 [ 네트워크 폴더 ] 를 선택합니다.
 [ 네트워크 폴더 ] 화면이 나타납니다.

2. [ 추가 ] 버튼을 누릅니다.
 네트워크 프린터를 선택하는 화면이 표시됩니다.
주의
도메인 목록에 원하는 도메인이 표시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파일 서버의 경
로 이름을 직접 입력하거나 잠시 기다린 다음 네트워크 폴더의 추가 화면을 다시 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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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메인

을 선택합니다.

 네트워크 트리 구조와 하위 컴퓨터 이름이 표시됩니다.
인증 화면이 표시되는 경우에는, 유저명과 암호를 입력해 주십시오. 인증이 성공
적으로 이루어지면, 하위 컴퓨터 이름이 표시됩니다.

4. 컴퓨터

를 선택합니다.

 네트워크 트리 구조와 하위 네트워크 폴더 이름이 표시됩니다.
인증 화면이 표시되는 경우에는, 유저명과 암호를 입력해 주십시오. 인증이 성공
적으로 이루어지면, 하위 네트워크 폴더 이름이 표시됩니다.

5. 네트워크 폴더

를 선택합니다.

선택된 폴더가 열리며, 하위 폴더에 표시됩니다. 하위 폴더도 선택될 수 있습니
다 ( 부모 도메인을 포함하여 최고 7 레벨 구조 ).

6. [OK] 버튼을 누릅니다.
 선택된 네트워크 폴더가 네트워크 폴더 목록에 추가됩니다.
힌트
기본 네트워크 폴더 이름은 네트워크 트리 구조에서 선택된 이름과 동일합니다. 네트워
크 폴더 이름의 변경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 네트워크 폴더 이름 바꾸기 " (135 페
이지 ) 를 참조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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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트워크 폴더 등록하기 ( 네트워크 경로 )
1. [ 저장 ] 아래의 [ 네트워크 폴더 ] 를 선택합니다.
 [ 네트워크 폴더 ] 화면이 나타납니다.

2. [ 추가 ] 버튼을 누릅니다.
 네트워크 프린터를 선택하는 화면이 표시됩니다.

3. [ 네트워크 경로 ] 버튼을 누릅니다.
 네트워크 폴더를 추가하는 화면이 표시됩니다.

4. 각 항목을 지정합니다.
5. [OK] 버튼을 누릅니다.
 네트워크 폴더가 네트워크 폴더 목록에 추가됩니다.
주의
네트워크 폴더의 경로명의 시작에 도메인명을 지정해 줏비시오.
힌트
z 네트워크 폴더 이름은 이 화면에서 지정된 이름과 같습니다. 네트워크 폴더 이름의 변
경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 네트워크 폴더 이름 바꾸기 " (135 페이지 ) 를 참조해
주십시오.
z 인증 화면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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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트워크 폴더 이름 바꾸기
1. [ 저장 ] 아래의 [ 네트워크 폴더 ] 를 선택합니다.
 [ 네트워크 폴더 ] 화면이 나타납니다.

2. 이름을 바꿀 네트워크 폴더를 선택합니다.
3. [ 편집 ] 버튼을 누릅니다.
 네트워크 프린터를 편집하는 화면이 표시됩니다.

4. 폴더 이름을 입력합니다.
5. [OK] 버튼을 누릅니다.
 네트워크 폴더 이름이 바뀝니다.

■ 네트워크 폴더 제거하기
1. [ 저장 ] 아래의 [ 네트워크 폴더 ] 를 선택합니다.
 [ 네트워크 폴더 ] 화면이 나타납니다.

2. 폴더 목록에서 제거할 네트워크 폴더를 선택합니다.
3. [ 제거 ] 버튼을 누릅니다.
 네트워크 프린터를 제거하는 화면이 표시됩니다.

4. 제거할 네트워크 폴더의 상세 정보가 바른지 확인하고 [ 예 ] 버튼을 누릅니다.
 선택된 네트워크 폴더가 네트워크 폴더 목록에서 제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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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트워크 폴더 세부 정보 보기
1. [ 저장 ] 아래의 [ 네트워크 폴더 ] 를 선택합니다.
 [ 네트워크 폴더 ] 화면이 나타납니다.

2. 원하는 네트워크 폴더를 폴더 목록에서 선택합니다.
3. [ 세부사항 ] 버튼을 누릅니다.
 선택된 네트워크 폴더의 정보가 화면에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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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3. 2FTP 서버 폴더 설정하기

Touch
Panel

Central Admin
Console

FTP 서버 폴더 목록은 스캔된 데이터의 [ 저장 ] 대상으로 설정됩니다.
총 합계 100 개 까지의 FTP 서버 폴더와 네트워크 폴더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폴더의 설정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4. 13. 1 네트워크 폴더 설정 " (131 페
이지 ) 을 참조해 주십시오.
FTP 서버 폴더에 저장하는 스캔 데이터의 파일명 설정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4. 13. 4 스캔 데이터를 저장할 때 파일 이름 형식 설정하기 " (145 페이지 ) 를 참조해 주
십시오.
주의
FTP 서버 폴더를 등록할 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해 주십시오.
z FTP 서버 폴더는 네트워크 경로로 등록됩니다. FTP 서버 폴더가 공유되고 파일명을 포함하
는 전체 경로의 길이가 259 자를 초과하면 저장된 데이터 파일을 표시할 수 없습니다. FTP
서버 폴더를 등록하기 전에, 전체 파일 경로 + 이름의 길이가 259 자를 초과할 가능성은 없
는지 확인합니다.
z 선택된 폴더가 찾아보기 운영체제의 언어와는 다른 언어를 사용하여 작성된 경우 FTP 서버
폴더가 올바르게 등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식할 수 없는 코드를 포함하기 때문에 FTP 서버 폴더명은 올바르게 표시되지 않습니다.
z FTP 경로, 유저명, 암호에는 " \ / : ; * ? " < > | # & %"의 예외 기호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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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TP 서버 폴더 등록하기
1. [ 저장 ] 아래의 [FTP 서버 폴더 ] 를 선택합니다.
 [FTP 서버 폴더 ] 화면이 표시됩니다.

2. [ 추가 ] 버튼을 누릅니다.
 FTP 서버 폴더를 설정하는 화면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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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각 항목을 지정합니다.
[ 프록시 서버 ] 화면에서 프록시 서버를 설정한 경우에만 [ 프록시 ] 설정이 유효합
니다. 프록시 서버 설정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4.7.5 프록시 서버 설정하기 "
(106 페이지 ) 를 참조해 주십시오.

4. [OK] 버튼을 누릅니다.
 FTP 서버에 접속하려면 사용자 인증이 요구될 수도 있습니다. 사용자명 및 암호
가 유효할 경우, [FTP 서버 폴더 ] 화면이 다시 한번 표시되고 FTP 서버 폴더가
설정됩니다.

■ FTP 서버 폴더 설정 변경하기
1. [ 저장 ] 아래의 [FTP 서버 폴더 ] 를 선택합니다.
 [FTP 서버 폴더 ] 화면이 표시됩니다.

2. 변경할 FTP 서버 폴더를 선택합니다.
3. [ 편집 ] 버튼을 누릅니다.
 FTP 서버 폴더를 편집하는 화면이 표시됩니다.

4. 설정을 변경합니다.
5. [OK] 버튼을 누릅니다.
 변경된 설정이 적용됩니다.

■ FTP 서버 폴더 제거하기
1. [ 저장 ] 아래의 [FTP 서버 폴더 ] 를 선택합니다.
 [FTP 서버 폴더 ] 화면이 표시됩니다.

2. 폴더 목록에서 제거할 FTP 서버 폴더를 선택합니다.
3. [ 제거 ] 버튼을 누릅니다.
 FTP 서버 폴더를 제거하는 화면이 표시됩니다.

4. 제거할 FTP 서버 폴더가 맞는지 상세 정보를 확인하고, [예] 버튼을 누릅니다.
 선택된 FTP 서버 폴더가 FTP 서버 폴더 목록에서 제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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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TP 서버 폴더 세부 내용 보기
1. [ 저장 ] 아래의 [FTP 서버 폴더 ] 를 선택합니다.
 [FTP 서버 폴더 ] 화면이 표시됩니다.

2. 폴더 목록에서 원하는 FTP 서버 폴더를 선택합니다.
3. [ 세부사항 ] 버튼을 누릅니다.
 선택된 FTP 서버 폴더의 정보가 화면에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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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3. 3SharePoint 폴더 설정

Central Admin
Console

Touch
Panel

SharePoint 폴더 목록은 스캔된 데이터의 [Scan to SharePoint] 대상으로 설정됩니다.
SharePoint 폴더에 저장하는 스캔 데이터의 파일명 설정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
은,"4.13.4 스캔 데이터를 저장할 때 파일 이름 형식 설정하기 " (145 페이지 ) 를 참조해
주십시오.

■ SharePoint 폴더 등록하기
1. [SharePoint 폴더 ] 아래의 [SharePoint 폴더 ] 를 선택합니다.
 [SharePoint 폴더 ] 화면이 표시됩니다.

2. [Scan to SharePoint] 옵션은 사용자가 SharePoint 폴더에 스캔된 데이터를
저장 가능한지의 여부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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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추가 ] 버튼을 누릅니다.
 SharePoint 사이트의 목록이 표시됩니다.

4. [URL] 필드에서 SharePoint 서버 사이트의 URL 을 지정합니다.
또한 목록 버튼을 눌러 지정된 URLs 에서 URL 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5. [ 연결 ] 버튼을 누릅니다.
 [ 로그인 ] 화면이 나타납니다.
유저명, 암호, 도메인명을 입력하여 SharePoint 서버에 로그인하고 [OK] 버튼을
누릅니다.
z 유저명은 최대 256 자까지 입력할 수 있습니다.
z 암호는 최대 256 자까지 입력할 수 있습니다. [ 유저명 ] 및 [ 암호 ] 의 경우
대 / 소문자 구분됩니다.
z 도메인 그룹 이름은 최대 64 자까지 입력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이 성공하면, SharePoint 사이트 목록 영역에는 사용 가능한 SharePoint
서버 사이트 및 폴더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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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SharePoint 사이트 목록에서 저장 대상이 되는 폴더를 선택하고, [OK] 버튼을
누릅니다.
 [SharePoint 폴더 ] 화면이 다시 표시되고 지정된 폴더가 [Scan to SharePoint
폴더 ] 에 추가됩니다.
주의
z Central Admin Server 에서 SharePoint 폴더를 설정하려면 .NET Framework 3.0 서비
스 팩 1 이상을 Central Admin Server 에 설치한 다음 다시 시작해 주십시오.
z Central Admin Server 에 . NET Framework 3. 0 서비스 팩 1 이상이 설치되지 않으면
Central Admin Server 에서 SharePoint 폴더를 설정할 수 없습니다.
z SharePoint 2010의 경우 서버를 표시하기 위해 전체 도메인이 사용되면 실제 사이트와
동일한 이름을 가진 사이트가 실제 사이트 밑에 표시됩니다.
이럴 경우, 다음과 같이 SharePoint 설정을 변경해 주십시오.
1. [Central Administration] 을 엽니다.
2. [ 옵션 ] 밑의 [ 대체 액세스 매핑 ] 을 선택합니다.
3. [ 공용 URL 편집 ] 을 선택합니다.
4. [ 기본값 ] 에 표시되는 전체 도메인의 URL 을 변경합니다.
5. [ 저장 ] 을 선택합니다.

■ SharePoint 폴더 이름 바꾸기 ( 표시명 )
1. [SharePoint 폴더 ] 아래의 [SharePoint 폴더 ] 를 선택합니다.
 [SharePoint 폴더 ] 화면이 표시됩니다.

2. [Scan to SharePoint 폴더 ] 목록에서 이름을 변경할 SharePoint 폴더를 선택
합니다.
3. [ 편집 ] 버튼을 누릅니다.
 [Scan to SharePoint 폴더 세부 사항 ] 화면이 표시됩니다.

4. 선택된 SharePoint 폴더의 표시 이름을 입력합니다.
5. [OK] 버튼을 누릅니다.
 SharePoint 폴더 이름이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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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arePoint 폴더 제거
1. [SharePoint 폴더 ] 아래의 [SharePoint 폴더 ] 를 선택합니다.
 [SharePoint 폴더 ] 화면이 표시됩니다.

2. [Scan to SharePoint 폴더 ] 목록에서 제거할 폴더를 선택합니다.
3. [ 제거 ] 버튼을 누릅니다.
 선택한 SharePoint 폴더의 제거 확인 화면이 표시됩니다.

4. 제거하는 폴더가 올바른지 확인하고, [ 예 ] 버튼을 누릅니다.
 SharePoint 폴더가 제거됩니다.

■ SharePoint 폴더 세부 정보 보기
1. [SharePoint 폴더 ] 아래의 [SharePoint 폴더 ] 를 선택합니다.
 [SharePoint 폴더 ] 화면이 표시됩니다.

2. [Scan to SharePoint 폴더 ] 목록에서 원하는 SharePoint 폴더를 선택합니다.
3. [ 세부사항 ] 버튼을 누릅니다.
 선택된 SharePoint 폴더의 정보가 화면에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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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3. 4스캔 데이터를 저장할 때 파일 이름 형식 설정하기
Touch
Panel

Central Admin
Console

파일 이름 형식은 스캔 데이터를 네트워크 폴더, FTP 서버 폴더, SharePoint 폴더에 저장
할 때 설정 가능합니다.
지정된 파일 이름 형식은 [ 저장 ] 또는 [Scan to SharePoint] 윈도우의 [ 파일명 ] 입력
란에서 일반 사용자의 기본값으로 사용됩니다.

1. 다음 조작 중 어느 하나를 실행해 주십시오.
z 네트워크 폴더 또는 FTP 서버 폴더의 경우
[ 저장 ] 아래의 [ 파일명 ( 저장 )] 을 선택합니다.
z SharePoint 폴더의 경우
[SharePoint 폴더 ] 아래의 [ 파일명 ( 저장 )] 을 선택합니다.
 [ 파일명 ( 저장 )] 화면이 표시됩니다.
다음의 설명은 [ 저장 ] 을 예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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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각 항목을 지정합니다.
힌트
일련 번호를 추가하는 경우 다음과 같습니다.
z 일련 번호는 1 에서 시작합니다. 파일명에 일련 번호를 포함하는 파일이 존재하는 경우
가장 큰 값을 따르는 일련 번호가 사용됩니다.
예를 들면 파일명이 "A", 일련 번호가 3 자리수가 추가되도록 설정되고 "A001. pdf" 또
는 "A004. pdf" 가 이미 존재할 경우 일련 번호는 다음의 순서대로 할당됩니다.
"A005. pdf", "A006. pdf", "A007. pdf", "A008. pdf"...
파일명 "A002. pdf" 또는 "A003. pdf" 를 건너뜁니다.
z 일련 번호가 [일련 번호]의 설정을 초과할 경우 파일명은 다음 자리수를 사용하여 할당
됩니다.
예를 들어, 파일명이 "A", 일련 번호가 3 자리수가 추가되도록 설정되고 "A001. pdf" 또
는 "A998. pdf" 가 이미 존재할 경우, 일련 번호는 다음의 순서대로 할당됩니다.
"A999. pdf", "A1000. pdf", "A1001. pdf", "A1002. pdf"...
z 최대 일련 번호는 "4294967295" 입니다. 이것을 초과하면 사용하지 않은 최소 번호가
일련 번호에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파일명이 "A", 일련 번호가 3 자리수가 추가되도록 설정되고 "A001. pdf" 또
는 "A003. pdf", "A4294967295. pdf" 가 이미 존재할 경우, 일련 번호는 다음의 순서대
로 할당됩니다.
"A002. pdf", "A004. pdf", "A005. pdf", "A006. pdf"...
z 복수 문서를 한 번에 스캔할 경우 연속 번호가 JPEG 파일명, 단일 페이지 TIFF 파일명
및 단일 페이지 PDF 파일명에 추가될 수 있습니다.
JPEG 파일명, 단일 페이지 TIFF 파일명 및 단일 페이지 PDF 파일명에 번호가 추가되지
만 ( 파일 당 하나의 이미지 ) 복수 페이지 PDF 파일명 또는 복수 페이지 TIFF 파일명에
는 추가되지 않습니다. ( 파일 당 복수 이미지 )
예를 들어 복수 파일이 단일 페이지 TIFF 파일, 단일 페이지 PDF 파일 또는 JPEG 파일
로 저장될 경우 번호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의 끝에 순서대로 추가됩니다.
"abc-0001. tif" "abc-0001. pdf" "abc-0001. jpg"

3. 파일명 형식을 확인합니다.
4. [OK] 버튼을 누릅니다.
 파일명 형식이 설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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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4 네트워크 프린터 설정하기

Touch
Pa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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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에 연결된 프린터를 네트워크 프린터로 설정합니다.
다음 방법 중 하나로 네트워크 프린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a) 프린터 서버를 통해 네트워크 프린터 설정하기
(b) 프린터 서버 없이 네트워크 프린터 설정하기

(a) 프린터 서버를 통해 네트워크 프린터 설정하기
프린터 서버를 통해 네트워크 프린터를 설정합니다. 설정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프린터 드라이버 점검하기
보다 자세한 내용은, " 프린터 드라이버 점검하기 " (150 페이지 ) 를 참조해 주십
시오.

2. 프린터 속성을 설정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 프린터 속성 설정하기 ( 프린트 서버 경유 )" (151 페이지 ) 를
참조해 주십시오.

3. 네트워크 프린터를 등록합니다.
네트워크 프린터를 최대 100 개까지 등록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프린터는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z 네트워크 트리 구조
네트워크 트리에서 네트워크 프린터를 선택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 네트워크 프린터 등록하기 ( 네트워크 트리 ) ( 프린트 서
버 경유 )" (154 페이지 ) 를 참조해 주십시오.
z 네트워크 경로
네트워크 프린터 경로명을 직접 입력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 네트워크 프린터 등록하기 ( 네트워크 경로 )" (156 페이
지 ) 를 참조해 주십시오.
순서 4 에 대해서는 (a) 를 참조해 주십시오.
주의
z 프린터 설정, 네트워크 프린터 추가 방법 및 그 외 주의 사항에 대한 정보는 사전에 프린터
설명서를 참조해 주십시오.
z 인쇄하기 전에 드라이버에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었는지 확인합니다.
z 가상 프린터를 설정하지 마십시오.
z 다른 프린터 서버에 연결된 프린터를 네트워크 프린터로 여러 차례 등록해야 할 경우 드라이
버의 소프트웨어 버전은 각 프린터 서버에서 동일해야 합니다.
프린터 드라이버의 소프트웨어 버전이 다를 경우 인쇄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z 프린터의 공유 이름에 세로선 (|) 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네트워크 프린터로 등록할 수 없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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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프린터 서버 없이 네트워크 설정하기
직접 인쇄하기 위해 프린트 서버가 없는 네트워크 프린터를 설정합니다.
주의
컴퓨터의 스캐너에서 프린터 드라이버를 설치하려면 미리 네트워크 프린터가 공개된 컴퓨터를
준비해야 됩니다.

다음 방법 중 하나로 프린터 서버 없이 네트워크 프린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b-1) 네트워크 프린터가 공개되어 있고 드라이버를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에서 드라
이버를 다운로드 하기
(b-2) 네트워크 프린터를 등록한 다음 네트워크 프린터의 드라이버를 선택하기
설정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b-1) 네트워크 프린터가 공개되어 있고 드라이버를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에서 드라이버
를 다운로드 하기

1. 네트워크 프린터로 프린터가 등록된 컴퓨터를 준비합니다.
2. 프린터 드라이버를 확인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 프린터 드라이버 점검하기 " (150 페이지 ) 를 참조해 주십시오.

3. 프린터 이름 또는 프린터의 IP 주소를 확인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 프린터의 이름 또는 프린터의 IP 주소 확인하기 ( 직접 인쇄의 경
우 )" (153 페이지 ) 를 참조해 주십시오.

4. 프린터 서버 없이 네트워크 프린터를 등록합니다.
네트워크 프린터의 각 설정 항목을 직접 입력합니다.
최대 100 대의 네트워크 프린터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 네트워크 프린터 등록하기 ( 네트워크 경로 )" (156 페이지 ) 를 참

조해 주십시오.
순서 4 에 대해서는 (b-1) 을 참조해 주십시오.
주의
z 프린터 서버 없이 네트워크 프린터를 등록하려면 등록하려는 프린터가 켜져 있어야 합니다.
z 프린터 서버 없이 네트워크 프린터를 등록하는 경우 프린터가 네트워크 프린터로 등록된 컴
퓨터의 자동 모드에서 자동으로 설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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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 네트워크 프린터를 등록한 다음 네트워크 프린터의 드라이버를 선택하기
[ 프린터 목록 ] 에 등록된 네트워크 프린터의 관련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프린터 서
버 없이 네트워크 프린터를 추가하는 경우 새로운 네트워크 프린터를 등록할 필요
는 없습니다.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힌트
새로운 네트워크 프린터를 등록하려면 "(a) 프린터 서버를 통해 네트워크 프린터 설정하
기 " (147 페이지 ) 또는 "(b-1) 네트워크 프린터가 공개되어 있고 드라이버를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에서 드라이버를 다운로드 하기 " (148 페이지 ) 를 참조해 주십시오.

1. 프린터 이름 또는 프린터의 IP 주소를 확인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 프린터의 이름 또는 프린터의 IP 주소 확인하기 ( 직접 인쇄의 경
우 )" (153 페이지 ) 를 참조해 주십시오.

2. 프린터의 드라이버 이름을 확인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 프린터의 드라이버명 확인하기 ( 직접 인쇄의 경우 )" (153 페이지 )
를 참조해 주십시오.

3. 프린터 서버 없이 네트워크 프린터를 등록합니다.
네트워크 프린터의 각 항목의 설정을 직접 입력합니다.
100 개의 네트워크 프린터까지 등록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 네트워크 프린터 등록하기 ( 네트워크 경로 )" (156 페이지 ) 를 참
조해 주십시오. 순서 4 관해서는 (b-2) 를 참조해 주십시오.
주의
컴퓨터에서 프린터 서버 없이 설정하여 사용한 네트워크 프린터 설정을 삭제하지 말아 주
십시오. 설정이 제거되면 해당 스캐너 또한 스캐너에서 제거되며, 프린트할 때 오류의 원
인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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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린터 드라이버 점검하기
프린트 서버에 설치된 드라이버는 Windows 8 과 호환되어야 합니다.
다음 절차를 사용하여 프린트 서버가 설치된 드라이버가 Windows 8 과 호환되는 드라이
버인지 확인합니다.
프린트 서버가 프린터가 네트워크 프린터로서 등록된 컴퓨터인지 확인해 주십시오.

1. 프린트 서버의 제어판 화면에서 [ 장치 및 프린터 보기 ] 를 선택합니다.
 [ 장치 및 프린터 ] 화면이 표시됩니다.

2. 프린터 오른쪽을 클릭하고 [ 프린터 속성 ] 을 선택합니다.
 프린터 속성이 나타납니다.

3. [ 공유 ] 탭에서 [ 추가 드라이버 ] 를 누릅니다.
 [ 추가 드라이버 ] 화면이 표시됩니다.

4. 타입으로 [유형 3 - 사용자 모드] 또는 [유형 4 - 사용자 모드]가 선택된 프로
세스 [x86] 의 설치 상태가 [ 예 ] 인지 확인해 주십시오.

z [설치됨] 상태가 [예]이면 드라이버는 이미 설치되어 있으며 프린터를 네트워
크 프린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취소 ] 버튼을 누릅니다.
z 설치 상태가 [아니요]일 경우 타입으로 [유형 3 - 사용자 모드] 또는 [유형 4 사용자 모드 ] 가 선택된 [x86] 를 선택하고 [OK] 버튼을 누릅니다.
 Windows 8 호환 드라이버가 설치됩니다.

150

4. 14 네트워크 프린터 설정하기

■ 프린터 속성 설정하기 ( 프린트 서버 경유 )
다음 순서에 따라서 프린터를 설정합니다.

1. 프린트 서버의 제어판 화면에서 [ 장치 및 프린터 보기 ] 를 선택합니다.
 [ 장치 및 프린터 ] 화면이 표시됩니다.

2. 프린터 오른쪽을 클릭하고 [ 프린터 속성 ] 을 선택합니다.
 프린터 속성이 나타납니다.

3. [ 고급 ] 탭에서 [ 기본값으로 인쇄 ] 버튼을 누릅니다.
 인쇄 기본값 화면이 표시됩니다.

4. 프린터의 설정을 변경합니다.
힌트
속성 설정의 개별 구성시 프린트 서버에 프린터를 추가할 것을 권장합니다. 예를 들어 한 대의
프린터만을 사용하는 경우, 컬러 인쇄용과 흑백 인쇄용과 같이 다른 사용 목적에 따라 프린터
서버에 프린터를 추가해야 합니다.
컬러 인쇄의 경우 프린터 추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프린트 서버의 제어판 화면에서 [ 장치 및 프린터 보기 ] 를 선택합니다.
 [ 장치 및 프린터 ] 화면이 표시됩니다.
2. [ 프린터 추가 ] 버튼을 누릅니다.
 [ 프린터 추가 ] 마법사가 표시됩니다.
3. [ 현재 설치되어 있는 드라이버 사용 ] 화면이 표시될 때까지 현재 화면의 지시를 따릅
니다.
4. [ 현재 설치되어 있는 드라이버 사용 ( 권장 )] 을 선택하고 [ 다음 ] 버튼을 누릅니다.

5. [ 프린터 공유 ] 가 표시될 때까지 현재 화면의 지시를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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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유명을 지정합니다.

스캐너의 화면에 공유 이름이 표시되면 프린터의 이름을 다음과 같은 속성 설정의 내용
을 나타내는 이름으로 지정할 것을 권장합니다.

 이 순서 다음에 현재 화면의 지시를 따릅니다.
 프린터 추가가 완료된 후 프린터가 [ 장치 및 프린터 보기 ] 화면에 추가됩니다.
7. 추가된 프린터를 오른쪽을 클릭하고 [ 프린터 속성 ] 을 선택합니다.
 프린터 속성이 나타납니다.
8. [ 고급 ] 탭에서 [ 기본값으로 인쇄 ] 버튼을 누릅니다.
 인쇄 기본값 화면이 표시됩니다.
9. 프린터 설정 화면에서 컬러 모드를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프린터 서버에서 컬러 인쇄용으로 설정된 프린터가 스캐너 프린터 목록에 추가되면
사용자는 이미 컬러 인쇄용으로 설정된 이 프린터를 사용하도록 지정할 수 있습니다.
프린터를 스캐너 프린터 목록에 추가하는 방법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 네트워크 프린터
등록하기 ( 네트워크 트리 ) ( 프린트 서버 경유 )" (154 페이지 ) 또는 " 네트워크 프린터 등록하
기 ( 네트워크 경로 )" (156 페이지 ) 를 참조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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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린터의 이름 또는 프린터의 IP 주소 확인하기 (직접 인쇄의 경우)
프린터 이름 또는 네트워크 프린터의 IP 주소를 확인하려면 네트워크 프린터가 등록되어
있는 프린트 서버의 프린터 설정을 참조해 주십시오.

1. 프린트 서버의 제어판에서 [ 장치 및 프린터 보기 ] 를 선택합니다.
[ 장치 및 프린터 ] 화면이 표시됩니다.

2. 프린터를 오른쪽 클릭하고 [ 프린터 속성 ] 을 선택합니다.
 프린터 속성이 표시됩니다.

3. [ 포트 ] 탭에서 네트워크 프린터의 포트를 선택하고 [ 포트 구성 ] 을 누릅니다.
[ 표준 TCP/IP 포트 모니터 구성 ] 화면이 표시됩니다.

4. [ 프린터 이름 또는 IP 주소 ] 내용을 확인합니다.

■ 프린터의 드라이버명 확인하기 ( 직접 인쇄의 경우 )
네트워크 프린터의 드라이버명을 확인하려면 네트워크 프린터가 등록되어 있는 프린트
서버의 프린터 설정을 참조해 주십시오.

1. 프린트 서버의 제어판에서 [ 장치 및 프린터 보기 ] 를 선택합니다.
[ 장치 및 프린터 ] 화면이 표시됩니다.

2. 프린터를 오른쪽 클릭하고 [ 프린터 속성 ] 을 선택합니다.
 프린터 속성이 표시됩니다.

3. [ 고급 ] 탭을 선택합니다.
4. [ 드라이버 ] 내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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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트워크 프린터 등록하기 ( 네트워크 트리 ) ( 프린트 서버 경유 )
1. [ 인쇄 ] 아래의 [ 네트워크 프린터 ] 를 선택합니다.
 [ 네트워크 프린터 ] 화면이 표시됩니다.

2. [ 추가 ] 버튼을 누릅니다.
 네트워크 프린터를 선택하는 화면이 표시됩니다.
주의
프린터 네트워크에 일부 도메인이 표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네트워크 프린
터 경로명을 직접 입력하거나 잠시 기다린 다음 네트워크 프린터 선택 화면을 다시 엽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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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메인

을 선택합니다.

 네트워크 트리 구조와 하위 컴퓨터 이름이 표시됩니다.
인증 화면이 표시되는 경우에는, 유저명과 암호를 입력해 주십시오. 인증이 성공
적으로 이루어지면, 하위 컴퓨터 이름이 표시됩니다.

4. 컴퓨터

를 선택합니다.

 네트워크 트리 구조와 하위 네트워크 프린터 이름이 표시됩니다.
인증 화면이 표시되는 경우에는, 유저명과 암호를 입력해 주십시오. 인증이 성공
적으로 이루어지면 하위 네트워크 프린터 이름이 표시됩니다.

5. 네트워크 프린터

를 선택합니다.

선택된 폴더가 열리며, 하위 폴더에 표시됩니다. 하위 폴더도 선택될 수 있습니다
( 부모 도메인을 포함하여 최고 7 레벨 구조 ).

6. [OK] 버튼을 누릅니다.
 화면이 [네트워크 프린터] 화면으로 돌아가고 등록된 네트워크 프린터가 네트워
크 프린터 목록에 추가됩니다.
힌트
기본 네트워크 폴더 이름은 네트워크 트리 구조에서 선택된 이름과 동일합니다. 네트워크
프린터 이름의 변경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 네트워크 프린터 설정 변경하기 " (158
페이지 ) 를 참조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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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트워크 프린터 등록하기 ( 네트워크 경로 )
1. [ 인쇄 ] 아래의 [ 네트워크 프린터 ] 를 선택합니다.
 [ 네트워크 프린터 ] 화면이 표시됩니다.

2. [ 추가 ] 버튼을 누릅니다.
 네트워크 프린터를 선택하는 화면이 표시됩니다.

3. [ 네트워크 경로 ] 버튼을 누릅니다.
 네트워크 폴더를 추가하는 화면이 표시됩니다.

4. 네트워크 프린터의 설정 순서에 따라 각 항목을 지정합니다.
(a) 네트워크 프린터로서 프린트 서버로 연결된 공유 프린터를 등록하는 경우
[ 프린터 이름 ] 에서 이름 및 [ 네트워크 경로 ] 에서 경로를 입력합니다.
(b) 프린트 서버 없이 네트워크 프린터를 등록하는 경우
(b-1) 네트워크 프린터가 공개된 컴퓨터의 드라이버를 사용하기
[ 프린터 이름 ] 에서 이름, [ 네트워크 경로 ] 에서 경로 및 [ 프린트 서
버가 없는 네트워크 프린터의 프린터 이름 또는 IP 주소 ] 에서 이름 또
는 IP 주소를 입력합니다. 프린터 이름 또는 프린터의 IP 주소를 확인하
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 프린터의 이름 또는 프린터의 IP 주소
확인하기 ( 직접 인쇄의 경우 )" (153 페이지 ) 를 참조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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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 네트워크 프린터를 등록한 다음 네트워크 프린터의 드라이버를 선택하
기
[ 프린터 이름 ] 및 [ 프린트 서버가 없는 네트워크 프린터의 프린터 이
름 또는 IP 주소 ] 에서 이름을 입력하고 [ 프린트 서버가 없는 네트워크
프린터의 드라이버명 ] 에서 드리이버 이름을 선택합니다. 프린터 이름
또는 프린터의 IP 주소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 프린터
의 이름 또는 프린터의 IP 주소 확인하기 ( 직접 인쇄의 경우 )" (153 페
이지 ) 를 참조해 주십시오.
프린터의 드라이버 이름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 프린
터의 드라이버명 확인하기 ( 직접 인쇄의 경우 )" (153 페이지 ) 를 참조
해 주십시오.
힌트
터치 패널 및 Admin Tool 의 목록 상자에서 드라이버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Central
Admin Console 에서는 드라이버명을 직접 입력해야 하기 때문에 미리 드라이버명을 적
어 두십시오.

5. [OK] 버튼을 누릅니다.
 화면이 [네트워크 프린터] 화면으로 돌아가고 등록된 네트워크 프린터가 네트워
크 프린터 목록에 추가됩니다.
힌트
z 기본 네트워크 폴더 이름은 네트워크 트리 구조에서 선택된 이름과 동일합니다. 네트워
크 프린터 이름의 변경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 네트워크 프린터 설정 변경하기 "
(158 페이지 ) 를 참조해 주십시오.
z 인증 화면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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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트워크 프린터 설정 변경하기
1. [ 인쇄 ] 아래의 [ 네트워크 프린터 ] 를 선택합니다.
 [ 네트워크 프린터 ] 화면이 표시됩니다.

2. 설정을 변경할 네트워크 프린터를 선택합니다.
3. [ 편집 ] 버튼을 누릅니다.
 네트워크 프린터의 설정을 편집하는 화면이 표시됩니다.

4. 설정을 변경합니다.
5. [OK] 버튼을 누릅니다.
 변경한 설정이 적용됩니다.

■ 네트워크 프린터 제거하기
1. [ 인쇄 ] 아래의 [ 네트워크 프린터 ] 를 선택합니다.
 [ 네트워크 프린터 ] 화면이 표시됩니다.

2. 프린터 목록에서 제거할 네트워크 프린터를 선택합니다.
3. [ 제거 ] 버튼을 누릅니다.
 네트워크 프린터를 제거하는 화면이 표시됩니다.

4. 제거할 네트워크 프린터의 상세 정보가 바른지 확인하고 [ 예 ] 버튼을 누릅니
다.
 선택된 네트워크 프린터가 네트워크 프린터 목록에서 제거됩니다.
주의
z 네트워크가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네트워크 프린터의 제거를 시도하면 화면에 " 삭제
중 " 이 표시되며 처리가 중지됩니다. 네트워크 프린터를 제거하기 전에 네트워크가 정
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합니다.
z 프린트 서버가 없는 네트워크 프린터로 설정된 프린터와 관련된 네트워크 프린터를 제
거할 경우 관련 드라이버가 스캐너에서 제거되고 그 결과 프린트 서버가 없는 네트워크
프린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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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트워크 프린터 상세 정보 보기
1. [ 인쇄 ] 아래의 [ 네트워크 프린터 ] 를 선택합니다.
 [ 네트워크 프린터 ] 화면이 표시됩니다.

2. 원하는 네트워크 프린터를 프린터 목록에서 선택합니다.
3. [ 세부사항 ] 버튼을 누릅니다.
 선택된 네트워크 프린터의 정보가 화면에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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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5 스캐너 세부 내용 보기
4. 15. 1시스템 상태 보기

Central Admin
Console

Touch
Panel

1. [ 상태 정보 ] 아래의 [ 시스템 상태 ] 를 선택합니다.
 시스템 상태 정보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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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5. 2소모품 상태 보기

Touch
Panel

스캔된 문서 장수와 스캐너의 소모 부품 ( 롤러 세트 ) 세부 상태의 정보를 볼 수 있습니
다. 소모품의 교환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6. 5 부품 교환하기 " (351 페이지 ) 를 참
조해 주십시오.

■ 소모품 상태 보기
1. [ 상태 정보 ] 아래의 [ 소모품 상태 ] 를 선택합니다.
 [ 소모품 상태 ] 화면이 표시됩니다.

■ 소모품 카운터 초기화하기
소모품 교체 이후 카운터를 초기화하여 부품 상태를 정상 상태로 복귀시킬 수 있습니다.

1. [ 상태 정보 ] 아래의 [ 소모품 상태 ] 를 선택합니다.
 [ 소모품 상태 ] 화면이 표시됩니다.

2. 교체된 부품에 대해 [ 지우기 ] 버튼을 누릅니다.
 카운터 초기화 확인 화면이 표시됩니다.

3. [OK] 버튼을 누릅니다.
 카운터 값이 "0" 으로 초기화되고, [ 상태 ] 필드가 다시 녹색으로 변합니다.

161

4. 15 스캐너 세부 내용 보기

4. 15. 3설치 옵션의 상태 보기

Touch
Panel

Central Admin
Console

공장 설정으로 설치된 옵션을 사용 / 사용 안 할 수 있습니다.

1. [ 상태 정보 ] 아래의 [ 설치 옵션 ] 을 선택합니다.
 [ 설치 옵션 ] 화면이 표시됩니다.

2. 사용할 옵션을 전환하려면 [활성화] 아래의 [On]을 선택하고 [OK] 버튼을 누
릅니다.
 [On] 으로 설정된 옵션이 유효가 되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힌트
설치된 옵션에 따라 옵션의 사용 및 사용 안 함 간의 전환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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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5. 4유저 로그 관리하기
유저 로그 입력 정보가 스캐너에 저장됩니다.
주의
z 유저 로그에는 전자 메일 송신자 및 FAX 번호와 같은 개인 정보가 포함될 수 있으므로 그러
한 데이터를 관리할 때는 주의해야 합니다.
z 스캐너 조작 도중 로그 파일 오류가 감지되면 로그 파일은 삭제되고 "오류 81001004 파손된
유저 로그 파일이 삭제되었습니다. " 가 기록됩니다.

■ 유저 로그 상세 정보 보기

Touch
Panel

유저 로그의 요약정보가 날짜 / 시간 순서대로 표시됩니다. [ 지역 / 시간대 ] 또는 [ 날짜
/ 시간 ] 설정이 변경될 경우에도 이력 입력 정보의 순서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1. [ 상태 정보 ] 아래의 [ 유저 로그 ] 를 선택합니다.
 [ 사용이력 ] 화면이 표시됩니다.

(Admin Tool 을 사용하는 관리자 화면의 예 )

2. 표시하려는 유저 로그를 선택하고 [ 세부사항 ] 버튼을 누릅니다.
 선택된 로그의 상세 정보가 표시됩니다.
[OK] 버튼을 누르면 [ 유저 로그 ]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힌트
[ 날짜 / 시간 ] 화면에 지정된 [ 날짜 ] 형식이 사용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4. 4. 4 날짜 /
시간 설정하기 " (84 페이지 ) 를 참조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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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저 로그를 CSV 형식으로 다운로드하기
유저 로그를 CSV 형식으로 컴퓨터에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파일은 다음 형식으로 저장됩니다.
" 날짜 ", " 시간 ", " 유저 ", " 결과 ", " 코드 ", " 조작 ", " 페이지 ", " 설명 "
기본 파일명은 "OperationLog. csv" 입니다.

1. [ 상태 정보 ] 아래의 [ 유저 로그 ] 를 선택합니다.
 [ 사용이력 ] 화면이 표시됩니다.

2. [ 다운로드 ] 버튼을 누릅니다.
 [ 파일 다운로드 ] 대화상자가 표시됩니다.

3. [ 저장 ] 버튼을 누릅니다.
힌트
저장하려는 디스크 여유 공간이 충분한지 확인한 다음, [ 저장 ] 버튼을 누릅니다. 여유 공
간이 충분하지 않으면, 불완전한 파일이 저장될 수 있습니다.

 [ 다른 이름으로 저장 ] 대화상자가 표시됩니다.

4. 파일명을 입력하고 파일을 저장할 폴더를 지정합니다.
파일에는 CSV 형식 데이터가 포함됩니다.

5. [ 저장 ] 버튼을 누릅니다.
 CSV 형식 데이터를 포함하는 파일이 저장됩니다.

■ 유저 로그 지우기

Touch
Panel

1. [ 상태 정보 ] 아래의 [ 유저 로그 ] 를 선택합니다.
 [ 사용이력 ] 화면이 표시됩니다.

2. [ 모두 삭제 ] 버튼을 누릅니다.
 확인 화면이 표시됩니다.

3. [ 예 ] 버튼을 누릅니다.
 모든 유저의 조작 로그가 지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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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5. 5시스템 로그 관리하기
시스템 정보 로그 ( 시작, 종료, 시스템 오류와 같은 ) 가 스캐너에 저장됩니다.
주의
z 시스템 로그에는 전자 메일 송신자 및 FAX 번호와 같은 개인 정보가 포함될 수 있으므로 그
러한 데이터를 관리할 때는 주의해야 합니다.
z 스캐너 조작 도중 로그 파일 오류가 감지되면 로그 파일은 삭제되고 "오류 81001003 파손된
유저 로그 파일이 삭제되었습니다. " 가 기록됩니다.

■ 시스템 로그 상세 정보 보기

Touch
Panel

시스템 로그 요약이 날짜 / 시간 순서대로 표시됩니다. [ 지역 / 시간대 ] 또는 [ 날짜 / 시
간 ] 설정이 변경될 경우에도 이력 입력 정보의 순서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1. [ 상태 정보 ] 아래의 [ 시스템 로그 ] 를 선택합니다.
 [ 시스템 로그 ] 화면이 표시됩니다.

(Admin Tool 을 사용하는 관리자 화면의 예 )

2. 표시하려는 시스템 로그를 선택하고 [ 세부사항 ] 버튼을 누릅니다.
 선택된 로그의 상세 정보가 표시됩니다.
[OK] 버튼을 누르면 [ 시스템 로그 ]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힌트
z [ 날짜 / 시간 ] 화면에 지정된 [ 날짜 ] 형식이 사용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4.4.4 날짜 /
시간 설정하기 " (84 페이지 ) 를 참조해 주십시오.
z [타입]에서 "오류" 및 "경고"에 대한 정보는 "4.17.6 오류 통지 대상 설정하기" (184 페이지)
에서 설정된 전자 메일 주소로 전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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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 로그를 CSV 형식으로 다운로드하기
컴퓨터에 다운로드할 때 파일에는 CSV 형식 데이터가 포함됩니다.
파일은 다음 형식으로 저장됩니다.
" 날짜 ", " 시간 ", " 형식 ", " 메시지 "
기본 파일 이름은 "SystemLog. csv" 입니다.

1. [ 상태 정보 ] 아래의 [ 시스템 로그 ] 를 선택합니다.
 [ 시스템 로그 ] 화면이 표시됩니다.

2. [ 다운로드 ] 버튼을 누릅니다.
 [ 파일 다운로드 ] 대화상자가 표시됩니다.

3. [ 저장 ] 버튼을 누릅니다.
힌트
저장하려는 디스크 여유 공간이 충분한지 확인한 다음, [ 저장 ] 버튼을 누릅니다. 여유 공
간이 충분하지 않으면, 불완전한 파일이 저장될 수 있습니다.

 [ 다른 이름으로 저장 ] 대화상자가 표시됩니다.

4. 파일명을 입력하고 파일을 저장할 폴더를 지정합니다.
파일에는 CSV 형식 데이터가 포함됩니다.

5. [ 저장 ] 버튼을 누릅니다.
 CSV 형식 데이터를 포함하는 파일이 저장됩니다.

■ 시스템 로그 지우기

Touch
Panel

1. [ 상태 정보 ] 아래의 [ 시스템 로그 ] 를 선택합니다.
 [ 시스템 로그 ] 화면이 표시됩니다.

2. [ 모두 삭제 ] 버튼을 누릅니다.
 확인 화면이 표시됩니다.

3. [ 예 ] 버튼을 누릅니다.
 시스템 로그가 지워집니다.

166

4. 16 유저 정보 저장 및 시스템 설정 관리하기

4. 16 유저 정보 저장 및 시스템 설정 관리하기
4. 16. 1유저 정보 저장소 유지 관리하기
스캐너의 유저 정보 저장은 백업, 복원, 삭제될 수 있습니다.
유저 정보 저장소에는 다음 정보가 포함됩니다.
z " 내 목록 " 메일 주소록
z 스캔 설정
z 유저 로그
z FAX 번호부
z 최근 사용된 네트워크 프린터의 이름
z 최근 사용된 네트워크 폴더의 이름
z 최근 사용된 FTP 서버명
z 최근 사용된 SharePoint 폴더의 이름
z 로컬 계정
LDAP 서버에 등록된 유저명을 스캐너 로그인에 사용할 경우 유저 데이터는 자동으로 스
캐너에 등록됩니다. ( 같은 유저명의 데이터는 한 유저의 데이터로 수집됩니다. )
유저 정보 저장에는 최고 1, 000 명의 사용자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주의
z 1,000 개의 유저명이 로그인에 사용되면, 전체 유저 정보 저장을 지우기 전까지는 새 사용자
로그인이 불가능합니다.
유저 정보 저장을 백업한 다음 지울 것을 권장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 유저 정보 저장
소 백업하기 " (169 페이지 ) 와 " 유저 정보 저장소 지우기 " (170 페이지 ) 를 참조해 주십시
오.
z 유저 데이터 저장이 백업되었을 때 현재 유저명이 존재하면 복원되었을 때 현재 유저 데이터
는 덮어쓰여집니다. 새로운 사용자를 추가해도 1,000 개의 유저명 한도를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할 경우 유저 정보 저장 복원이 실패합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일단 모든 유저
데이터를 삭제한 다음 유저 정보 저장 백업에서 복원합니다.
z 유저 정보를 백업에서 복원하면, FAX 번호 목록 및 로컬 계정 또한 이전 상태로 복귀합니다.
z 사용자 로그는 백업하거나 복원할 수 없습니다.

다음 예는 사용자 수가 어떻게 1, 000 을 초과할 수 있는지 보여 줍니다.
1. 100 명의 사용자 (A001 ~ A100) 가 로그인합니다.
2. 유저 정보 저장이 백업됩니다 (100 명의 사용자 : A001 ~ A100).
3. 유저 정보 저장 ( 사용자 A001~ A100 을 포함하고 있는지 ) 이 지워집니다.
4. 960 명의 " 새로운 " 사용자 (A001~ A050 과 B001~ B910) 가 로그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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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순서 2 에서 백업된 유저 정보 저장 ( 사용자 A001~ A100) 이 복원됩니다.
 사용자 A001 ~ A100 이 복원되고, 현재 그 가운데 50 개의 유저 정보 저장소 ( 사
용자 A001 ~ A050) 가 있으므로 덮어쓰여집니다. 사용자 A051~ A100 이 " 새
로운 " 사용자로 간주되므로 유저 정보 저장에 추가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960 명의 기존 사용자 + 50 명의 새로운 사용자 = 1,010 명의 사용자가 됩니다.
사용자 수가 1, 000 명의 사용자 한도를 초과하게 됨에 따라 A051 부터 A100 까
지의 50 명의 사용자 데이터는 복원되지 않으며 A001 부터 A100 까지의 사용자
데이터는 복원되거나 덮어쓰여지지 않습니다.
유저 정보 저장소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구성됩니다.

⦐䀠G᷸㥉

주의
유저 정보에는 전자 메일 송신자 및 FAX 번호와 같은 개인 정보가 포함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데이터를 관리할 때에는 주의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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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저 정보 저장소 백업하기
유저 정보 저장은 정기적으로 백업해야 합니다.
기본 파일 이름은 " 복원 _ 데이터 " 입니다.

1. [ 데이터 관리 ] 아래의 [ 유저 정보 저장소 ] 를 선택합니다.
 [ 유저 정보 저장소 ] 화면이 표시됩니다.

2. [ 백업 ] 버튼을 누릅니다.
 [ 파일 다운로드 ] 대화상자가 표시됩니다.

3. 파일을 저장할 디스크 여유 공간이 충분한지 확인한 다음 [ 저장 ] 버튼을 누릅
니다.
힌트
여유 공간이 충분하지 않으면, 불완전한 파일이 저장될 수 있습니다.

 [ 다른 이름으로 저장 ] 대화상자가 표시됩니다.

4. 파일명을 입력하고 파일을 저장할 폴더를 지정합니다.
스캐너 이름과 백업 날짜를 포함하는 이름을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5. [ 저장 ] 버튼을 누릅니다.
 유저 정보 저장의 백업 복사가 저장됩니다.
주의
유저 정보 저장 백업 파일의 내용을 변경하지 마십시오.
변경할 경우, 파일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손상된 파일의 복원은 스캐너 오작동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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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저 정보 저장소 복원하기
스캐너의 유저 정보 저장를 백업된 유저 정보 저장 파일로부터 복원시킬 수 있습니다.
주의
z 사용자 데이터를 복원하면 복원시에 저장된 모든 사용자 정보에 덮어쓰기되며, 모든 전자 메
일 주소록, FAX 번호 목록, 스캔 설정이 백업이 수행된 시점으로 복원됩니다.
z 용자 데이터를 복원하는 동안 4초 이상 전원 버튼을 누르지 말아 주십시오. 스캐너 오작동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1. [ 데이터 관리 ] 아래의 [ 유저 정보 저장소 ] 를 선택합니다.
 [ 유저 정보 저장소 ] 화면이 표시됩니다.

2. [ 찾아보기 ] 버튼을 누르고 유저 정보 저장 백업 파일을 선택합니다.
3. [ 복원 ] 버튼을 누릅니다.
 " 덮어쓰시겠습니까 ?" 확인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4. [ 예 ] 버튼을 누릅니다.
 유저 정보 저장이 복원되고 나면 복원 완료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5. [OK] 버튼을 누릅니다.

■ 유저 정보 저장소 지우기

Touch
Panel

주의
z 유저 정보 저장 지우기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z 유저 정보 저장소를 지우더라도, 로컬 계정은 삭제되지 않습니다. 로컬 계정을 삭제하려면,
User Editor 를 사용해 주십시오. 로컬 계정의 편집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F.7 로컬 계
정 편집하기 " (445 페이지 ) 를 참조해 주십시오.

1. [ 데이터 관리 ] 아래의 [ 유저 정보 저장소 ] 를 선택합니다.
 [ 유저 정보 저장소 ] 화면이 표시됩니다.

2. [ 제거 ] 버튼을 누릅니다.
 삭제 확인 화면이 표시됩니다.

3. [ 예 ] 버튼을 누릅니다.
 유저 정보 저장이 지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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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6. 2시스템 설정 유지 관리하기
관리자에 의해 설정된 스캐너의 시스템 설정은 CSV 형식으로 저장될 수 있거나, 백업될
수 있거나, 복원될 수 있거나 공장 기본값으로 초기화될 수 있습니다.
시스템 설정은 각 화면에서 관리자에 의해 설정된 정보를 언급합니다. 그러나, 시스템 정
보는 관리자에 의해 설치된 시스템 업데이트, 옵션 및 Add-in 정보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 시스템 설정을 CSV 형식으로 다운로드
CSV 형식으로 다운로드된 시스템 설정은 스프레드시트 (spreadsheet: 펼치기 ) 소프트웨
어를 사용하여 볼 수 있습니다.
CSV 시스템 설정 파일은 다음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 기능 _ 이름 ", " 옵션 _ 이름 ", " 값 "
기본 파일 이름은 "Configuration_download. csv" 입니다.

1. [ 데이터 관리 ] 아래의 [ 시스템 설정 파일 ] 을 선택합니다.
 [ 시스템 설정 파일 ] 화면이 표시됩니다.

2. [CSV 획득 ] 버튼을 누릅니다.
 [ 파일 다운로드 ] 대화상자가 표시됩니다.

3. 파일을 저장할 디스크 여유 공간이 충분한지 확인한 다음 [ 저장 ] 버튼을 누릅
니다.
힌트
여유 공간이 충분하지 않으면, 불완전한 파일이 저장될 수 있습니다.

 [ 다른 이름으로 저장 ] 대화상자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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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파일 이름과 저장 장소를 지정합니다.
파일에는 CSV 형식 데이터가 포함됩니다.

5. [ 저장 ] 버튼을 누릅니다.
 스캐너의 시스템 설정이 다운로드됩니다.

■ 시스템 설정 백업하기
관리자는 스캐너 시스템 설정을 백업할 수 있습니다.
백업 파일은 나중에 시스템 설정을 복원하는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만일의 경우에 대비
하여 정기적으로 백업합니다.
기본 파일 이름은 "SystemSettingsFile" 입니다.
힌트
백업 데이터는 Central Admin Console 에서 스캐너 설정 편집 화면의 [ 스캐너 정보 불러오기 ]
에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조작에 관해서는 Scanner Central Admin 유저 가이드를 참조해 주십
시오.

1. [ 데이터 관리 ] 아래의 [ 시스템 설정 파일 ] 을 선택합니다.
 [ 시스템 설정 파일 ] 화면이 표시됩니다.

2. [ 백업 ] 버튼을 누릅니다.
 [ 파일 다운로드 ] 대화상자가 표시됩니다.

3. 파일을 저장할 디스크 여유 공간이 충분한지 확인한 다음 [ 저장 ] 버튼을 누릅
니다.
힌트
여유 공간이 충분하지 않으면, 불완전한 파일이 저장될 수 있습니다.

 [ 다른 이름으로 저장 ] 대화상자가 표시됩니다.

4. 파일 이름과 저장 장소를 지정합니다.
정보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스캐너명 또는 백업 날짜에 따라 파일명을 지정할 것
을 권장합니다.

5. [ 저장 ] 버튼을 누릅니다.
 시스템 설정이 백업됩니다.
주의
시스템 설정 백업 파일의 내용을 변경하지 마십시오. 변경될 경우 파일이 더 이상 백업으
로 사용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변경된 유저 정보 저장 백업 파일에서 복원하려는 경우
스캐너 오작동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172

4. 16 유저 정보 저장 및 시스템 설정 관리하기

■ 시스템 설정 복원하기
백업 시스템 설정을 복원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스캐너 설정을 복원할 수 있습니다.
z 동일한 스캐너에서 시스템 설정의 백업 파일을 복원합니다.
z 다른 스캐너에서 백업된 시스템 설정을 현재의 스캐너로 불러옵니다.

1. [ 데이터 관리 ] 아래의 [ 시스템 설정 파일 ] 을 선택합니다.
 [ 시스템 설정 파일 ] 화면이 표시됩니다.

2. [ 찾아보기 ] 버튼을 누르고 복원할 시스템 설정 백업 파일을 선택합니다.
3. 다음의 조작을 실행해 주십시오.
z 동일한 스캐너에서 시스템 설정 백업 파일을 되돌리려면, [ 동일 스캐너로 복
원 ] 을 선택합니다.
z 다른 스캐너에서 백업된 시스템 설정을 현재 스캐너에 불러오려면, [ 다른 스캐
너에서 가져오기 ] 를 선택합니다.

4. [ 복원 ] 버튼을 누릅니다.
 확인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5. [ 예 ] 버튼을 누릅니다.
 시스템 설정이 복원됩니다. 시스템 설정이 복원되면 스캐너가 다시 시작됩니다.
주의
시스템 설정을 복원하는 동안 4 초 이상 전원 버튼을 누르지 말아 주십시오.
스캐너 오작동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힌트
스캐너가 다시 시작하여 시스템 설정 복원이 완료되면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연결이 해제
됩니다. 다른 설정을 사용하여 계속하려면, 스캐너가 재부팅될 때까지 잠시 기다린 다음
Admin Tool 로 다시 스캐너에 액세스합니다.
백업한 IP 주소 및 스캐너명이 복원 전의 IP 주소 및 스캐너명과 다른 경우에는 스캐너의
설정을 확인하고 Admin Tool 로 다시 연결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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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 기본값으로 초기화하기

Touch
Panel

각 화면에서 관리자에 의해 설정된 시스템 설정 및 시스템 로그를 공장 기본값으로 초기
화할 수 있습니다.

1. [ 데이터 관리 ] 아래의 [ 시스템 설정 파일 ] 을 선택합니다.
 [ 시스템 설정 파일 ] 화면이 표시됩니다.

2. 다음의 조작을 실행해 주십시오.
z 시스템 설정을 공장 기본값으로 초기화하려면, [ 시스템 설정을 공장 기본값으
로 재설정하고, 로그를 삭제합니다. ] 에서 [ 초기화 ] 버튼을 누릅니다.
z 시스템 설정을 공장 기본값으로 초기화하려면, 유저 정보 저장소 및 로그를 삭
제하고 여유 공간을 초기화하고 [ 모든 시스템의 설정을 공장출하시 기본값으
로 초기화하여 저장된 모든 데이터와 로그를 삭제하고 사용 가능한 공간을 초
기화 합니다. ] 에서 [ 완전삭제 ] 버튼을 누릅니다.
 확인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3. [ 예 ] 버튼을 누릅니다.
 [ 초기화 ] 버튼을 누르면 시스템 설정이 공장 기본값으로 초기화되고 Add-in 및
로그가 삭제됩니다.
[ 완전삭제 ] 버튼을 누르면 시스템 설정, 유저 정보 저장소, Add-in 및 로그가
초기화되고 여유 공간이 초기화됩니다.
 공장 기본 설정값이 복원되고 나면 스캐너가 다시 시작합니다.
주의
z 공장 기본값을 복원하는 동안 4 초 이상 전원 버튼을 누르지 말아 주십시오.스캐너 오작
동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z [ 완전삭제 ] 처리에는 30 분 정도 소요됩니다. 처리 중에는 초기 내용을 취소할 수 없습
니다.
힌트
공장 기본 설정값이 복원되고 나면 "4.4 시스템 구성하기 " (80 페이지 ) 및 다음에 설명된
것과 같이 스캐너 이름, IP 주소, 그 외의 설정을 재설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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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7. 1스캐너의 시스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하기
스캐너 시스템, 보안 시스템과 설치 옵션은 다음과 같이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웹 페이지에서 업데이트 파일을 컴퓨터에 다운로드합니다.
http://www. fujitsu. com/global/support/products/computing/peripheral/scanners/fi/
software/

1. [ 유지 관리 ] 아래의 [ 시스템 업데이트 ] 를 선택합니다.
 [ 시스템 업데이트 ] 화면이 표시됩니다.

2. [ 찾아보기 ] 버튼을 누르고 시스템 업데이트 파일을 선택합니다.
3. [ 업로드 ] 버튼을 누릅니다.
 [ 현재 시스템 버전 ] 과 [ 새로운 시스템 버전 ] 값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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힌트
설치 옵션 또는 이 옵션을 포함한 시스템을 업데이트하면 다음 화면이 표시됩니다.

4. [OK] 버튼을 누릅니다.
 시스템 업데이트 과정이 시작됩니다.
시스템 업데이트가 완료되면 스캐너가 다시 시작됩니다.
주의
z 시스템이 다시 시작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z 시스템을 업데이트하는 동안 4 초 이상 전원 버튼을 누르지 말아 주십시오. 스캐너 오작
동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힌트
Admin Tool 을 통해 스캐너의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업데이트되는 경우에는 스캐너와의 연
결이 손실됩니다. 스캐너가 시작된 후 잠시 기다린 다음, Admin Tool 을 통해 다시 스캐너
에 액세스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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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7. 2새로운 업데이트 확인하기

Touch
Panel

스캐너 시스템, 보안 시스템 및 설치 옵션과 관련된 현재 사용 가능한 새로운 업데이트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업데이트가 공개되었을 경우 메일 통지를 수신할 것인지의 여부도 설정할 수 있습
니다.
힌트
공개된 업데이트를 확인하기 위해 프록시 서버를 사용할 경우에는 HTTP 프록시 서버가 필요합
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4. 7. 5 프록시 서버 설정하기 " (106 페이지 ) 를 참조해 주십시오.

■ 수동으로 새로운 업데이트 확인하기
1. [ 유지 관리 ] 아래의 [ 시스템 업데이트 ] 를 선택합니다.
 [ 시스템 업데이트 ] 화면이 표시됩니다.

(Admin Tool 을 사용하는 관리자 화면의 예 )

2. [ 업데이트의 확인 ] 버튼을 누릅니다.
 새로운 업데이트를 확인합니다.
현재 사용 가능한 필요한 업데이트가 있을 경우,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필요할 경우 업데이트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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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캐너 시작 시 업데이트 확인하기
스캐너가 시작할 때마다 자동으로 업데이트를 확인하는 기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1. [ 유지 관리 ] 아래의 [ 시스템 업데이트 ] 를 선택합니다.
 [ 시스템 업데이트 ] 화면이 표시됩니다.

2. [ 스캐너 시작시 업데이트 확인 ]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힌트
스캐너가 대기 모드로 들어갈 경우에도 새로운 업데이트의 확인을 실행합니다.

■ 업데이트가 공개 되었을 경우 메일 통지
관리자는 새로운 업데이트가 공개되었을 경우 메일 통지를 수신할 것인지의 여부도 설정
할 수 있습니다.

1. [ 유지 관리 ] 아래의 [ 시스템 업데이트 ] 를 선택합니다.
 [ 시스템 업데이트 ] 화면이 표시됩니다.

2. [ 스캐너 시작시 업데이트 확인 ]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3. [ 새로운 업데이트가 공개될 때 전자 메일 알림을 통지함 ] 확인란을 선택합니
다.
 새로운 업데이트가 공개되면, " 네트워크 스캐너 스캐너 _ 이름에서 이벤트 통지 "
타이틀의 전자 메일이 [ 오류 통지 ] 화면에서 설정된 전자 메일 주소로 송신됩니
다. 전자 메일 주소 설정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4. 17. 6 오류 통지 대상 설
정하기 " (184 페이지 ) 를 참조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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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7. 3Add-in 모듈 유지 관리하기
"Add-in" 은 SDK ( 개발자 킷 ) 를 이용하여 작성된 애플리케이션입니다.
[Add-in 소프트웨어 ] 화면에서 다음 조작이 사용 가능합니다.
z Add-in 모듈 설치하기
z Add-in 모듈 제거하기
z Add-in 상태 보기
z Add-in 설정 파일 업로드하기
z Add-in 실행 중에 키보드 아이콘의 표시 여부 설정하기

■ Add-in 모듈 설치하기
Add-in 모듈은 최대 6 개까지 설치할 수 있습니다.

1. [ 유지 관리 ] 아래의 [Add-in 소프트웨어 ] 를 선택합니다.
 [Add-in 소프트웨어 ] 화면이 표시됩니다.

2. [ 설치 ] 버튼을 누릅니다.
 Add-in 을 지정하는 화면이 표시됩니다.

3. [설치하는 Add-in을 지정해 주십시오.]의 [찾아보기] 버튼을 눌러 Add-in 설
치 파일을 지정합니다.
4. [ 설치 ] 버튼을 누릅니다.
 Add-in 모듈이 설치되고 Add-in 명이 목록에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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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d-in 모듈 제거하기
1. [ 유지 관리 ] 아래의 [Add-in 소프트웨어 ] 를 선택합니다.
 [Add-in 소프트웨어 ] 화면이 표시됩니다.

2. 다음의 조작을 실행해 주십시오.
z Add-in 모듈을 제거하려면 목록에서 Add-in 모듈을 선택하고 [ 프로그램 삭
제 ] 버튼을 누릅니다.
z 목록에 있는 모든 Add-in 모듈을 삭제하려면 [ 프로그램 모두 삭제 ] 버튼을 누
릅니다.
 확인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3. [ 예 ] 버튼을 누릅니다.
 Add-in 모듈이 삭제되고 Add-in 명이 목록에서 삭제됩니다.

■ Add-in 상태 보기

Touch
Panel

Add-in 모듈을 설치하면 그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1. [ 유지 관리 ] 아래의 [Add-in 소프트웨어 ] 를 선택합니다.
 [Add-in 소프트웨어 ] 화면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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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d-in 설정 파일 업로드하기
1. [ 유지 관리 ] 아래의 [Add-in 소프트웨어 ] 를 선택합니다.
 [Add-in 소프트웨어 ] 화면이 표시됩니다.

2. [ 설치 ] 버튼을 누릅니다.
 Add-in 을 지정하는 화면이 표시됩니다.

3. [Add-in 설정 파일을 지정해 주십시오.]의 [찾아보기] 버튼을 눌러 업로드할
Add-in 설정 파일을 지정합니다.
4. [ 업로드 ] 버튼을 누릅니다.
 지정된 Add-in 설정 파일은 스캐너의 Add-in 모듈을 관리하는데 사용되는 폴더
로 저장됩니다.

■ Add-in 실행 중에 키보드 아이콘의 표시 여부 설정하기
Touch
Panel

키보드 아이콘이 터치 패널의 우측 상단에 표시됩니다.
Add-in 실행 중 화면에 이 아이콘을 표시할지 여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1. [ 유지 관리 ] 아래의 [Add-in 소프트웨어 ] 를 선택합니다.
 [Add-in 소프트웨어 ] 화면이 표시됩니다.

2. 여러 개의 Add-in 을 설치하는 경우, 목록에서 대상 Add-in 을 선택합니다.
3. [화면상 키보드 표시]에서 Add-in이 실행 중일 때 화면상 키보드를 표시할 것
인지의 여부를 선택합니다.
4. [ 설정 ] 버튼을 누릅니다.
 설정이 Add-in 목록에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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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7. 4정보 출력 레벨 설정하기

Touch
Panel

1. [ 유지 관리 ] 아래의 [ 기술 지원 ] 을 선택합니다.
 [ 기술 지원 ] 화면이 표시됩니다.

2. 원하는 정보 출력 레벨을 설정합니다.
FUJITSU 스캐너 대리점 또는 지정된 FUJITSU 스캐너 서비스 제공자가 요구하는
레벨을 설정합니다.

3. [OK] 버튼을 누릅니다.
 입력된 정보가 설정됩니다.
주의
z [ 정보 출력 레벨 ] 이 [2: 세부 내용 ] 으로 설정될 경우 출력 데이터에는 전자 메일 주소와 같
은 개인 정보가 포함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데이터를 관리할 때에는 주의해 주십시오.
z 선택한 레벨에 맞는 정보가 [ 정보 출력 레벨 ] 이 변경된 후 기술 지원 정보에 적용됩니다.
원인을 발견하려는 오류 발생한 후 기술 지원 정보를 취득합니다. 기술 지원 정보 취득 방법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4. 17. 5 기술 지원 얻기 " (183 페이지 ) 를 참조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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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7. 5기술 지원 얻기
스캐너를 설정하거나 사용하는 중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기술 지원 정보를 수집하여 문제
의 원인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스캐너를 수리에 보낼 경우에는 입수된 정보는 스캐너를 모두 FUJITSU 스캐너 대리점에
보내야 합니다.

1. [ 유지 관리 ] 아래의 [ 기술 지원 ] 을 선택합니다.
 [ 기술 지원 ] 화면이 표시됩니다.

2. [ 다운로드 ] 버튼을 누릅니다.
 [ 파일 다운로드 ] 대화상자가 표시됩니다.

3. [ 저장 ] 버튼을 누릅니다.
힌트
저장하려는 디스크 여유 공간이 충분한지 확인한 다음, [ 저장 ] 버튼을 누릅니다. 여유 공
간이 충분하지 않으면, 불완전한 파일이 저장될 수 있습니다.

 [ 다른 이름으로 저장 ] 대화상자가 표시됩니다.

4. 파일 이름과 저장 장소를 지정합니다.
5. [ 저장 ] 버튼을 누릅니다.
 기술 정보가 다운로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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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7. 6오류 통지 대상 설정하기

Touch
Panel

Central Admin
Console

스캐너의 오류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오류 통지가 메일로 전송될 수 있습니다. 이 단원에
서는 전자 메일 주소를 오류 통지 대상으로 지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류 통지 대상이 설정되면, 스캐너에 오류가 발생할 경우 등록된 전자 메일 주소로 " 네
트워크 스캐너 (XXXX) 오류 " 타이틀의 오류 통지 메시지가 전송됩니다.
오류 통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SMTP 서버를 사전에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SMTP 서버
설정 방법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4.11.1 SMTP 서버 설정하기 " (126 페이지 ) 를 참
조해 주십시오.
이 단원에서 설정된 전자 메일 주소는 업데이트 확인이 실행될 때 새로운 업데이트 공개
통지 대상으로도 사용됩니다. 업데이트 확인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4.17.2 새로운
업데이트 확인하기 " (177 페이지 ) 를 참조해 주십시오.

1. [ 유지 관리 ] 아래의 [ 오류 통지 ] 를 선택합니다.
 [ 오류 통지 ] 화면이 표시됩니다.

2. 수신자 및 발신자 메일 주소를 입력합니다.
전자 메일 주소 설정 값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B. 1 전자 메일 주소의 설정
값 " (405 페이지 ) 을 참조해 주십시오.

3. 입력된 전자 메일 주소가 유효한지 확인하려면 [ 테스트 ] 버튼을 누릅니다.
테스트 메일이 지정된 전자 메일 주소에 성공적으로 도착하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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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SMTP 인증을 실행하려면 [SMTP 서버 인증 ] 에서 메일 송신에 사용하는 사용
자 인증 정보를 지정합니다.
주의
SMTP 인증을 실행하려면 SMTP 인증를 유효로 하고 [SMTP 서버 ] 화면에서 인증에 필요
한 설정을 구성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4. 11. 1 SMTP 서버 설정하기 " (126 페이지 )
를 참조해 주십시오.

5. [OK] 버튼을 누릅니다.
 입력된 정보가 설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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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7. 7터치 패널에서 화면 취득하기
터치 패널에 표시되는 화면의 이미지는 네트워트를 통해 받을 수 있으며 BMP 또는 JPEG
형식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1. Internet Explorer 에서 스캐너명을 URL 에 지정하여 스캐너에 액세스하여 다운
로드 화면을 표시합니다.
다운로드 화면을 표시하는 방법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3. 2 소프트웨어 다운
로드 화면 표시 " (62 페이지 ) 를 참조해 주십시오.

2. [ 화면 ] 을 위해 [ 다음 ] 버튼을 누릅니다.
 터치 패널의 현재 화면에서 취득할 수 있는 화면이 표시됩니다.

3. [ 화면 취득 ] 버튼을 누릅니다.
 터치 패널의 현재 화면이 취득되고 표시됩니다.

4. 저장할 화면 이미지의 파일 형식 (BMP 또는 JPEG) 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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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날짜/시간, 연결 대상의 스캐너, 저장할 파일 이름에 대한 정의에 대한 설명을
참조하려면 관련 입력란에 적절한 문자열을 입력해 주십시오.
알파벳과 숫자 문자 및 "\ / : ; * ? " < > | # & %" 의 예외 기호가 사용될 수 있습
니다.
파일명에 다른 언어로 문자열을 사용하는 경우, [ 다른 이름으로 저장 ] 대화상자에
입력해 주십시오.
힌트
[ 날짜 / 시간 ], [ 연결하기 ], [ 설명 ] 을 입력하면 다음의 순서대로 파일명이 작성됩니다.
z 설명
z 연결하기
z 날짜 / 시간

z 기본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날짜 / 시간 : 화면을 취득한 날짜 / 시간
연결하기 : 스캐너 이름
설명 : ( 공백 )
z 화면이 저장되는 기본 파일명은 다음 중 하나입니다.
z 설명 _ 연결하기 _ 날짜 / 시간. bmp
z 설명 _ 연결하기 _ 날짜 / 시간. jpg
설명을 입력하지 않을 경우 "NSScreenShot" 이 됩니다.
z NSScreenshot_ 연결하기 _ 날짜 / 시간. bmp
z NSScreenshot_ 연결하기 _ 날짜 / 시간. jpg

6. [ 저장 ] 버튼을 누릅니다.
 [ 파일 다운로드 ] 대화상자가 표시됩니다.

7. [ 저장 ] 버튼을 누릅니다.
 [ 다른 이름으로 저장 ] 대화상자가 표시됩니다.

8. 파일명을 입력하고 파일을 저장할 폴더를 지정합니다.
9. [ 저장 ] 버튼을 누릅니다.
 지정된 파일 형식으로 화면이 저장됩니다.
힌트
[ 전원 끄기 ] 버튼을 눌러 스캐너의 전원을 끕니다.
[ 다시 시작 ] 버튼을 눌러 스캐너를 다시 시작합니다.
일반 사용자 또는 관리자가 연결된 스캐너에 로그인되어 있는 경우에는 스캐너의 전원을 끄거
나 다시 시작할 수 없습니다. 자동 로그인으로 로그인을 실행한 경우 스캐너가 [ 메인 메뉴 ] 또
는 [ 작업 메뉴 ] 화면이 표시되는 동안 꺼지거나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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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8 작업 설정하기
작업 설정, 작업 메뉴 설정, 작업 그룹 설정이 작업 설정 메뉴에서 수행된 다음, 일반 사용
자는 각 로그인 된 작업 메뉴와 작업 처리의 할당된 작업 메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작업 설정하기
작업 설정은 [ 스캔 설정 ] 화면의 설정에 따라 여러 사용자 조작 ( 메일 /FAX/ 인쇄
/ 저장 ) 을 하나로 통합하는 단일 조작입니다.
예를 들어 스캔 데이터를 전자 메일로 보낸 다음 폴더에 저장하는 동작을 단일 작업
설정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작업 항목 설정 ( 메일 /FAX/ 인쇄 / 저장 )
작업

작업 항목

2. 작업 메뉴 설정
작업 메뉴는 설정한 작업을 메뉴에 배치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스캔 데이터를 메일로 보낸 다음 폴더에 저장하는 작업에 버튼을 할당하
여 [ 작업 메뉴 ] 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작업 메뉴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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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작업 그룹 설정
작업 그룹은 같은 작업 메뉴를 사용하는 사용자를 그룹을 묶는 것을 말합니다.
같은 작업 그룹에 속해있는 사용자와 공유하는 작업 메뉴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어
느 작업 그룹에도 속하지 않은 사용자가 사용하는 작업 메뉴는 기본값 작업 그룹으
로 설정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 A 그룹에 작업 메뉴 A 를 할당하여 기본값 작업 그룹에 작업 메뉴 D 를 할
당합니다. A 그룹에 속해있는 사용자 C 는 작업 메뉴의 A 를 사용하도록 됩니다. 작
업 그룹에 속해있지 않은 사용자는 작업 메뉴 D 를 사용하도록 됩니다.
사용자 C 로 로그인
작업 메뉴 A

그룹 A
사용자 A, 사용자 B, 사용자 C

작업 메뉴 A 는 그룹 A 에 할당

로그인 된 그룹에 속하지 않
은 사용자
작업 메뉴 D

기본 그룹
모든 사용자는 하나의 그룹에 포
함되지 않습니다.

작업 메뉴 D는 기본 그룹에
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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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8. 1작업 설정 요약 사용 설명서
관리자의 작업 설정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작업 설정하기

보다 자세한 내용은,
"4.18.2 작업 설정하기"
(192 페이지 ) 를 참조해
주십시오.

작업 목록
작업 목록 보기, 추가, 편집
작업 세부설정
선택된 작업의 스캐닝을 한 뒤 스캔 옵션, 메
시지 화면, 조작을 설정하기

작업 메뉴 설정하기

보다 자세한 내용은,
"4. 18. 3 작업 메뉴 설정
하기 " (202 페이지 ) 를
참조해 주십시오.

작업 메뉴 목록
작업 메뉴 목록 보기, 추가, 편집.
작업 메뉴 세부설정
선택된 작업 메뉴의 작업 버튼 설정하기

작업 그룹 설정하기

보다 자세한 내용은,
"4. 18. 4 작업 그룹 설정
하기 " (207 페이지 ) 를
참조해 주십시오.

작업 그룹 목록
작업 그룹 목록 보기, 추가, 편집.
선택된 그룹의 세부설정
선택된 작업 그룹의 작업 메뉴의 할당, 나중
로그인 메뉴의 초기화 및 작업 그룹 멤버 등
을 설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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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처리하기
z [ 네트워크 설정 ] 아래의 [Scanner
Central Admin Server] 를 선택하여 표시
되는 [Scanner Central Admin Server] 에
서 [ 작업 모드 ] 를 [ 유효 ] 로 설정하고
Central Admin Console 의 [ 작업 모드
설정 ] 화면에서 작업 모드 설정을 해제하
면 [ 작업 모드 설정 ] 버튼을 눌러 표시되
는 작업 모드 편집 화면에서 설정된 작업
모드 설정이 실행됩니다.
z [ 네트워크 설정 ] 아래의 [Scanner
Central Admin Server] 를 선택하여 표시
되는 [Scanner Central Admin Server] 화
면에서 [ 작업 모드 ] 를 [ 무효 ] 로 설정
하면 Admin Tool 의 작업 설정 메뉴에 설
정된 작업이 실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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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자세한 내용은,
"5.14 작업 처리하기 "
(329 페이지 ) 를 참조
해 주십시오.

4. 18 작업 설정하기

4. 18. 2작업 설정하기

Central Admin
Console

하나의 작업 설정은 한꺼번에 처리하여 스캔 옵션과 작업 항목 ( 전자 메일 /FAX/ 인쇄 /
저장 ) 을 설정합니다.
작업 설정은 1, 000 개까지 설정 가능합니다.
힌트
Central Admin Console 을 통한 작업 설정하기 화면의 표시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Scanner Central Admin 유저 가이드를 참조해 주십시오.

■ 작업 설정 추가하기
이 단원은 작업 설정을 추가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 도구 모음의 [ 작업 메뉴 설정 ] 버튼을 누릅니다.
2. [ 작업 설정 ] 탭을 누릅니다.
 [ 작업 목록 ] 화면이 표시됩니다.

3. [ 추가 ] 버튼을 누릅니다.
 [ 작업 세부설정 ] 화면이 표시됩니다.

4. [ 작업명 ] 과 [ 설명 ] 을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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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공용 설정 ] 왼쪽의

를 누르고, 작업 처리시의 조작을 설정합니다.

주의
메시지 화면 설정에 표시된 메시지의 레이아웃과 스캐너의 실제 [ 메시지 화면 ] 의 레이아
웃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스캐너의 메시지 레이아웃을 확인한 다음 메시지를
설정해 주십시오.
힌트
[ 파일명 ( 공용 )] 화면에서 [ 공용 파일명 ] 을 지정하려면 [ 파일명 형식 ] 버튼을 누릅니
다.
[ 하위 폴더명 형식 ] 은 스켄 데이터를 폴더에 저장할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설정값에 대
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4.13.4 스캔 데이터를 저장할 때 파일 이름 형식 설정하기" (145
페이지 ) 를 참조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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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스캔 설정 ] 왼쪽의

을 누릅니다.

[ 저장 ] 의 [ 분리 ]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 출력 파일 분할하기 " (201 페이지 ) 를
참조해 주십시오. 기타 설정은 "5.9 스캔 옵션 설정하기 " (271 페이지 ) 를 참조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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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작업 항목을 설정합니다.

힌트
10 개 항목까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8. 순서 7에서 작업 항목의 [메일]을 선택한 경우, 전자 메일 보내기와 관련된 설
정을 실행합니다.
설정값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5.4 스캔 데이터를 전자 메일로 보내기 " (230
페이지 ) 를 참조해 주십시오.

힌트
z [LDAP 일람 ] 화면에서 다른 전자 메일 주소를 설정할 때에는 [ 찾기 ] 버튼을 선택합니
다.
LDAP 목록을 필터링하려면, "LDAP 목록의 필터링 " (200 페이지 ) 을 참조해 주십시오.
z [파일명 (전자 메일)] 화면에서 파일명을 지정하려면 [파일명 형식] 버튼을 누릅니다.
설정값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4.11.4 스캔 데이터를 전자메일에 첨부할 때 파일
이름 형식 설정하기 " (129 페이지 ) 를 참조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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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순서 7 에서 작업 항목의 [FAX] 를 선택한 경우, 전자 메일 보내기의 관련 설정
을 실행합니다.
설정값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5. 5 스캔 데이터를 FAX 로 보내기 " (244 페이
지 ) 를 참조해 주십시오.

힌트
[LDAP 일람 ] 화면에서 다른 전자 메일 주소를 설정할 때에는 [ 찾기 ] 버튼을 선택합니
다.
LDAP 목록을 필터링하려면, "LDAP 목록의 필터링 " (200 페이지 ) 을 참조해 주십시오.

10. 순서 7에서 작업 항목의 [인쇄]를 선택한 경우, 인쇄 관련 설정을 실행합니다.
설정값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5. 6 스캔 데이터 인쇄하기 " (252 페이지 ) 를
참조해 주십시오.

힌트
[ 프린터 목록 ] 화면에서 네트워크 프린터를 설정하려면 [ 찾기 ] 버튼을 선택합니다.

11. 순서 7에서 작업 항목의 [인쇄]를 선택한 경우, 저장 관련 설정을 실행합니다.
[ 처리 결과 파일을 저장 ] 이외의 설정값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5. 7 네트워
크 폴더에 스캔 데이터 저장하기 " (262 페이지 ) 를 참조해 주십시오.

처리 결과 파일은 다음과 같이 포맷됩니다.
z 처리 결과 파일은 XML 형식입니다.
z 처리 결과 파일은 UTF-8 문자를 사용합니다.
z 처리 결과 파일에는 다음 출력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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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값

ResultFileVersion

V1. 0

ScannerName

스캐너명

User

사용자

Date

저장 완료 날짜

Time

저장 완료 시간

Result

처리 결과 저장

ResultCode

결과 코드

ResultDescription

결과 세부 정보

Pages

저장된 페이지 수

SheetCount_Job

작업 지정으로 스캔 용지 매수

SheetCount_User

유저 지정으로 스캔 용지 매수

SheetCount_Scan

실제 스캔 용지 매수

FileName

저장된 파일명 ( 복수 파일 )

Path

저장 파일 경로

힌트
z [ 폴더 목록 ] 화면에서 네트워크 폴더를 설정하려면 [ 찾기 ] 버튼을 선택합니다.
z [ 파일명 ( 저장 )] 화면에서 파일명을 지정하려면 [ 파일명 형식 ] 버튼을 누릅니다. 설정
값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4. 13. 4 스캔 데이터를 저장할 때 파일 이름 형식 설정
하기 " (145 페이지 ) 를 참조해 주십시오.

12. [OK] 버튼을 누릅니다.
 작업 설정이 [ 작업 목록 ] 화면에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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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 설정 복사하기
이 단원은 작업 설정을 복사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 도구 모음의 [ 작업 메뉴 설정 ] 버튼을 누릅니다.
2. [ 작업 메뉴 ] 탭을 누릅니다.
 [ 작업 목록 ] 화면이 표시됩니다.

3. 복사할 작업을 선택합니다.
4. [ 복사 ] 버튼을 누릅니다.
 [ 작업 세부설정 ] 화면이 표시됩니다.

5. 상세한 작업 설정을 복사합니다.
6. [OK] 버튼을 누릅니다.
 작업 설정이 [ 작업 목록 ] 화면에 추가됩니다.

■ 작업 설정 편집하기
이 단원은 작업 설정을 편집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 도구 모음의 [ 작업 메뉴 설정 ] 버튼을 누릅니다.
2. [ 작업 메뉴 ] 탭을 누릅니다.
 [ 작업 목록 ] 화면이 표시됩니다.

3. 편집할 작업을 선택합니다.
4. [ 편집 ] 버튼을 누릅니다.
 [ 작업 세부설정 ] 화면이 표시됩니다.

5. 상세한 작업 설정을 편집합니다.
6. [OK] 버튼을 누릅니다.
 작업 설정이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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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 설정 삭제하기
이 단원은 작업 설정을 삭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 도구 모음의 [ 작업 메뉴 설정 ] 버튼을 누릅니다.
2. [ 작업 메뉴 ] 탭을 누릅니다.
 [ 작업 목록 ] 화면이 표시됩니다.

3. 삭제할 작업을 선택합니다.
4. [ 삭제 ] 버튼을 누릅니다.
 확인 화면이 표시됩니다.

5. [OK] 버튼을 누릅니다.
 작업 설정이 삭제됩니다.

■ 작업 설정 필터링하기
이 단원은 작업 설정을 삭제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 도구 모음의 [ 작업 메뉴 설정 ] 버튼을 누릅니다.
2. [ 작업 메뉴 ] 탭을 누릅니다.
 [ 작업 목록 ] 화면이 표시됩니다.

3. [ 작업명 ] 과 [ 설명 ] 을 입력합니다.
4. [ 찾기 ] 버튼을 선택합니다.
 필터링한 결과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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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DAP 목록의 필터링
이 단원에서는 [LDAP 일람 ] 화면에서 LDAP 목록의 필터링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
습니다.

1. [LDAP 일람 ] 화면에서 각 화면을 지정합니다.
2. [ 찾기 ] 버튼을 선택합니다.
 필터링한 결과가 표시됩니다.
힌트
[ 찾기 ] 버튼을 선택하면 인증 화면이 표시됩니다.
[ 유저명 ] 과 [ 암호 ] 를 입력하고 [OK] 버튼을 누릅니다.
유저명은 최대 129 자까지 입력할 수 있습니다.
암호는 최대 256 자까지 입력할 수 있습니다. [ 유저명 ] 및 [ 암호 ] 의 경우 대 / 소문자 구
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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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력 파일 분할하기
작업 설정을 위해 다음 방법으로 출력 파일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z 페이지 수 지정
z 패치 코드 시트 사용
본 기능으로 하나 이상의 문서를 스캔할 때 스캔을 멈추지 않고 지정한 페이지 단위로 파
일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파일이 지정한 페이지 단위로 분할되고 그 결과 스캔 이미지가
각 스캔 문서로 분리됩니다. ( 분할할 페이지 단위 )
본 기능은 작업 설정에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본 기능을 설정하려면 [ 스캔 설정 ] 의 [ 저
장 ] 에 [ 분리 ] 를 선택해 주십시오.
z 페이지 수 지정하기
페이지 수를 지정하려면 [ 분리 모드 ] 에 [ 페이지 수 ] 를 선택합니다.
본 설정을 사용하여 지정한 페이지 수대로 파일을 분할합니다.
마지막으로 분할한 파일을 출력할 때 출력할 페이지 수가 지정한 페이지 수 미만일 경
우 출력 파일은 마지막 출력 페이지를 포함합니다.
추가로 스캔한 페이지는 추가 배치로 인식되지 않고 그 대신 추가 페이지를 포함하는
모든 페이지가 배치로 인식되어 분할됩니다.
z 패치 코드 사용하기
패치 코드를 설정하려면 [ 분리 모드 ] 에 [ 패치 코드 ] 를 선택합니다.
본 설정을 사용하여 문서를 분리할 지점에 패치 코드를 삽입하여 문서를 스캔하면 파
일이 분할되고 지정한 페이지 단위로 출력됩니다.
분할된 출력 파일에 이름을 지정하는 설정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구분 기호 문자열, 문서 카운터 및 페이지 카운터 ( 단일 페이지의 경우 ) ( 하이픈 "-") 가
기존 파일 이름 규칙에 의해 추가됩니다.
파일명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z 구분
예 : 파일명 규칙 ( 일련 번호를 포함하는 사용자 이름 ), 지정된 구분 기호 문자열 없음,
PDF
Guest0001-SEPARATOR0001. pdf
Guest0001-SEPARATOR0002. pdf
z 문서 카운터
예 : 파일명 규칙 ( 일련 번호를 포함하는 사용자 이름 ), JPG ( 파일이 단일 페이지 파
일이므로 페이지 카운터의 일련 번호가 추가됩니다. )
Guest-0001-00001. jpg
Guest-0001-00002. jpg
Guest-0001-00003. jpg
Guest-0002-00001. jpg
Guest-0002-00002. jpg
z 구분 및 문서 카운터
예 : 파일명 규칙 ( 일련 번호를 포함하는 사용자 이름 ), 지정된 구분 기호 문자열
(scanner) , PDF
Guest0001-scanner-0001. pdf
Guest0001-scanner-0002.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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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8. 3작업 메뉴 설정하기

Central Admin
Console

"4. 18. 2 작업 설정하기 " (192 페이지 ) 에서 설정된 작업 설정을 작업 버튼에 할당하고,
작업 메뉴에 작업 버튼을 할당합니다.
작업 메뉴는 최대 100 개까지 설정 가능합니다.
힌트
Central Admin Console 을 통한 작업 설정하기 화면의 표시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Scanner Central Admin 유저 가이드를 참조해 주십시오.

■ 작업 메뉴 추가하기
이 단원은 작업 메뉴를 추가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 도구 모음의 [ 작업 메뉴 설정 ] 버튼을 누릅니다.
2. [ 작업 메뉴 설정 ] 탭을 누릅니다.
 [ 작업 메뉴 목록 ] 화면이 표시됩니다.

3. [ 추가 ] 버튼을 누릅니다.
4. [ 작업 메뉴명 ] 에 작업 메뉴명을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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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작업 버튼 (1) ～ (6) 에 해당하는 열을 선택한 다음 [ 편집] 버튼을 선택합니다.

 [ 작업 선택 ] 화면이 표시됩니다.

6. 각 항목을 지정합니다.
7. [OK] 버튼을 누릅니다.
 작업 버튼이 [ 작업 메뉴 세부설정 ] 영역에 설정됩니다.

8. 필요한 작업 버튼의 수 만큼 순서 순서 5 에서 순서 7 까지를 반복합니다.
힌트
z 최대 6 개의 작업 버튼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z 작업 버튼을 위해 설정된 상세 정보를 삭제하려면 삭제할 작업 버튼을 선택한 다음 [ 지
우기 ] 버튼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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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필요에 따라 작업 메뉴에 할당된 작업 버튼의 위치를 변경합니다.
이동시킬 작업 버튼을 선택한 다음
또는
을 선택하여 이동시킵니다.
[ 선택 버튼의 이미지 ] 영역의 작업 버튼 순서와 [ 작업 메뉴 ] 의 버튼 배열 사이의
관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2)

(3)

(4)

(5)

(6)

10. [ 메시지 화면] 의 [ 작업 메뉴] 윈도우에서 [ 메시지 화면] 를 표시할 것인지의
여부를 선택합니다.
11. [스캔 보기]의 경우 [작업 메뉴] 화면에서 [스캔 보기]를 표시할 것인지의 여
부를 설정합니다.
12. [ 등록 ] 버튼을 누릅니다.
 작업 메뉴가 [ 작업 메뉴 목록 ] 화면에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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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 메뉴 복사하기
이 단원은 작업 메뉴를 복사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 도구 모음의 [ 작업 메뉴 설정 ] 버튼을 누릅니다.
2. [ 작업 메뉴 ] 탭을 누릅니다.
 [ 작업 메뉴 목록 ] 화면이 표시됩니다.

3. 열람하는 작업 메뉴를 선택합니다.
 [ 작업 메뉴 세부사항 ] 영역에 작업 메뉴 설정이 표시됩니다.

4. [ 작업 메뉴명 ] 에 표시된 작업 메뉴명을 추가할 작업 메뉴명으로 변경합니다.
5. 상세한 작업 메뉴 설정을 복사합니다.
순서에 대해서는 " 작업 메뉴 추가하기 " (202 페이지 ) 의 순서 5 에서 순서 11 을
참조해 주십시오.

6. [ 등록 ] 버튼을 누릅니다.
 작업 메뉴가 [ 작업 메뉴 목록 ] 화면에 추가됩니다.

■ 작업 메뉴 편집하기
이 단원은 작업 메뉴를 편집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 도구 모음의 [ 작업 메뉴 설정 ] 버튼을 누릅니다.
2. [ 작업 메뉴 ] 탭을 누릅니다.
 [ 작업 메뉴 목록 ] 화면이 표시됩니다.

3. 편집할 작업 메뉴를 선택합니다.
 [ 작업 메뉴 세부사항 ] 영역에 작업 메뉴 설정이 표시됩니다.

4. 상세한 작업 메뉴 설정을 편집합니다.
순서에 대해서는 " 작업 메뉴 추가하기 " (202 페이지 ) 의 순서 5 에서 순서 11 을
참조해 주십시오.

5. [ 등록 ] 버튼을 누릅니다.
 작업 메뉴의 상세 정보가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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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 메뉴 삭제하기
이 단원은 작업 메뉴를 삭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 도구 모음의 [ 작업 메뉴 설정 ] 버튼을 누릅니다.
2. [ 작업 메뉴 ] 탭을 누릅니다.
 [ 작업 메뉴 목록 ] 화면이 표시됩니다.

3. 삭제할 작업 메뉴를 선택합니다.
4. [ 삭제 ] 버튼을 누릅니다.
 확인 화면이 표시됩니다.

5. [ 등록 ] 버튼을 누릅니다.
 작업 메뉴가 삭제됩니다.

■ 작업 메뉴의 상세 설정 표시하기
이 단원은 작업 메뉴의 자세한 설정을 보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 도구 모음의 [ 작업 메뉴 설정 ] 버튼을 누릅니다.
2. [ 작업 메뉴 ] 탭을 누릅니다.
 [ 작업 메뉴 목록 ] 화면이 표시됩니다.

3. 열람하는 작업 메뉴를 선택합니다.
 선택된 작업 메뉴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 작업 메뉴 세부설정 ] 영역에 표시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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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8. 4작업 그룹 설정하기

Central Admin
Console

"4.18.3 작업 메뉴 설정하기 " (202 페이지 ) 에서 설정된 작업 메뉴를 작업 그룹에 할당합
니다. 특정 작업 그룹과 연관된 사용자는 그 작업 메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 명의
작업 그룹 사용자는 이 그룹과 관련된 여러 작업 메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작업 그룹은 최대 100 개까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힌트
Central Admin Console 을 통한 작업 설정하기 화면의 표시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Scanner Central Admin 유저 가이드를 참조해 주십시오.

■ 작업 그룹 추가하기
이 단원은 작업 그룹을 추가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 도구 모음의 [ 작업 메뉴 설정 ] 버튼을 누릅니다.
2. [ 작업 그룹 설정 ] 탭을 누릅니다.
 [ 작업 그룹 목록 ] 화면이 표시됩니다.

3. [ 추가 ] 버튼을 누릅니다.
4. [ 작업 그룹명 ] 에 작업 그룹명을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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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선택 ] 버튼을 누릅니다.
 [ 선택 작업 메뉴 ] 화면이 표시됩니다.

6. 작업 메뉴를 선택합니다.
7. [OK] 버튼을 누릅니다.
 작업 메뉴가 [ 선택된 그룹의 세부 설정 ] 영역에 설정됩니다.

8. [ 시스템 메뉴 표시 ] 에서 다양한 기능 메뉴를 표시할 것인지의 여부를 설정합
니다.
9. [ 편집 ] 버튼을 누릅니다.
 [ 그룹 멤버 설정 ] 화면이 표시됩니다.

10. [ 멤버명의 표시 형식 ] 에서 멤버명의 표시 형식을 선택합니다.
11. [ 기본 검색 ] 란에 LDAP 검색에 사용하는 LDAP 서버와 문자열을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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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멤버 검색 ] 의 [ 멤버명 ] 목록에서 작업 그룹에 추가할 유저명, Active
Directory group, 로컬 계정의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힌트
LDAP 목록을 필터링하려면, "LDAP 목록의 필터링 " (213 페이지 ) 을 참조해 주십시오.

13. [<<<] 버튼을 누릅니다.
 유저, Active Directory group, 로컬 계정이 [ 그룹 맴버쉽 목록 ] 에 추가됩니다.
힌트
z 작업 그룹 멤버는 최대 1, 000 명까지 추가할 수 있습니다.
z [ 그룹 맴버쉽 목록 ]에 추가된 멤버를 삭제하려면 [ 멤버명] 목록에서 확인란을 선택한
다음 [<<<] 버튼을 누릅니다.

14. [OK] 버튼을 누릅니다.
 작업 그룹 멤버로 등록된 수가 [ 선택된 그룹의 세부 설정 ] 화면의 [ 멤버의 등록
인원 ] 에 표시됩니다.

15. [ 그룹 멤버 설정 ] 에서 작업 그룹에 포함할 멤버를 지정합니다.
힌트
[ 모든 LDAP 사용자를 멤버에 포함시킴 ] 확인란이 선택될 경우 [ 그룹 멤버쉽 목록 ] 의
LDAP 사용자와 상관없이 모든 LDAP 사용자들이 포함됩니다.

16. [ 등록 ] 버튼을 누릅니다.
 작업 그룹이 [ 작업 그룹 목록 ] 화면에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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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 그룹 복사하기
이 단원은 작업 그룹을 복사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 도구 모음의 [ 작업 메뉴 설정 ] 버튼을 누릅니다.
2. [ 작업 그룹 ] 탭을 누릅니다.
 [ 작업 그룹 목록 ] 화면이 표시됩니다.

3. 복사하는 작업 그룹을 선택합니다.
 작업 그룹 설정이 [ 선택된 그룹의 세부 설정 ] 영역에 표시됩니다.

4. [ 작업 그룹명 ] 에 표시된 작업 그룹명을 추가할 작업 그룹명으로 변경합니다.
5. 상세한 작업 그룹 설정을 복사합니다.
순서에 대해서는 " 작업 그룹 추가하기 " (207 페이지 ) 의 순서 5 에서 순서 15 를
참조해 주십시오.

6. [ 등록 ] 버튼을 누릅니다.
 작업 그룹이 [ 작업 그룹 목록 ] 화면에 추가됩니다.

■ 작업 그룹 편집하기
이 단원은 작업 그룹을 편집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 도구 모음의 [ 작업 메뉴 설정 ] 버튼을 누릅니다.
2. [ 작업 그룹 ] 탭을 누릅니다.
 [ 작업 그룹 목록 ] 화면이 표시됩니다.

3. 편집할 작업 그룹의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작업 그룹 설정이 [ 선택된 그룹의 세부 설정 ] 영역에 표시됩니다.

4. 상세한 작업 그룹 설정을 변경합니다.
순서에 대해서는 " 작업 그룹 추가하기 " (207 페이지 ) 의 순서 5 에서 순서 15 을
참조해 주십시오.

5. [ 등록 ] 버튼을 누릅니다.
 상세한 작업 그룹 설정을 변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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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 그룹 삭제하기
이 단원은 작업 그룹을 삭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 도구 모음의 [ 작업 메뉴 설정 ] 버튼을 누릅니다.
2. [ 작업 그룹 ] 탭을 누릅니다.
 [ 작업 그룹 목록 ] 화면이 표시됩니다.

3. 삭제할 작업 그룹을 선택합니다.
4. [ 삭제 ] 버튼을 누릅니다.
 확인 화면이 표시됩니다.

5. [ 등록 ] 버튼을 누릅니다.
 작업 그룹이 삭제됩니다.

■ 작업 그룹의 상세 설정 표시하기
이 단원은 작업 그룹의 자세한 설정을 보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 도구 모음의 [ 작업 메뉴 설정 ] 버튼을 누릅니다.
2. [ 작업 그룹 ] 탭을 누릅니다.
 [ 작업 그룹 목록 ] 화면이 표시됩니다.

3. 표시하기 위해서 작업 그룹을 선택합니다.
 [ 선택된 그룹의 세부 설정 ] 영역에는 선택된 작업 그룹의 세부 사항이 표시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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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 그룹에 포함되지 않은 사용자에 작업 메뉴 할당하기
어떤 작업 그룹에도 포함되지 않은 사용자는 자동으로 기본 그룹에 속합니다.
이 단원은 작업 메뉴를 사용자에게 지정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 도구 모음의 [ 작업 메뉴 설정 ] 버튼을 누릅니다.
2. [ 작업 그룹 설정 ] 탭을 누릅니다.
 [ 작업 그룹 목록 ] 화면이 표시됩니다.

3. 기본값 작업 그룹을 선택합니다.
4. [ 선택 ] 버튼을 누릅니다.
 [ 선택 작업 메뉴 ] 화면이 표시됩니다.

5. 작업 메뉴를 선택합니다.
6. [OK] 버튼을 누릅니다.
 작업 메뉴가 [ 선택된 그룹의 세부 설정 ] 영역에 설정됩니다.

7. [ 시스템 메뉴 표시 ] 에서 다양한 기능 메뉴를 표시할 것인지의 여부를 설정합
니다.
8. [ 등록 ] 버튼을 누릅니다.
 작업 그룹에 포함되지 않은 사용자로 작업 메뉴가 할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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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DAP 목록의 필터링
이 단원에서는 [ 그룹 멤버 설정 ] 화면에서의 LDAP 목록의 필터링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
고 있습니다.

1. LDAP 목록의 [ 필터 조건 ] 에서, 각 항목을 지정합니다.
2. [ 찾기 ] 버튼을 선택합니다.
 필터링한 결과가 표시됩니다.
힌트
z 로그인 LDAP 서버 종류가 [Active Directory] 또는 [Active Directory Global Catalog]
일 때, [ 찾기 ] 버튼을 선택하면 인증 화면이 나타납니다.
[ 유저명 ] 과 [ 암호 ] 를 입력하고 [OK] 버튼을 누릅니다.
유저명은 최대 129 자까지 입력할 수 있습니다.
암호는 최대 256 자까지 입력할 수 있습니다. [ 유저명 ] 및 [ 암호 ] 의 경우 대 / 소문자
구분됩니다.
z [LDAP 목록 ] 화면의 필터링한 결과의 수 또는 등록한 작업 그룹 멤버의 수가 큰 경우
( 최대 1000), [ 그룹 멤버 설정 ] 화면이 나올 때까지 몇 십초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을 실행하면 해결될 수 있습니다.
z 필터 조건 추가
z [ 전자메일 LDAP 서버 ] 화면에 지정된 [ 최대 표시 건수 ] 를 줄임
z 작업 그룹 설정을 나눔
z Active Directory 그룹을 지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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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9 메시지
다음은 관리자와 관련된 메시지를 표시하는 화면의 예를 보여 줍니다.

다음 목록은 메시지 화면에 표시되는 아이콘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이콘

설명
경고 메시지를 표시합니다. 이 아이콘은 적절하지 않은 출력 값의 경우에
도 표시됩니다.
메시지를 확인한 다음 [OK] 버튼을 누릅니다.
오류 메시지를 표시합니다.
메시지를 확인한 다음 [OK] 버튼을 누릅니다.

정보 메시지를 표시합니다. 어떤 조치도 요구되지 않습니다.
z [OK] 버튼이 화면에 표시되면 메시지 내용을 확인하고 [OK] 버튼을
눌러 메시지 화면을 닫아 주십시오.
z [OK] 버튼이 화면에 표시되지 않으면 메시지 화면은 자동으로 닫힙니
다.
질의 메시지를 표시합니다.
메시지 내용을 확인한 다음 관련 버튼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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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9. 1관리자 화면 메시지
다음 표에 설명되어 있는 메시지 및 시스템 로그 이외의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도
움말을 참조해 주십시오.

화면
Admin Tool

메시지

대책

통신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대응 방법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
은, "7. 2. 3 Internet Explorer,
Admin Tool, Central Admin
Server 또는 User Editor 를 사용한
스캐너 연결의 실패 " (381 페이지 )
를 참조해 주십시오.

현재 버전의 Admin Tool 을 사용
하여 본 장치에 연결할 수 없습니
다. 최신 버전을 설치하고 다시 시
도해 주십시오.

스캐너에서 최신 버전의 Admin
Tool 을 설치한 후, 다시 시도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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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장
일반 사용자 권한

User

이 스캐너는 전자 메일 또는 FAX 에 의해 전송되거나, 네트워크 프린터로 인쇄할 수 있으
며, 폴더에 저장하는 문서를 스캔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조작을 실행하려면, 우선 스캐너가 관리자에 의해서 설정되어야
합니다.
스캐너 설정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4 장 관리자 조작 ( 터치 패널과 Admin Tool)"
(68 페이지 ) 을 참조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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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 문서 놓기

5. 1

문서 놓기
이 단원은 문서를 스캐너에 급지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5. 1. 1 문서 급지 방법
1. 문서의 매수를 확인합니다.
문서 매수의 제한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A.3 수용가능한 문서 " (400 페이지 )
를 참조해 주십시오.

2. 여러 장의 문서를 올려 놓을 경우에는 문서 다발을 펼칩니다.
1. 양손으로 문서 다발의 끝을 가볍게 쥐고 두세 번 정도 펼칩니다.

2. 문서를 90 도 회전시킨 다음 다시 문서들을 펼칩니다.
3. 올려 놓을 문서의 가장자리를 정렬한 다음 문서의 선단이 살짝 비스듬하게 되도
록 놓습니다.
비스듬하게

◫⮨
급지 방향

주의
정렬이 제대로 되지 않은 문서의 스캔은 용지 걸림 및 문서의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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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 문서 놓기
3. 연장대를 잡아 당겨겨 문서를 고정시키고 스태커를 당깁니다.
스태커를 당겨 사용자 쪽으로 스태커 연장대 1 및 스태커 연장대 2 를 들어올립니
다.

연장대

스태커
스태커 연장대 1
스태커 연장대 2

힌트
스태커는 스캔되고 나서 배출되는 문서를 고정합니다. 배출 받침대를 잡아당겨 빼내 스캔
되는 문서의 크기에 맞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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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ADF 용지 츄트에 문서를 올려 놓습니다.
문서의 앞 장이 스캐너에 첫 번째로 삽입되도록 ( 여러 장의 문서를 올려놓을 경우
마지막 페이지가 맨 앞에 놓임 ) 문서의 앞면이 밑으로 오도록 문서를 올려놓습니
다.

주의
ADF 용지 츄트를 사용하려면 완전히 되돌릴 필요가 있습니다. 문서가 접혀 있을 경우에는
급지할 수 없습니다.
힌트
[ 용지 ] 화면의 [ 문서 공급 방향 ] 에 [ 앞면이 위로 ] 가 선택된 경우 문서의 아래쪽이 스
캐너에 먼저 삽입되도록하여 문서의 앞면이 위로 오도록 올려 놓습니다.
[ 추가 스캔 ] 을 실행할 경우 현재 스캔 이미지의 마지막 페이지부터 추가 페이지가 계속
됩니다.

문서를 올려 놓는 방법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5. 9. 3 용지 설정하기 " (283 페이지 )
을 참조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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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이드 가이드를 문서 폭에 맞게 조정합니다.
사이드 가이드를 문서의 양쪽과 접촉하도록 움직입니다.
사이드 가이드와 문서 가장자리 사이에 틈이 있을 경우 스캔 데이터가 비뚤어질 수
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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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 2 캐리어 시트를 이용하여 문서 급지하기
캐리어 시트를 사용하여 A3, 더블 레터, B4 와 같이 A4 크기보다 큰 문서의 스캔이 가능
합니다. 이를 위해 문서를 반으로 접어 양면 모드로 연속하여 양면을 스캔하거나 한 번에
한 면을 스캔합니다. 스캔 이미지는 하나의 이미지 페이지로 병합되어 출력됩니다.
A4 크기보다 큰 문서를 스캔할 때, 다음과 같이 설정을 변경합니다.
주의
캐리어 시트를 사용할 경우 스캔 문서의 출력 크기를 설정해 주십시오. 보다 자세한 내용은,
"5. 9. 5 캐리어 시트의 설정 구성하기 " (285 페이지 ) 를 참조해 주십시오.
힌트
z 또한 A4 크기보다 작은 문서의 앞면 이미지와 뒷면 이미지 모두를 병합하여 두 페이지에 걸
쳐 연속된 이미지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z 캐리어 시트의 구입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6.5.4 캐리어 시트 구입하기 " (360 페이지 )
를 참조해 주십시오.

1. 문서의 앞면이 바깥쪽을 향하도록 스캔하는 문서를 반으로 접습니다.
꾹 눌러 접고 주름이 생기지 않도록 편편하게 폅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시트
가 스캔 도중 비뚤어질 수 있습니다.

2. 캐리어 시트를 열고 문서를 삽입합니다.
접은 부분과 캐리어 시트의 오른쪽 가장자리를 정렬시켜 문서를 캐리어 시트의 상
부 구석에 맞추어 집어 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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힌트
z 캐리어 시트의 흑백 패턴 부분이 위로 오도록 삽입하며 캐리어 시트 앞면 우측에는 두
꺼운 세로줄이 있습니다.
z [용지] 화면의 [문서 공급 방향]에 [앞면이 위로]가 선택된 경우 문서가 캐리어 시트의
하단 구석에 오도록 문서의 접은 부분을 캐리어 시트의 오른쪽 가장자리에 맞추어 올려
놓습니다.

3. 캐리어 시트의 앞면이 밑으로 오도록 하여 흑백 패턴 부분이 아래로 향하도록
하고 ADF 용지 츄트에 올려 놓습니다.
캐리어 시트를 급지한 후 캐리어 시트를 사이드 가이드로 정렬합니다.

주의
ADF 용지 츄트를 사용하려면 완전히 되돌릴 필요가 있습니다. 문서가 접혀 있을 경우에는
급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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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스캔을 시작합니다.
 앞면 이미지와 뒷면 이미지가 병합되어 두 페이지에 걸쳐 연결되는 이미지가 생
성됩니다.

주의
z 앞뒷면 이미지가 다를 수 있거나 출력 스캔 이미지에 선이 표시될 수 있습니다.
캐리어 시트로 두꺼운 문서를 스캔하면 스캔 이미지의 오른쪽 및 왼쪽이 사다리꼴 모양으로
비뚤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z 문서를 깔끔하게 접기
z 문서의 가장자리를 캐리어 시트의 가장자리에 정렬하기
z 캐리어 시트의 앞면이 용지 츄트를 향하거나 그 반대가 되도록 하여 스캔하기
z 문서의 접힌 부분의 일부가 잘못 감지되거나, 스캔 이미지에서 접은 선의 부분이 예기치 않
게 잘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문서의 접힌 가장자리를 캐리어 시트의 가장자리에서 1
mm 정도 떨어뜨려 위치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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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

터치 패널 화면 사용하기 : 일반 사용자

5. 2. 1 [ 메인 메뉴 ] 화면
메뉴에 표시되는 버튼의 종류는 연동 서버의 설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메일, FAX, 인쇄, 저장 및 Scan to SharePoint 가 설정되면 다음 화면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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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 2 [ 작업 메뉴 ] 화면
작업 메뉴에서 표시되는 버튼 타입은 작업 설정에 따라 다릅니다.
다음의 예에는 6 개의 작업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일반 사용자가 여러 작업 그룹에 소속될 때 [ 작업 메뉴 ] 화면의 메뉴와 전환 버튼은 아래
와 같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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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 3 일반 사용자 설정 개요
일반 사용자들은 관리자에 의해 유효로 되어 있는 항목일 경우 다음과 같은 설정 항목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z 로그인 설정
스캐너의 전원을 켜거나, 다시 시작할 때 [ 로그인 ] 화면을 표시하지 않고 자동으
로 로그인하도록 스캐너를 설정합니다.
또한, Guest 계정으로 로그인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설정합니다.
이 설정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관리자에게 문의하십시오.
z 초기 표시 메뉴
[ 메인 메뉴 ] 또는 [ 작업 메뉴 ] 화면의 표시 여부를 설정합니다.
[ 메인 메뉴 ] 와 [ 작업 메뉴 ] 화면을 전환하거나 [ 작업 메뉴 ] 화면만 표시합니
다.
z 사용자 로밍 데이터
유저 데이터를 Central Admin Server 에서 관리되도록하면 일반 사용자 설정을 여
러 대의 스캐너에서 공유가능합니다.
일반 사용자는 사용자 데이터를 유지하면서 다른 스캐너에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사용자 데이터 설정은 로밍 모드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z "My List" 메일 주소록
z 스캔 설정
z 최근 사용된 네트워크 프린터의 이름 (*)
z 최근 사용된 네트워크 폴더의 이름 (*)
z SharePoint 폴더 (*)
(*): 다른 네트워크 프린터, 네트워크 폴더 또는 SharePoint 폴더가 스캐너에 설

정되어 있을 경우 선택 상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z 공유
작업
대의
일반
인할

작업 모드
설정을 Central Admin Server 에서 관리되도록하면 일반 사용자 설정을 여러
스캐너에서 공유가능합니다.
사용자는 기본 설정된 [ 작업 메뉴 ] 화면을 유지하면서 다른 스캐너에 로그
수 있습니다.

힌트
[ 네트워크 관리자 ] 의 [Scanner Central Admin Server] 를 선택하여 표시되는 [Scanner
Central Admin Server] 화면에서 사용자 로밍 모드 또는 작업 모드가 [ 유효 ] 이면, 로그인 시
Central Admin Server 와의 통신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 확인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OK] 버튼을 누르면 스캐너에 저장되어 있는 설정이 사용됩니다. [ 취소 ] 버튼을 누르면 [ 로
그인 ]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Scanner Central Admin Sever] 화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4. 9. 2 Central Admin
Server 설정하기 " (112 페이지 ) 를 참조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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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3

로그인 하기 일반 사용자 모드
스캐너가 켜져 있을때 흔들거나 이동시키지 마십시오.
스캐너의 부품에 손상이 가거나 데이터를 손실할 수 있습니다.

힌트
z 일반 사용자 (guest 계정 ) 의 기본 사용자명 및 암호가 다음과 같이 설정됩니다.
사용자명 : guest
암호 : guest
그러나, guest 계정에서 로그인 설정이 무효인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z 한 번에 한 명의 관리자 또는 일반 사용자만 스캐너에 로그인 할 수 있습니다. 여러 명이 한
번에 로그인 할 수 없습니다.

인증 모드와 지정된 사용자 이름에 따라서 관리자 로그인에서 다음과 같은 인증 처리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z LDAP 서버에 등록되어 있는 사용자의 경우
LDAP 서버에 등록되어 있는 사용자 정보에서 사용자 이름을 지정합니다.
z LDAP 서버의 [ 서버 종류 ] 가 [Active Directory] 또는 [Active Directory Global
Catalog] 일 경우
사용자 이름 형식

인증 과정

SAM 계정명
@ 포함되지 않음

사용자 로그인 이름 (sAMAccountName) 으로 인증합니다.
예 : 사용자

사용자 초기명
@ 을 포함함

사용자 로그인 이름 (userPrincipalName) 으로 인증합니다.
예 : user@example. com

힌트
도메인 이름으로 SAM 계정을 지정할 경우 " 도메인 _ 이름 \SAM_ 계정 _ 명 " 으로 기술합
니다.

z LDAP 서버의 [ 서버 종류 ] 가 [ 그 외 LDAP 서버 ] 인 경우
사용자 이름 형식

인증 과정

uid

사용자 로그인 이름 (uid) 으로 인증합니다.
예 : 사용자

cn

사용자 로그인 이름 (cn) 으로 인증합니다.
예 :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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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 로컬 계정에 등록되어 있는 사용자의 경우
로컬 계정의 사용자 정보에서 사용자 이름을 지정합니다.
스캐너에 저장된 로컬 계정에서 지정된 사용자 로그인명에 대한 인증이 실행됩니다.
인증된 사용자 정보는 스캔 데이터를 네트워크 폴더에 저장할 때도 사용됩니다.
스캐너를 켜거나 다시 시작하면, [ 로그인 ] 화면이 표시되지 않은 상태로 자동 로그인을
할 수 있습니다.
Active Directory 계정 옵션이 " 다음 로그온할 때 반드시 암호 변경 " 일 때 로그인을 할 수
없습니다. 관리자에게 문의하여 암호를 변경한 후, 로그인을 다시 시도합니다.
힌트
z LDAP 서버를 사용하지 않거나 로컬 계정을 등록하지 않고 스캐너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guest 계정으로 로그인해 주십시오.
z LDAP 서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LDAP 서버 " (45 페이지 ) 를 참조해 주십시오.
z 자동 로그인 또는 guest 계정을 이용한 로그인 사용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4.6.1 로
그인 설정 설정하기 " (92 페이지 ) 를 참조해 주십시오.
z [서버 종류]에 [그 외 LDAP 서버]가 선택되면 [로그인] 화면에서 암호 입력을 건너뛸 수 없
습니다. 항상 암호를 입력합니다.

1. 전원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전원 버튼

 [ 로그인 ] 화면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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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저명과 암호를 입력합니다.

힌트
로그인 LDAP 서버에 [Active Directory Global Catalog] 가 선택된 경우에는, [UPN 접미
사 ] 입력 필드가 표시됩니다.
z UPN 접미사를 포함한 유저명은 최대 64 자까지 입력할 수 있습니다. UPN 접미사는 기
억되어 다음 로그인시 다시 사용됩니다.
z UPN 접미사를 입력하면 "@" 또는 UPN 접미사가 사용자 이름에 첨부됩니다. 예를 들
어, 사용자 이름이 "user" 이고 입력된 UPN 접미사가 "example. com" 이면
"user@example. com" 으로 인증됩니다.
이러한 경우 이것이 " 사용자 초기명 " 입니다.
z 요구되지 않을 경우 UPN 접미사를 입력하지 마십시오.
z guest 로 로그인할 때는 UPN 접미사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입력하여도 무시됩니다.

3. [ 로그인 ] 버튼을 누릅니다.
 유저명과 암호가 유효하면, [ 메인 메뉴 ] 화면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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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4

스캔 데이터를 전자 메일로 보내기
주의
LDAP 서버가 설정될 경우, 사용자 메일 주소를 LDAP 서버에 저장합니다. 로컬 계정이 설정되
면, 사용자 메일 주소를 등록합니다.
사용자 메일 주소가 등록되지 않을 경우, 전자 메일을 송신할 수 없습니다.

1. [ 메인 메뉴 ] 화면에서 [ 메일 ] 버튼을 누릅니다.
 [ 메일 송신 ] 화면이 표시됩니다.
힌트
스캔 정보는 [ 스캔 설정 ] 의
을 눌러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5.9 스
캔 옵션 설정하기 " (271 페이지 ) 를 참조해 주십시오.

2. 배포 목록명 또는 메일 주소를 [ 받는 사람 ],[ 참조 ], [ 숨은 참조 ] 필드에 입력
합니다.
이 설정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5. 4. 2 메일 주소록에 전자 메일 대상 추가하
기 " (237 페이지 ) 를 참조해 주십시오.
힌트
z

을 눌러서 메일 주소록에서 전자 메일 주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
용은, "5. 4. 1 메일 주소록에서전자 메일 대상 선택하기 " (233 페이지 ) 를 참조해 주십
시오.
메일 주소록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관리자에게 문의해 주십시오.
z 그룹은 User Editor 을 사용하여 편집할 수 있습니다. 배포 목록도 편집 가능합니다. 보
다 자세한 내용은, " 부록 F User Editor 편집하기 " (429 페이지 ) 를 참조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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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보낸 사람 ] 필드에 전자 메일 주소를 입력합니다.
메일 주소가 설정되지 않은 Geust 계정으로 로그인 된 경우, 입력할 수 있습니다.
전자 메일 주소 설정 값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B.1 전자 메일 주소의 설정
값 " (405 페이지 ) 를 참조해 주십시오.
힌트
을 눌러서 메일 주소록에서 [ 보낸 사람 ] 메일 주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
한 내용은, "5. 4. 1 메일 주소록에서전자 메일 대상 선택하기 " (233 페이지 ) 를 참조해 주
십시오.
메일 주소록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관리자에게 문의해 주십시오.

4. 나머지 항목을 지정합니다.
힌트
z [요청 반환 확인] 및 [전자 메일의 Bcc 발신자]가 관리자 화면의 [전자 메일 보내기]에
서 [ 사용 ] 인 경우에 [ 요청 반환 확인 ] 및 [ 내 메일 주소에 송신 ] 이 표시됩니다. 자
세한 내용은 "4. 11. 3 전자 메일 보내기 " (128 페이지 ) 를 참조해 주십시오.
z [ 인증 설정 해제 ] 버튼은 관리자 화면의 [SMTP 서버 확장 ] 에서 [SMTP 인증 ] 이 유효
인 경우에 표시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4. 11. 2 SMTP 서버 설정하기 ( 확장 )" (127 페
이지 ) 를 참조해 주십시오.
이 버튼을 누르면 설정했던 인증 정보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5. [ 스캔 ] 버튼을 누릅니다.
[ 스캔 보기 ] 가 [ 사용 안 함 ] 일 경우, 이 버튼은 [ 스캔 & 전송 ] 버튼이 됩
니다.
 스캔이 시작됩니다.
[ 스캔 보기 ] 가 [ 사용 안 함 ] 일 경우, 스캔 보기의 표시와 스캔 상태 ( 미리보
기 ) 를 스캔 중에 전환할 수 있습니다.
스캔 가능한 최대 페이지 수는 999 입니다.
빈 페이지 건너뛰기 기능이 유효하면, 건너뛴 빈 페이지를 포함하여 스캔된 페이
지의 수가 표시됩니다.
추가된 페이지는 스캔된 페이지의 최대 장수까지 건너뛴 빈 페이지 대신에 스캔
될 수 있습니다.
 스캔이 완료되면 [ 스캔 보기 ] 화면이 표시됩니다.
힌트
[ 스캔 보기 ] 화면에서는 스캔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캔 이미지 선택 후 표시되
는 스캔 보기 세부사항 화면에서 스캔 데이터를 편집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5. 10 스캔 보기 사용 설정 / 해제하기 " (311 페이지 ) 를 참조해 주십시오.

6. 스캔 데이터를 확인하고 편집합니다.
[ 스캔 보기 ] 화면에서는 스캔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캔 이미지 선택 후
표시되는 스캔 보기 세부사항 화면에서 스캔 데이터를 편집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
세한 내용은, "5.11 스캔 보기에서 스캔 데이터 편집하기 " (314 페이지 ) 를 참조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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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스캔 보기 ] 화면에서 [ 보내기 ] 버튼을 누릅니다.
힌트
[SMTP 인증 ] 화면이 표시되면 SMTP 서버의 액세스에 필요한 인증 정보를 입력하고
[OK] 버튼을 누릅니다.

 지정된 파일 형식의 스캔 데이터가 전자 메일 첨부 파일로 전송됩니다.
[ 메일 나누기 ] 가 [ 유효 ] 로 설정될 경우, 분할 파일이 전송됩니다.
메일 수신자가 설정된 최대 수를 초과하면 경고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 메인 메뉴 ] 화면이 다시 표시됩니다.

힌트
z 다음의 항목은 사전에 관리자에 의해 설정됩니다.
z [ 받는 사람 ] 필드에 지정할 메일 주소의 최대 수
z 보낼 메일의 나누기 여부와 분할 메일의 최대 크기
z 첨부 파일의 최대 크기
이 설정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관리자에게 문의하십시오. 보다 자세한 내용은, "4.11.1 SMTP
서버 설정하기 " (126 페이지 ) 를 참조해 주십시오.
z 사진과 그래픽의 경우 압축률을 증가시켜 파일 크기를 줄일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
은, "5. 9. 10 압축률 " (294 페이지 ) 를 참조해 주십시오.
z 파일 형식이 JPEG, 단일 페이지 TIFF, 단일 페이지 PDF 또는 단일 페이지 PDF/A 인 경우 전
자 메일에 첨부한 파일 수는 스캔한 페이지 수와 같습니다.
z 메일을 보낼 수 없을 경우 다음과 같은 제목의 오류 메시지가 스캐너에서 [ 보낸 사람 ] 주소
에 메일로 전송됩니다.
네트워크 스캐너 (XXXX)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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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4. 1 메일 주소록에서전자 메일 대상 선택하기
전자 메일을 송신할 때 키보드로 직접 전자 메일 주소를 입력하지 않고 위치를 지정하기
위해 전자 메일 주소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자 메일 주소록에서 전자 메일을 선택하는 방법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5.4 스캔
데이터를 전자 메일로 보내기 " (230 페이지 ) 의 순서 2 및 순서 3 을 참조해 주십시오.
z 전자 메일 주소록의 종류
전자 메일 주소록에는 내 목록과 LDAP 목록의 2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z 내 목록
이것은 각 사용자에 의해 작성가능한 메일 주소록입니다.
힌트
내 목록은 User Editor 를 사용하여도 편집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 부록 F User
Editor 편집하기 " (429 페이지 ) 를 참조해 주십시오.

z LDAP 목록
이것은 LDAP 서버에 저장된 데이터를 사용하는 메일 주소록입니다. LDAP 목록은
편집할 수 없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LDAP 목록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LDAP 목록 ] 탭이 화면
에 표시되지 않습니다.
z LDAP 서버가 사용되지 않을 경우
z guest 계정으로 로그인 한 경우
z 로컬 계정으로 로그인한 경우
z 전자 메일 대상은 메일 주소록에서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전자 메일을 송신할 때 다음과 같은 전자 메일 대상이 선택 가능하며 메일 주소록에서
입력 가능합니다.
메일 대상

메일 주소록에서 표시
되는 아이콘

내 목록

LDAP 목록

그룹

예

— (*)

배포 목록

예

— (*)

메일 주소

예

예

예 : 이용 가능 —: 이용 불가능
(*): LDAP 목록에서 표시되지 않음
다음은 [LDAP 목록 ] 을 사용하여 전자 메일 주소를 선택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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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메일 송신 ] 화면에서 전자 메일 주소 필드에 있는

를 누릅니다.

 [ 메일 주소록 ] 화면이 표시됩니다.

2. [LDAP 목록 ] 탭을 선택합니다.
 LDAP 목록용 [ 메일 주소록 ] 화면이 표시됩니다.

3. 검색 항목 버튼 ( 왼쪽, 가운데, 또는 [ 메일 주소] 버튼) 을 눌러 검색 항목을 선
택합니다.
왼쪽 버튼
가운데 버튼

힌트
관리자는 검색 항목 및 왼쪽 또는 가운데 버튼으로 할당되어 있는 버튼 이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검색 항목과 버튼 이름을 사용자 지정하기 위한 자세한 내용은, "4. 10. 4 LDAP 검색 항목
설정하기 " (124 페이지 ) 를 참조해 주십시오.

4. [ 검색 문자열 ] 필드에서 검색하려는 전자 메일 주소의 일부 또는 전체를 입력
합니다.
힌트
내 목록에서

버튼을 누르면 검색 문자열 및 이전 검색 결과가 지워집니다.

5. [ 검색 위치 ] 에서

을 누릅니다.

 [ 검색 위치 ] 화면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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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검색 위치 설정을 선택합니다.

 LDAP 화면은 [ 메일 주소록 ]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선택된 위치가 [ 검색 위치 ]
에 표시됩니다.

7.

을 누릅니다.
 검색 결과가 오른쪽에 표시됩니다. 다섯 개의 결과가 동시에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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힌트
z 표시되는 검색 결과의 수는 관리자에 의해 설정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4. 10. 2 전자 메일 LDAP 서버 설정하기 " (122 페이지 ) 를 참조해 주십시오.
z 그러므로, 검색 결과는 선택된 목록에 따라 다릅니다.

검색 문자열

내 목록

LDAP 목록

대소문자

대소문자 구별없음

대소문자 구별없음

발음 구별 / 강세 부호

대소문자 구별

대소문자 구별없음

내 목록 검색의 경우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z 현재 표시되어 있는 모든 레벨 및 하위 항목이 검색됩니다 .
z 검색 결과에 표시된 그룹에서 그룹이 선택된 경우라도
상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8. 검색 결과에서 원하는 전자 메일 대상을 선택하고

은 무효하며 그룹 대

을 누릅니다.

 선택된 전자 메일 주소가 [ 선택된 메일 주소 ] 에 추가됩니다.
여러 개의 전자 메일 주소를 추가하려면, 다음의 순서를 반복해 주십시오.
힌트
전자 메일 주소를 선택하고
다.

을 누르면 전자 메일 주소를 내 목록에 추가할 수 있습니

9. [OK] 버튼을 누릅니다.
 주소가 [ 메일 송신 ] 화면의 필드에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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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4. 2 메일 주소록에 전자 메일 대상 추가하기
다음은 메일 주소록의 내 목록에 전자 메일 주소와 배포 목록을 추가하는 방법을 설명하
고 있습니다. LDAP 목록에는 전자 메일 주소 또는 배포 목록을 추가할 수 없습니다.
메일 주소록에서 저장할 수 있은 최대 전자 메일 대상의 개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z 그룹, 배포 목록이나 / 또는 메일 주소를 포함한 메일 대상 총 5, 000 개
z 메일 주소 총 10, 000 개

1. 다음의 방법으로 [ 메일 주소록 ] 화면을 엽니다.
z [ 메일 송신 ] 화면에서 전자 메일 주소 필드에 있는
를 누릅니다.
z [ 메인 메뉴 ] 또는 [ 작업 메뉴 ] 화면에서 [ 유지 관리 ] 버튼을 누른 다음 [ 유지 관
리 ] 화면에서 [ 메일 주소 편집 ] 버튼을 누릅니다.

2. [ 내 목록 ] 탭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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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메일 주소록 편집 ] 버튼을 누릅니다.
 [ 메일 주소록 편집 ] 화면이 표시됩니다.

4.

을 누릅니다.
그룹에 전자 메일 주소 또는 배포 목록을 추가하려면, 대상 그룹을 표시하고 버튼을
누룹니다.
 [ 메일 주소 추가 ] 화면이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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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추가할 전자 메일 정보를 입력합니다.
z 전자 메일 주소의 경우
[ 메일 주소 ] 탭에서 추가할 성, 이름을 입력합니다.
전자 메일 주소 설정 값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B. 1 전자 메일 주소의 설정
값 " (405 페이지 ) 를 참조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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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 배포 목록의경우
[ 배포 목록 ] 탭에서, 배포 목록에 추가될 목록명과 메일 주소를 입력합니다.
전자 메일 주소 설정 값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B. 1 전자 메일 주소의 설정
값 " (405 페이지 ) 를 참조해 주십시오.
힌트

메일 주소록에서 선택된 전자 메일 주소는
을 눌러 액세스 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5. 4. 1 메일 주소록에서전자 메일 대상 선택하기 " (233 페이지 ) 를 참조해 주십
시오.
메일 주소록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관리자에게 문의해 주십시오.

6. [OK] 버튼을 누릅니다.
 전자 메일 주소 및 배포 목록이 내 목록에 추가됩니다.

힌트
내 목록은 User Editor 를 사용하여도 편집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 부록 F User
Editor 편집하기 " (429 페이지 ) 를 참조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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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4. 3 메일 주소록에서 전자 메일 대상 편집하기
다음은 내 목록에서 전저 메일 주소를 편집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LDAP
목록은 편집할 수 없습니다.

1. "5.4.2 메일 주소록에 전자 메일 대상 추가하기" (237 페이지)의 순서 1 ~ 순서
3 순서를 실행하여 [ 메일 주소록 ] 화면을 표시합니다.
2. 편집할 전자 메일 주소와 배포 목록을 선택합니다.
3.

을 누릅니다.
 [ 메일 주소 편집 ] 화면이 나타납니다.

4. 연락처 정보를 편집합니다.
z 전자 메일 주소의 경우
추가할 전자 메일 주소, 이름, 성을 입력합니다.
전자 메일 주소 설정 값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B. 1 전자 메일 주소의 설정
값 " (405 페이지 ) 를 참조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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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 배포 목록의경우
배포 목록에 추가할 성 및 메일 주소를 입력합니다.
전자 메일 주소 설정 값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B. 1 전자 메일 주소의 설정
값 " (405 페이지 ) 를 참조해 주십시오.
힌트

메일 주소록에서 선택된 전자 메일 주소는
을 눌러 액세스 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5. 4. 1 메일 주소록에서전자 메일 대상 선택하기 " (233 페이지 ) 를 참조해 주십
시오.
메일 주소록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관리자에게 문의해 주십시오.

5. [OK] 버튼을 누릅니다.
 편집된 전자 메일 주소는 사용자의 내 목록 주소록에 저장됩니다.

힌트
내 목록은 User Editor 를 사용하여도 편집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 부록 F User
Editor 편집하기 " (429 페이지 ) 를 참조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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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4. 4 메일 주소록에서 메일 대상 삭제하기
다음은 내 목록에 전자 메일 주소와 배포 목록을 삭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
니다. 전자 메일 대상은 LDAP 목록에서 삭제될 수 없습니다.

1. "5.4.2 메일 주소록에 전자 메일 대상 추가하기" (237 페이지)의 순서 1 ~ 순서
3 순서를 실행하여 [ 메일 주소록 ] 화면을 표시합니다.
2. 삭제할 전자 메일 주소와 배포 목록을 선택합니다.
3.

을 누릅니다.
 [ 메일 주소 삭제 ] 화면이 나타납니다.
전자 메일 주소를 삭제하기 위해 선택하는 경우 다음의 예제 화면이 표시됩니다.

4. 삭제하기 위해 설정한 전자 메일 주소가 올바른지 확인한 다음 [OK] 버튼을
누릅니다.

 메일 주소록에서 전자 메일 대상이 삭제됩니다.

힌트
내 목록은 User Editor 를 사용하여도 편집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 부록 F User
Editor 편집하기 " (429 페이지 ) 를 참조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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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5

스캔 데이터를 FAX 로 보내기
1. [ 메인 메뉴 ] 화면에서 [FAX] 버튼을 누릅니다.
 [Fax 송신 ] 화면이 나타납니다.
힌트
스캔 정보는 [ 스캔 설정 ] 의
을 눌러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5.9 스
캔 옵션 설정하기 " (271 페이지 ) 를 참조해 주십시오.

2. [FAX 번호 ] 필드에 FAX 번호를 입력합니다.
힌트
을 누르면 FAX 번호부에서 FAX 번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5. 5. 1 FAX 번호부에서 FAX 번호 선택하기 " (246 페이지 ) 를 참조해 주십시오.

3. [결과 통지 (보내는 사람의 메일 주소)]에 FAX 전송 결과 알림 용 전자 메일 주
소 또는 송신자의 전자 메일 주소를 입력합니다.
관리자 화면의 [FAX] 아래에 [FAX 서버 ] 가 선택되어 있을 때 표시되는 창에서 [
보낸 사람 ] 에 아무 것도 지정되어 있지 않을 경우 전자 메일 주소를 입력합니다.
전자 메일 주소 설정 값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B. 1 전자 메일 주소의 설정
값 " (405 페이지 ) 를 참조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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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나머지 항목을 지정합니다.
힌트
[ 인증 설정 해제 ] 버튼은 관리자 화면의 [SMTP 서버 확장 ] 에서 [SMTP 인증 ] 이 유효인
경우에 표시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4. 11. 2 SMTP 서버 설정하기 ( 확장 )" (127 페이지 )
를 참조해 주십시오.
이 버튼을 누르면 설정했던 인증 정보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5. [ 스캔 & 보내기 ] 버튼을 누릅니다.
[ 스캔 보기 ] 가 [ 사용 ] 일 경우, 이 버튼은 [ 스캔 ] 버튼이 됩니다.
 스캔이 시작됩니다.
 스캔이 완료된 다음 즉시 스캔 데이터가 FAX 로 전송되며 터치 패널 화면은 [ 메
인 메뉴 ] 로 돌아갑니다.
힌트
[SMTP 인증 ] 화면이 표시되면 SMTP 서버의 액세스에 필요한 인증 정보를 입력하고
[OK] 버튼을 누릅니다.

힌트
z [ 스캔 보기 ] 가 [ 유효 ] 이면, 스캔이 완료되었을 때 [ 스캔 보기 ] 화면이 한 번 표시됩니다.
스캔 가능한 최대 페이지 수는 999 입니다.
빈 페이지 건너뛰기 기능이 유효하면, 건너뛴 빈 페이지를 포함하여 스캔된 페이지의 수가
표시됩니다.
추가된 페이지는 스캔된 페이지의 최대 장수까지 건너뛴 빈 페이지 대신에 스캔될 수 있습니
다.
[ 스캔 보기 ] 화면에서는 스캔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캔 이미지 선택 후 표시되는
스캔 보기 세부사항 화면에서 스캔 데이터를 편집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5.11
스캔 보기에서 스캔 데이터 편집하기 " (314 페이지 ) 를 참조해 주십시오.
[ 스캔 보기 ] 화면의 표시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5. 10 스캔 보기 사용 설정 / 해제하
기 " (311 페이지 ) 를 참조해 주십시오.
z 데이터를 FAX 서버에 보내기 실패한 경우, 다음과 같은 제목의 오류 메시지가 스캐너에서
로그인 되어 있는 사용자의 전자 메일로 전송됩니다.
네트워크 스캐너 (XXXX)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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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5. 1 FAX 번호부에서 FAX 번호 선택하기
FAX 번호부, 키보드를 FAX 번호를 입력하는 대신 FAX 번호부에서 FAX 번호를 직접 선택
할 수 있습니다.
FAX 번호부를 사용하여 FAX 번호를 입력하려면, "5. 5 스캔 데이터를 FAX 로 보내기 "
(244 페이지 ) 의 순서 2 를 참조해 주십시오.

1. [FAX 송신 ] 화면에서 수신자 FAX 번호란의

을 누릅니다.

 [FAX 번호부 ] 화면이 표시됩니다.

2. 검색 항목 버튼 ([받는 사람] 또는 [FAX 번호] 버튼)을 눌러 검색 항목을 선택
합니다.
3. [ 검색 문자열 ] 에서 검색 문자열을 입력합니다.
4. [ 검색 위치 ] 에서

을 누릅니다.

 [ 검색 위치 ] 화면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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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검색 위치 설정을 선택합니다.

 [FAX 번호부 ]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선택한 검색 방법이 [ 검색 위치 ] 에 설정됩
니다.

6.

을 누릅니다.
 다섯 개의 결과가 동시에 표시됩니다.

7. 검색 결과에서 FAX 를 보낼 대상을 선택합니다.
8. [OK] 버튼을 누릅니다.
 FAX 번호가 [FAX 송신 ] 화면의 필드에 추가됩니다.
한 번에 한 개의 FAX 번호만 입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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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5. 2 FAX 번호부에 연락처 추가하기
이 단원에서는 FAX 번호부에 연락처를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최대 1,000 개의 FAX 번호를 FAX 번호부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미 목록에 1,000 개의
FAX 번호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더 이상 FAX 번호를 추가할 수 없습니다.
힌트
목록에 추가된 FAX 연락처 번호는 모든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다음의 방법으로 [FAX 번호부 ] 화면이 열립니다.
z [FAX 송신 ] 화면에서 수신자 FAX 번호란의
을 누릅니다.
z [ 메인 메뉴 ] 또는 [ 작업 메뉴 ] 화면에서 [ 유지 관리 ] 버튼을 누른 다음 [ 유지 관
리 ] 화면에서 [FAX 번호 편집 ] 버튼을 누릅니다.

2.

을 누릅니다.

 [FAX 번호 추가 ] 화면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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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FAX 연락처 상세 정보를 입력합니다.

4. [OK] 버튼을 누릅니다.
 FAX 번호부에 연락처가 추가됩니다.

249

5. 5 스캔 데이터를 FAX 로 보내기

5. 5. 3 FAX 번호부 편집하기
편집된 FAX 연락처 번호는 모든 사용자가 사용 가능합니다.

1. 다음의 방법으로 [FAX 번호부 ] 화면이 열립니다.
z [FAX 송신 ] 화면에서 수신자 FAX 번호란의
을 누릅니다.
z [메인 메뉴] 또는 [작업 메뉴] 화면에서 [유지 관리] 버튼을 누른 다음 [유지 관
리 ] 화면에서 [FAX 번호 편집 ] 버튼을 누릅니다.

2. 편집하려는 FAX 번호를 선택합니다.
3.

을 누릅니다.
 [FAX 번호 편집 ] 화면이 표시됩니다.

4. 연락처 정보를 편집합니다.

5. [OK] 버튼을 누릅니다.
 편집된 FAX 번호 연락처 목록이 저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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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5. 4 FAX 번호부에서 연락처 삭제하기
목록에서 삭제된 FAX 연락처 번호는 더 이상 어떤 사용자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1. 다음의 방법으로 [FAX 번호부 ] 화면이 열립니다.
z [FAX 송신 ] 화면에서 수신자 FAX 번호란의
을 누릅니다.
z [ 메인 메뉴 ] 또는 [ 작업 메뉴 ] 화면에서 [ 유지 관리 ] 버튼을 누른 다음 [ 유지 관
리 ] 화면에서 [FAX 번호 편집 ] 버튼을 누릅니다.

2. 삭제할 FAX 연락처를 선택합니다.
3.

을 누릅니다.
 [FAX 번호 삭제 ] 화면이 나타납니다.

4. 삭제하기 위해 설정한 FAX 연락처가 올바른지 확인한 다음 [OK] 버튼을 누릅
니다.

 FAX 번호부에서 연락처가 삭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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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6

스캔 데이터 인쇄하기
1. [ 메인 메뉴 ] 화면에서 [ 인쇄 ] 버튼을 누릅니다.
 [ 인쇄 ] 화면이 표시됩니다.
힌트
스캔 정보는 [ 스캔 설정 ] 의
을 눌러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5.9 스
캔 옵션 설정하기 " (271 페이지 ) 를 참조해 주십시오.

2. 프린터를 변경하려면,

을 누릅니다.

 [ 프린터 목록 ] 화면이 표시됩니다.

252

5. 6 스캔 데이터 인쇄하기
3. 대상 프린터를 선택하고 [OK] 버튼을 누릅니다.
힌트
z 관리자에 의해 목록에 추가된 프린터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목록의 프린터를 변경하려
면 관리자에게 문의해 주십시오.
프린터 추가하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4.14 네트워크 프린터 설정하기 " (147 페이지 )
를 참조하십시오.
z [ 인증 설정 해제 ] 버튼이 유효인 경우, 선택한 네트워크 프린터에서 설정했던 인증 정
보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 인쇄 ] 화면으로 되돌아갑니다.
힌트
z [ 프린터 서버 인증] 화면이 표시되면 네트워크 프린터의 액세스에 필요한 인증 정보를
입력하고 [OK] 버튼을 누릅니다.
z [인증 화면 보기]에서 [사용]을 선택한 다음에 [OK] 버튼을 누르면, 선택된 네트워크
프린터의 관리자 화면이 표시됩니다. 이 화면에서 인증 정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z 스캐너에서는 인쇄를 실행하기 전에 프린터 서버의 인쇄 권한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쇄 권한을 확인하는 중에 데이터를 일시적으로 스풀링할 수 있습니다.

4. [ 매수 ] 필드에 숫자를 입력합니다.
5. 요구될 경우 인쇄 설정 변경을 합니다.
인쇄 비율, 위치 지정, 프린터 모드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해 주십시오.
"5. 6. 1 인쇄 비율 " (255 페이지 )
"5. 6. 2 인쇄 위치 " (259 페이지 )
"5. 6. 3 인쇄 면 " (261 페이지 )
프린터를 공장 출하시의 설정으로 되돌릴 때는 [ 기본값 ] 버튼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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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나머지 항목을 지정합니다.
7. [ 스캔 ] 버튼을 누릅니다.
[ 스캔 보기 ] 가 [ 사용 안 함 ] 일 경우, 이 버튼은 [ 스캔 & 인쇄 ] 버튼이 됩니
다.
 스캔을 시작합니다.
[ 스캔 보기 ] 가 [ 사용 안 함 ] 이면, 스캔 중에 스캔 설정과 스캔 상태 ( 미리보
기 ) 를 전환하고 표시할 수 있습니다.
[ 스캔 보기 ] 가 [ 유효 ] 이면, [ 스캔 보기 ] 화면이 표시됩니다.
스캔할 수 있는 최대 페이지 수는 100 입니다.
빈 페이지 건너뛰기 기능이 유효하면, 건너뛴 빈 페이지를 포함하여 스캔된 페이
지의 수가 표시됩니다.
추가된 페이지는 스캔된 페이지의 최대 장수까지 건너뛴 빈 페이지 대신에 스캔
될 수 있습니다.
 스캔이 완료되면 [ 스캔 보기 ] 화면이 표시됩니다.
힌트
z [스캔 보기]가 [사용 안 함]일 경우 [스캔&보내기] 버튼을 누르면, 스캔 데이터를 스캔
이 완료된 다음 즉시 인쇄하고 터치 패널 화면은 [ 메인 메뉴 ] 로 돌아갑니다. 보다 자
세한 내용은, "5. 10 스캔 보기 사용 설정 / 해제하기 " (311 페이지 ) 를 참조해 주십시
오.
z 스캐너에서는 인쇄를 실행하기 전에 프린터 서버의 인쇄 권한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쇄 권한을 확인하는 중에 데이터를 일시적으로 스풀링할 수 있습니다.

8. 스캔 데이터를 확인하고 편집합니다.
[ 스캔 보기 ] 화면에서는 스캔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캔 이미지 선택 후
표시되는 스캔 보기 세부사항 화면에서 스캔 데이터를 편집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5.11 스캔 보기에서 스캔 데이터 편집하기 " (314 페이지 ) 를
참조해 주십시오.

9. [ 스캔 보기 ] 화면에서 [ 인쇄 ] 버튼을 누릅니다.
 스캔 데이터는 프린터 서버로 전송되고 인쇄됩니다.
인쇄할 스캔 데이터의 문서 이름은 스캐너의 이름입니다.
주의
유저 로그는 스캔 데이터가 인쇄 서버에 보내질 때까지의 처리 결과를 표시합니다. 네트워
크 프린터 인쇄 결과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유저 로그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5.12.1
완료된 송신 조작의 상세 정보 보기 ( 유저 로그 )" (324 페이지 ) 을 참조해 주십시오.
힌트
인쇄를 실패하면 다음과 같은 제목의 오류 통지가 스캐너로부터 LDAP 서버 권한으로 로그
인된 사용자의 전자 메일 주소로 송신됩니다.
네트워크 스캐너 (XXXX)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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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6. 1 인쇄 비율
스캔 데이터는 프린터 서버로 전송되고 인쇄됩니다.
여기서 선택된 설정은 사용자가 문서를 인쇄할 때마다 사용됩니다.

1. [ 인쇄 ] 화면에서 [ 인쇄 비율 ] 버튼을 누릅니다.
 [ 인쇄 비율 ] 화면이 표시됩니다.

2. 스캔 데이터의 인쇄 비율을 선택합니다.

인쇄 결과는 인쇄 위치 설정에 따라서 아래와 같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쇄 위치
설정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5. 6. 2 인쇄 위치 " (259 페이지 ) 를 참조해 주십
시오.
z 용지에 맞춤
이미지가 축소되어 전체 이미지가 인쇄에 이용 가능한 영역 ( 점선 안의 영역 ) 에
맞게 조정됩니다. 추가 확대는 불가능합니다.
z 인쇄 위치 설정이 [ 가운데 ] 인 경우 인쇄용 조절점은 인쇄에 사용 가능한 영역
의 중심점입니다.
z 인쇄 위치 설정이 [ 좌측 상단 ] 인 경우 인쇄용 조절점은 인쇄에 사용 가능한 영
역의 좌측 상단 구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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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캔
데이터

인쇄 용지
작음

큼

인쇄 위치

결과

가운데

좌측 상단

큼

작음

가운데

B
좌측 상단

B
같음

같음

가운데
좌측 상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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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 100%
이미지가 용지 크기와 무관하게 전체 크기로 인쇄됩니다.
z 인쇄 위치 설정이 [ 가운데 ] 인 경우 인쇄용 조절점은 인쇄에 사용 가능한 영역
의 중심점입니다.
z 인쇄 위치 설정이 [ 좌측 상단 ] 인 경우 인쇄용 조절점은 인쇄에 사용 가능한 영
역의 좌측 상단 구석입니다.

인쇄 용지
작음

스캔 데이터
큼

인쇄 위치

결과

가운데

좌측 상단

큼

작음

가운데

B
좌측 상단

B
같음

같음

가운데

좌측 상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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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쇄 ] 화면으로 되돌아갑니다. 선택된 비율 설정이 [ 인쇄 비율 ] 버튼의 오른쪽
에 표시됩니다.
주의
가장자리 파일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5. 9. 17 스캔 이미지의 가장자리 채우기 ( 가장자리 수
정 )" (304 페이지 ) 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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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6. 2 인쇄 위치
스캔 데이터의 인쇄 위치를 설정합니다.
여기서 선택된 설정은 사용자가 문서를 인쇄할 때마다 사용됩니다.

1. [ 인쇄 ] 화면에서 [ 인쇄 위치 ] 버튼을 누릅니다.
 [ 인쇄 위치 ] 화면이 표시됩니다.

2. 데이터의 인쇄 위치를 선택합니다.

인쇄 결과는 인쇄 비율 설정에 따라서 아래와 같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쇄 비율
설정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5. 6. 1 인쇄 비율 " (255 페이지 ) 를 참조해 주십
시오.

버튼
가운데

인쇄 비율
용지에 맞춤

조절점
인쇄에 사용할 수 있는 영역의 중심점을 조절점
으로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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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튼

인쇄 비율

조절점

가운데

100%

인쇄 용지의 중심점을 조절점으로 사용합니다.

좌측 상단

용지에 맞춤

인쇄에 사용할 수 있는 영역의 상단 좌측 구석을
조절점으로 사용합니다.

100%

인쇄 용지의 상단 좌측 구석을 조절점으로 사용
합니다.

 [인쇄] 화면으로 되돌아갑니다. 선택된 인쇄 위치 설정이 [인쇄 위치] 버튼의 오
른쪽에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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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6. 3 인쇄 면
한 면에 인쇄할 것인지 ( 단면 모드 ) 또는 양면에 인쇄할 것인지 ( 양면 모드 ) 설정합니다.

1. [ 인쇄 ] 화면에서 [ 인쇄 면 ] 버튼을 누릅니다.
 [ 인쇄 면 ] 화면이 표시됩니다.

2. 인쇄 모드를 선택합니다.

 [ 인쇄 ] 화면으로 되돌아갑니다. 선택된 모드는 [ 인쇄 면 ] 버튼의 오른쪽에 표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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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7

네트워크 폴더에 스캔 데이터 저장하기
스캔 데이터를 네트워크 폴더 또는 FTP 서버 폴더에 저장합니다.

1. [ 메인 메뉴 ] 화면에서 [ 저장 ] 버튼을 누릅니다.
 [ 저장 ] 화면이 표시됩니다.
힌트
스캔 정보는 [ 스캔 설정 ] 의
을 눌러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5.9 스
캔 옵션 설정하기 " (271 페이지 ) 를 참조해 주십시오.

2.

을 누릅니다.

 [ 폴더 목록 ] 화면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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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스캔 데이터를 저장할 폴더를 선택합니다.
힌트
z 미리 관리자에 의해 추가된 폴더 목록에서 폴더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목록의 폴더를
변경하려면 관리자에게 문의해 주십시오.
네트워크 폴더 추가하기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4.13.1 네트워크 폴더 설정 " (131
페이지 ) 를 참조해 주십시오.
FTP 서버 폴더 추가하기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4.13.2 FTP 서버 폴더 설정하기 "
(137 페이지 ) 를 참조해 주십시오.
z [ 인증 설정 해제 ] 버튼이 유효인 경우, 선택한 네트워크 폴더에서 설정했던 인증 정보
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4. [OK] 버튼을 누릅니다.
 [ 저장 ] 화면으로 되돌아갑니다.
힌트
z [파일 서버 인증] 화면이 표시되면 파일 서버의 액세스에 필요한 인증 정보를 입력하고
[OK] 버튼을 누릅니다.
z [인증 화면 보기]에서 [사용]을 선택한 다음에 [OK] 버튼을 누르면, 선택된 네트워크
폴더의 관리자 화면이 표시됩니다. 이 화면에서 인증 정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5. [ 다른 이름으로 저장 ] 필드에서, 저장할 스캔 데이터의 파일명을 입력합니다.
6. 동일한 이름의 기존 파일을 덮어쓸 것인지 아닌지를 선택합니다.
파일이 성공적으로 저장되었는지의 여부는 유저 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저 로그에 접속하는 방법에 대한 보다 자세한 방법은, "5. 12. 1 완료된 송신 조작
의 상세 정보 보기 ( 유저 로그 )" (324 페이지 ) 를 참조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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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나머지 항목을 지정합니다.
8. [ 스캔 ] 버튼을 누릅니다.
[ 스캔 보기 ] 가 [ 사용 안 함 ] 일 경우, 이 버튼은 [ 스캔 & 저장 ] 버튼이 됩니
다.
 스캔이 시작됩니다.
[ 스캔 보기 ] 가 [ 사용 안 함 ] 이면, 스캔 중에 스캔 설정과 스캔 상태 ( 미리보
기 ) 를 전환하고 표시할 수 있습니다.
[ 스캔 보기 ] 가 [ 유효 ] 이면, [ 스캔 보기 ] 화면이 표시됩니다.
스캔 가능한 최대 페이지 수는 999 입니다.
빈 페이지 건너뛰기 기능이 유효하면, 건너뛴 빈 페이지를 포함하여 스캔된 페이
지의 수가 표시됩니다.
추가된 페이지는 스캔된 페이지의 최대 장수까지 건너뛴 빈 페이지 대신에 스캔
될 수 있습니다.
 스캔이 완료되면 [ 스캔 보기 ] 화면이 표시됩니다.
힌트
[ 스캔 보기 ] 가 [ 사용 안 함 ] 일 경우 [ 스캔 & 저장 ] 버튼을 누르면, 스캔 데이터를 스캔
이 완료된 다음 즉시 저장하고 터치 패널 화면은 [ 메인 메뉴 ] 로 돌아갑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5. 10 스캔 보기 사용 설정 / 해제하기 " (311 페이지 ) 를 참조해 주십시오.

9. 스캔 데이터를 확인하고 편집합니다.
[ 스캔 보기 ] 화면에서는 스캔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캔 이미지 선택 후
표시되는 스캔 보기 세부사항 화면에서 스캔 데이터를 편집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5.11 스캔 보기에서 스캔 데이터 편집하기 " (314 페이지 ) 를
참조해 주십시오.

10. [ 스캔 보기 ] 화면에서 [ 저장 ] 버튼을 누릅니다.
 지정된 파일 형식의 파일이 선택된 폴더에 저장됩니다.
 [ 메인 메뉴 ] 화면이 다시 표시됩니다.
힌트
폴더 저장에 실패하면 다음과 같은 제목의 오류 통지가 스캐너로부터 LDAP 서버 권한으로
로그인된 사용자의 전자 메일 주소로 송신됩니다.
네트워크 스캐너 (XXXX)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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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8

SharePoint 폴더에 스캔 데이터 저장하기
1. [ 메인 메뉴 ] 화면에서 [Scan to SharePoint] 버튼을 누릅니다.
 [Scan to SharePoint] 화면이 표시됩니다.
힌트
스캔 정보는 [ 스캔 설정 ] 의
을 눌러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5.9 스
캔 옵션 설정하기 " (271 페이지 ) 를 참조해 주십시오.

2. [ 저장 ] 필드에서

을 누릅니다.

 [ 폴더 목록 ] 화면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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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harePoint 폴더를 선택하고 [OK] 버튼을 누릅니다.
힌트
z 미리 관리자에 의해 추가된 SharePoint 폴더 목록에서 SharePoint 폴더를 선택할 수 있
습니다. 목록의 폴더를 변경하려면 관리자에게 문의해 주십시오.
SharePoint 폴더 추가하기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4.13.3 SharePoint 폴더 설정 "
(141 페이지 ) 를 참조해 주십시오.
z [ 인증 설정 해제 ] 버튼이 유효인 경우, 선택한 SharePoint 폴더에서 설정했던 인증 정
보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힌트
z [ 로그인 ] 화면이 표시되면 SharePoint 서버의 액세스에 필요한 인증 정보를 입력하고
[OK] 버튼을 누릅니다.
z [ 인증 화면 보기 ] 에서 [ 사용 ] 을 선택한 다음에 [OK] 버튼을 누르면, 선택된
SharePoint 폴더의 관리자 화면이 표시됩니다. 이 화면에서 인증 정보를 변경할 수 있
습니다.

 [Scan to SharePoint] 화면이 다시 표시됩니다.

4. [ 다른 이름으로 저장 ] 필드에서, 저장할 스캔 데이터의 파일명을 입력합니다.
5. 동일한 이름의 기존 파일을 덮어쓸 것인지 아닌지를 선택합니다.
파일이 성공적으로 저장되었는지의 여부는 유저 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저 로그에 접속하는 방법에 대한 보다 자세한 방법은, "5. 12. 1 완료된 송신 조작
의 상세 정보 보기 ( 유저 로그 )" (324 페이지 ) 를 참조해 주십시오.

6.

을 누릅니다.
 [ 문서 분할 ] 화면이 표시됩니다.
파일 크기가 지정된 파일 크기를 초과할 때 스캔 데이터의 파일을 여러개의 파일
로 분할하도록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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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상한 파일 크기 ] 필드에 여러 개의 파일로 분할할 최대 파일 크기를 입력합니
다.

 [Scan to SharePoint] 화면이 다시 표시됩니다.

8. [ 콘텐츠 형식 ] 필드에서

을 누릅니다.

 [ 콘텐츠 형식 ] 화면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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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SharePoint 서버에서 관리하는 스캔 데이터의 콘텐츠 형식을 선택하고 [OK]
버튼을 누릅니다.

 선택된 콘텐츠 형식이 설정됩니다.
선택된 콘텐츠 형식에 따라 [Scan to SharePoint] 화면에서 SharePoint 서버에
정의된 속성 목록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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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다음의 방법으로 속성을 설정합니다.
z 편집하려는 속성에 따라서 입력 필드에 직접 속성을 입력합니다.
z 편집하려는 속성의

을 누르고 [ 속성의 편집 ] 화면에서 속성을 설정합니다.

11. 나머지 항목을 지정합니다.
12. [ 스캔 ] 버튼을 누릅니다.
[ 스캔 보기 ] 가 [ 사용 안 함 ] 일 경우, 이 버튼은 [ 스캔 & 저장 ] 버튼이 됩니
다.
 스캔이 시작됩니다.
[ 스캔 보기 ] 가 [ 사용 안 함 ] 이면, 스캔 중에 스캔 설정과 스캔 상태 ( 미리보
기 ) 를 전환하고 표시할 수 있습니다.
[ 스캔 보기 ] 가 [ 유효 ] 이면, [ 스캔 보기 ] 화면이 표시됩니다.
스캔 가능한 최대 페이지 수는 999 입니다.
빈 페이지 건너뛰기 기능이 유효하면, 건너뛴 빈 페이지를 포함하여 스캔된 페이
지의 수가 표시됩니다.
추가된 페이지는 스캔된 페이지의 최대 장수까지 건너뛴 빈 페이지 대신에 스캔
될 수 있습니다.
 스캔이 완료되면 [ 스캔 보기 ] 화면이 표시됩니다.
힌트
[ 스캔 보기 ] 가 [ 사용 안 함 ] 일 경우 [ 스캔 & 저장 ] 버튼을 누르면, 스캔 데이터를 스캔
이 완료된 다음 즉시 저장하고 터치 패널 화면은 [ 메인 메뉴 ] 로 돌아갑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5. 10 스캔 보기 사용 설정 / 해제하기 " (311 페이지 ) 를 참조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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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스캔 데이터를 확인하고 편집합니다.
[ 스캔 보기 ] 화면에서는 스캔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캔 이미지 선택 후
표시되는 스캔 보기 세부사항 화면에서 스캔 데이터를 편집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5.11 스캔 보기에서 스캔 데이터 편집하기 " (314 페이지 ) 를
참조해 주십시오.

14. [ 스캔 보기 ] 화면에서 [ 저장 ] 버튼을 누릅니다.
힌트
z 파일을 덮어 쓸때 기존의 파일 속성은 새 파일의 속성으로 대체됩니다.
z TIFF 또는 JPEG 형식으로 여러 파일을 저장하면, 모든 파일에 동일한 속성이 설정됩니
다.
z 지정된 폴더의 콘텐츠 형식 속성에 [ 행 텍스트 ] 또는 [ 여러 줄 텍스트 ] 가 아닌 필수 항
목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SharePoint 폴더에 저장된 파일을 체크 아웃합니다. 체크 아
웃 상태를 해제하려면, Internet Explorer 를 사용하여 구성하는 필수 항목에 값을 입력
후 체크인을 해야합니다.

 지정된 파일 형식의 파일이 선택된 SharePoint 폴더에 저장됩니다.
 [ 메인 메뉴 ] 화면이 다시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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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9

스캔 옵션 설정하기
스캔 설정 화면은 다음 화면에서 [ 스캔 설정 ]
z [ 메일 ] 화면
z [Fax] 화면
z [ 인쇄 ] 화면
z [ 저장 ] 화면
z [Scan to SharePoint] 화면

을 눌러 표시됩니다.

다음 두 종류의 설정 옵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z 기본값
기본값을 적용하여 자동으로 권장값이 설정됩니다.
z 사용자 지정
사용자가 기본값을 변경하고 필요한 스캔 속성을 사용자 지정할 수 있습니다.
각 메뉴에서 개별 설정을 지정합니다.
각 개별 사용자에 기능 설정 ( 메일, FAX, 인쇄, Scan to SharePoint) 이 저장되며, 해당
사용자가 로그인할 때마다 사용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5. 9. 2 이미지 모드 설정하기 " (282 페이지 ) 를 참조해 주십시오.
힌트
[ 인쇄 ] 화면에서 스캔 설정 화면이 열리면 [ 저장 ] 메뉴가 그레이 아웃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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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9. 1 스캔 설정 항목 간의 관계 변경 사항
스캔 설정 항목을 한 개라도 변경하면 다른 스캔 설정 항목에 영향을 줍니다.
다음 테이블은 설정 항목이 서로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표시합니다.

■ 기본
항목

항목란의 항목이 설정될 경우 설
항목란의 항목이 무효가 되는 조건
정이 무효가 되는 항목

이미지 모드
자동

z 용지 크기, [8. 5×17inch]
z 용지 크기, [8. 5×34inch]
z 용지 크기, [8. 5×125inch]
z 용지 크기, 14 인치보다 긴
[ 사용자 지정 ]
z 파일 형식, [JPEG]

흑백

z 이미지 모드, [ 감도 ]

z 처리 형식, [Fax] 및 FAX 서비
스, [ 타입 1] 또는 [ 타입 2]
([FAX 송신 ] 화면에서 스캔 설
정을 하는 경우 )

—

z 파일 형식, [JPEG]
z 텍스트 인식, [OCR 강조 텍스
트 인식 ]
z 텍스트 인식, [OCR 강조 텍스
트 편집 ]
z 압축, 압축률
z 압축, [ 컬러 고압축 PDF]
z 톤 조절
z 정리
z sRGB 출력
( 작업 설정의 경우 )
회색톤

z 이미지 모드, [ 감도 ]

z 처리 형식, [Fax] 및 FAX 서비
스, [ 타입 1] 또는 [ 타입 2]
z 텍스트 인식, [OCR 강조 텍스
([FAX 송신 ] 화면에서 스캔 설
트 인식 ]
정을 하는 경우 )
z 텍스트 인식, [OCR 강조 텍스
트 편집 ]
z 압축, [ 컬러 고압축 PDF]
z 임계값
z 정리 ( 흑백 )
z sRGB 출력
( 작업 설정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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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항목란의 항목이 설정될 경우 설
항목란의 항목이 무효가 되는 조건
정이 무효가 되는 항목

이미지 모드 ( 연속 )
색상

z 이미지 모드, [ 감도 ]
z 임계값
z 정리 ( 흑백 )

z 처리 형식, [Fax] 및 FAX 서비
스, [ 타입 1] 또는 [ 타입 2]
([FAX 송신 ] 화면에서 스캔 설
정을 하는 경우 )

z 드롭아웃 컬러
감도

z 이미지 모드, [ 흑백 ]

—

z 이미지 모드, [ 그레이스케일 ]
z 이미지 모드, [ 칼라 ]
용지
용지 공급
공급 장치 ( 단면 )

z 회전, [ 대칭 이동 형식 ]

z 캐리어 시트, [A3]

공급 장치 ( 양면 )

—

z 캐리어 시트, [B4 (JIS)]
z 캐리어 시트, [ 더블 레터 ]

문서 공급 방향
앞면이 아래로

—

—

앞면이 위로

z 색인 출력, [ 예 ]

z 분리 모드, [ 페이지 수 ] ( 작업
설정의 경우 )
z 분리 모드, [ 패치 코드 ] ( 작업
설정의 경우 )

z 해상도, [600dpi]

z 캐리어 시트, [A3]
z 캐리어 시트, [B4 (JIS)]
z 캐리어 시트, [ 더블 레터 ]

용지 크기
자동

z 해상도, [ 사용자 지정 ] 301
dpi 이상
표준 용지 크기 ( 길이 : z 세로줄 줄이기
2 ~ 14 인치 )
A4, 레터, 리걸 또는 기
타 크기
긴 페이지 ( 길이 : 14
인치 이상 )

z 해상도, [ 자동 ]

z 8. 5 × 17inch

z 해상도, [600dpi]

z 8. 5 × 34inch

z 해상도, [ 사용자 지정 ] 201
dpi 이상
z 텍스트 인식

z 8. 5 × 125inch
z 사용자 지정
(14 인치 이상 )

z 해상도, [300dpi]

z 세로줄 줄이기
z 보조 스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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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
z
z
z
z

이미지 모드, [ 자동 ]
해상도, [ 자동 ]
해상도, [300dpi]
해상도, [600dpi]
해상도, [사용자 지정] 201 dpi
이상
z 캐리어 시트, [A3]
z 캐리어 시트, [B4 (JIS)]
z 캐리어 시트, [ 더블 레터 ]

5. 9 스캔 옵션 설정하기

항목

항목란의 항목이 설정될 경우 설
항목란의 항목이 무효가 되는 조건
정이 무효가 되는 항목

해상도
150 dpi, 사용자 지정
(199 dpi 이하 )

z 색인 출력, 바코드

z 색인 출력, 바코드

200 dpi, 사용자 지정
(200 dpi)

—

—

자동, 300 dpi, 사용자 지 z 용지 크기, [8. 5×17inch]
정 (201 ~ 300 dpi)
z 용지 크기, [8. 5×34inch]
z 용지 크기, [8. 5×125inch]

z 용지 크기, [8. 5×17inch]
z 용지 크기, [8. 5×34inch]
z 용지 크기, [8. 5×125inch]

z 용지 크기, [ 사용자 지정 ] 14 z 용지 크기, [ 사용자 지정 ] 14
인치 이상
인치 이상
600 dpi, 사용자 지정
(301 dpi 이상 )

z 용지 크기, [8. 5×17inch]
z 용지 크기, [8. 5×34inch]
z 용지 크기, [8. 5×125inch]
z 용지 크기, [ 사용자 지정 ] 14
인치 이상
z 텍스트 인식, [ 모든 페이지 ]
z 텍스트 인식, [ 페이지 ]
z 압축, [ 컬러 고압축 PDF]
z 보조 스캔

캐리어 시트
사용 안 함

—

—

A3, B4 (JIS), 더블 레터

z 용지 공급

—

z 용지 크기
z 해상도, [600dpi]
z 해상도, [ 사용자 지정 ] 301
dpi 이상
z sRGB 출력
( 작업 설정의 경우 )
z 회전, [ 대칭 이동 형식 ]
z 보조 스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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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장
[ 인쇄 ] 화면에서 스캔 설정 화면이 열리면 [ 저장 ] 메뉴가 그레이 아웃됩니다.
항목

항목란의 항목이 설정될 경우
항목란의 항목이 무효가 되는 조건
설정이 무효가 되는 항목

파일 형식
PDF ( 단일 페이지 )

z 텍스트 인식, [OCR 강조 텍 z 처리 형식, [FAX] 및 FAX 서비
스트 인식 ]
스, [ 타입 1] 또는 [ 타입 2]
([FAX 송신 ] 화면에서 스캔 설
z 텍스트 인식, [OCR 강조 텍
정을 하는 경우 )
스트 편집 ]

PDF ( 복수 페이지 )

—

PDF/A ( 단일 페이지 )

z PDF 암호
z 텍스트 인식, [OCR 강조 텍
스트 인식 ]
z 텍스트 인식, [OCR 강조 텍
스트 편집 ]

PDF/A ( 복수 페이지 )

z PDF 암호

JPEG

z PDF 암호
z 텍스트 인식
z 압축, [ 컬러 고압축 PDF]

z 처리 형식, [FAX] 및 FAX 서비
스, [ 타입 1] 또는 [ 타입 2]
([FAX 송신 ] 화면에서 스캔 설
정을 하는 경우 )
z 이미지 모드, [ 자동 ]
z 이미지 모드, [ 흑백 ]

TIFF ( 단일 페이지, 복수
페이지 )

—

분리 ( 작업 설정의 경우 ( 스캔 설정 구성 ))
분리 모드, [ 없음 ]

—

—

분리 모드, [ 페이지 수 ], [ z 문서 공급 방향, [ 앞면이 위 —
패치 코드 ]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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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항목란의 항목이 설정될 경우
항목란의 항목이 무효가 되는 조건
설정이 무효가 되는 항목

PDF 암호
사용 안 함

z PDF 암호, [ 암호 ]

사용

—

z 처리 형식, [FAX]
([FAX 송신 ] 화면에서 스캔 설
정을 하는 경우 )
z 파일 형식, [PDF/A]
z 파일 형식, [JPEG]
z 파일 형식, [TIFF]

암호

z 처리 형식, [FAX]
([FAX 송신 ] 화면에서 스캔 설
정을 하는 경우 )
z PDF 암호, [ 사용 안 함 ]

—

텍스트 인식
검색 가능한 PDF,
[ 아니오 ]

검색 가능한 PDF, [ 예 ]

z 텍스트 인식, [ 텍스트 인식 z
하는 페이지 ]
z 텍스트 인식, [ 텍스트 인식
z
하는 언어 ]
z
—

처리 형식, [FAX]
([FAX 송신 ] 화면에서 스캔 설
정을 하는 경우 )
용지 크기, [8. 5×17inch]
용지 크기, [8. 5×34inch]

z 용지 크기, [8. 5×125inch]
z 용지 크기, [ 사용자 지정 ] 14
인치 이상
z 파일 형식, [JPEG]
z 파일 형식, [TIFF]
OCR 강조 텍스트 인식,
[ 사용 안 함 ]

z 텍스트 인식, [OCR 강조 텍
스트 편집 ]
z 텍스트 인식, [ 텍스트 인식
하는 페이지 ]
z 텍스트 인식, [ 텍스트 인식
하는 언어 ]

z 처리 형식, [FAX]
([FAX 송신 ] 화면에서 스캔 설
정을 하는 경우 )
z 이미지 모드, [ 흑백 ]
z 이미지 모드, [ 그레이스케일 ]
z 용지 크기, [8. 5×17inch]
z 용지 크기, [8. 5×34inch]

OCR 강조 텍스트 인식,
—
[ 첫 번째 마커된 부분만 해
당 ], [ 마커된 모든 부분 ]

z 용지 크기, [8. 5×125inch]
z 용지 크기, [ 사용자 지정 ] 14
인치 이상
z 파일 형식, [PDF]
( 단일 페이지 )
z 파일 형식, [PDF/A]
( 단일 페이지 )
z 파일 형식, [JPEG]
z 파일 형식, [TI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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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항목란의 항목이 설정될 경우
항목란의 항목이 무효가 되는 조건
설정이 무효가 되는 항목

텍스트 인식 ( 계속 )
OCR 강조 텍스트 편집

z 처리 형식, [FAX]
([FAX 송신 ] 화면에서 스캔 설
정을 하는 경우 )
z 이미지 모드, [ 흑백 ]

—

z 이미지 모드, [ 그레이스케일 ]
z 용지 크기, [8. 5×17inch]
z 용지 크기, [8. 5×34inch]
z 용지 크기, [8. 5×125inch]
z 용지 크기, [ 사용자 지정 ] 14
인치 이상
z 파일 형식, [PDF]
( 단일 페이지 )
z 파일 형식, [PDF/A]
( 단일 페이지 )
z 파일 형식, [JPEG]
z 파일 형식, [TIFF]
z 텍스트 인식, OCR 강조 텍스트
인식, [ 아니오 ]
텍스트 인식하는 언어

—

텍스트 인식하는
페이지, [ 첫 페이지 ]

z 텍스트 인식하는 페이지,
[ 첫 페이지 ]
z 텍스트 인식하는 페이지,
[ 마지막 페이지 ]

z 처리 형식, [FAX]
([FAX 송신 ] 화면에서 스캔 설
정을 하는 경우 )
z 텍스트 인식, 검색 가능한 PDF,
[ 아니오 ] 및 텍스트 인식,
OCR 강조 텍스트 인식, [ 아니
오]
z 처리 형식, [FAX]
([FAX 송신 ] 화면에서 스캔 설
정을 하는 경우 )
z 해상도, [600dpi]

텍스트 인식하는
페이지, [ 마지막 페이지 ]

z 해상도, 301 dpi 이상의 [ 사용
자 지정 ]
z 텍스트 인식, 검색 가능한 PDF,
[ 아니오 ] 및 텍스트 인식,
OCR 강조 텍스트 인식, [ 아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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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항목란의 항목이 설정될 경우
항목란의 항목이 무효가 되는 조건
설정이 무효가 되는 항목

텍스트 인식 ( 계속 )
텍스트 인식하는
페이지, [ 대상 페이지 ]

—

z 처리 형식, [FAX]
([FAX 송신 ] 화면에서 스캔 설
정을 하는 경우 )
z 해상도, [600dpi]

z [ 첫 페이지 ]
z [ 마지막 페이지 ]

z 해상도, 301 dpi 이상의 [ 사용
자 지정 ]
z 텍스트 인식, 검색 가능한 PDF,
[ 아니오 ] 및 텍스트 인식,
OCR 강조 텍스트 인식, [ 아니
오]
z 텍스트 인식하는 페이지, [ 첫
페이지 ]
z 텍스트 인식하는 페이지, [모든
페이지 ]

압축
압축률

z 처리 형식, [FAX] 및 FAX 서비
스, [ 타입 1] 또는 [ 타입 2]
([FAX 송신 ] 화면에서 스캔 설
정을 하는 경우 )
z 이미지 모드, [ 흑백 ]

—

z 압축, [ 컬러 고압축 PDF]
컬러 PDF 용 고압축, [ 아
니오 ]

z 처리 형식, [FAX] 및 FAX 서비
스, [ 타입 1] 또는 [ 타입
2]([FAX 송신 ] 화면에서 스캔
설정을 하는 경우 )
z 이미지 모드, [ 흑백 ]

—

컬러 PDF 용 고압축, [ 예 ] z 압축률

z 이미지 모드, [ 그레이스케일 ]
z 파일 형식, [JPEG]
z 파일 형식, [TIFF]
z 해상도, [600dpi]
z 해상도, 301 dpi 이상의 [ 사용
자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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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보정
항목

항목란의 항목이 설정될 경우
항목란의 항목이 무효가 되는 조건
설정이 무효가 되는 항목

임계값
감도

—

z 이미지 모드, [ 회색톤 ]

임계값 ( 배경 )

—

z 이미지 모드, [ 칼라 ]

톤 조절

—

z 이미지 모드, [ 흑백 ]

정리

—

z 이미지 모드, [ 흑백 ]

정리
( 흑백 )

—

z 이미지 모드, [ 회색톤 ]

세로줄 줄이기

—

z 용지 크기, [자동] 이외 및 캐리
어 시트, [ 사용 안 함 ]

드롭아웃 컬러

—

z 이미지 모드, [ 칼라 ]

z 이미지 모드, [ 칼라 ]

sRGB 출력 ( 작업 설정의 경 z 보조 스캔
우 ( 스캔 설정 구성 ))

z 이미지 모드, [ 흑백 ]
z 이미지 모드, [ 회색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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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항목

항목란의 항목이 설정될 경우
항목란의 항목이 무효가 되는 조건
설정이 무효가 되는 항목

회전
자동

z 회전, [ 대칭 이동 형식 ]

0 도, 90 도 ( 우회전 ), 90 도
( 좌회전 ), 180 도

—

z 처리 형식, [ 인쇄 ] ([0 도 ], [ 가
로넘기기 ] 로 설정 )
([FAX 송신 ] 화면에서 스캔 설
정을 하는 경우 )
z 처리 형식, [ 인쇄 ] ([0 도 ], [ 가
로넘기기 ] 로 설정 )
([FAX 송신 ] 화면에서 스캔 설
정을 하는 경우 )
z 용지 공급, [ 공급 장치 ( 단면 )]

대칭 이동 형식 (가로넘기기, —
세로넘기기 )

z 캐리어 시트, [A3]
([ 가로넘기기 ] 로 설정 )
z 캐리어 시트, [B4 (JIS)]
([ 가로넘기기 ] 로 설정 )
z 캐리어 시트, [ 더블 레터 ]
([ 가로넘기기 ] 로 설정 )
z 회전, [ 자동 ]
가장자리 수정
페이지 테두리 채우기, [ 아
니오 ]

—

—

페이지 테두리 채우기, [ 예 ] —

—

색 채우기

—

—

테두리 채우기 영역

—

—

단위

—

—

사용

—

—

사용안 함

—

—

감도

—

z 빈 페이지 건너뛰기, [ 아니오 ]

빈 페이지 건너 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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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지 급지
항목

항목란의 항목이 설정될 경우
항목란의 항목이 무효가 되는 조건
설정이 무효가 되는 항목

복수 급지 감지
검출하지 않음

—

—

겹침

—

—

길이

—

—

모두

—

—

■ 배치
항목

항목란의 항목이 설정될 경우
항목란의 항목이 무효가 되는 조건
설정이 무효가 되는 항목

색인 출력
색인 출력, [ 아니오 ]

z 색인 출력, 바코드

—

색인 출력, [ 예 ]

—

z 처리 형식, [ 메일 ]
([ 메일 송신 ] 화면에서 스캔
설정을 하는 경우 )
z 처리 형식, [FAX]
([FAX 송신 ] 화면에서 스캔 설
정을 하는 경우 )
z 처리 형식, [ 인쇄 ]
([ 인쇄 ] 화면에서 스캔 설정을
하는 경우 )
z 문서 공급 방향, [ 앞면이 위로 ]
z 해상도, [150dpi]

바코드 검출, [ 예 ] ( 일련 작 —
업의 경우 바코드 검출, [ 종
류 ])

z 해상도, 199 dpi 이하의 [ 사용
자 지정 ]
z 색인 출력, [ 아니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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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9. 2 이미지 모드 설정하기
스캔 문서의 이미지 모드 ( 타입 ) 을 설정하려면 다음 순서를 따라 주십시오.
문서를 " 컬러 ", " 그레이스케일 " 또는 " 흑백 " 으로 스캔할 것인지의 여부를 설정할 수 있
습니다.

1. 스캔 설정 화면에서 [ 기본 ] 아래의 [ 이미지 모드 ] 를 선택합니다.
 [ 이미지 모드 ] 화면이 표시됩니다.

2. 출력할 이미지 타입을 선택합니다.

3. 순서 2 에서 [ 자동 ] 이 선택될 경우 [ 감도 ] 를 지정합니다.
4. [OK] 버튼을 누릅니다.
 입력된 정보가 설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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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9. 3 용지 설정하기
용지의 스캔할 면, 스캐너에 용지를 급지하는 방향 및 용지 크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1. 스캔 설정 화면에서 [ 기본 ] 아래의 [ 용지 ] 를 선택합니다.
 [ 용지 ] 화면이 표시됩니다.

2. 용지의 스캔할 면, 스캐너에 용지를 급지하는 방향 및 용지 크기를 선택합니
다.

3.

순서 2에서 [사용자 지정]이 선택되면 [단위] 및 표시된 설정 항목의 용지 크
기를 지정합니다.
4. [OK] 버튼을 누릅니다.
 입력된 정보가 설정됩니다.
힌트
[ 사용자 지정 ] 이 선택되면 스캔 데이터에 모든 용지 크기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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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9. 4 해상도
해상도 레벨을 변경하면 스캔 데이터에 다음과 같은 영향을 줍니다.
항목

고해상도

저해상도

스캔 속도

저속

고속

스캔 화질

높게

낮게

파일 크기

큼

작음

1. 스캔 설정 화면에서 [ 기본 ] 아래의 [ 해상도 ] 를 선택합니다.
 [ 해상도 ] 화면이 표시됩니다.

2. 해상도 레벨을 선택합니다.

3. [OK] 버튼을 누릅니다.
 입력된 정보가 설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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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9. 5 캐리어 시트의 설정 구성하기
캐리어 시트의 사용 여부를 설정하려면 다음 순서를 따라 주십시오.
캐리어 시트를 사용할 때 출력할 스캔 문서의 크기를 설정합니다.

1. 스캔 설정 화면에서 [ 기본 ] 아래의 [ 캐리어 시트 ] 를 선택합니다.
 [ 캐리어 시트 ] 화면이 표시됩니다.

2. 캐리어 시트를 사용하려면 스캔 이미지의 출력 크기를 설정합니다.

3. [OK] 버튼을 누릅니다.
 입력된 정보가 설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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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9. 6 파일 형식
스캔 데이터의 파일 형식을 설정하려면 다음 순서를 따라 주십시오.
일부 스캔 설정의 경우 특정 파일 형식을 선택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옵션

PDF (*1)

PDF/A (*1)

JPEG

TIFF (*1)

텍스트 인식

예

예

—

—

PDF 암호

예

—

—

—

예 (*2)

예 (*2)

예

예 (*2)

압축률
예 : 이용 가능

—: 이용 불가능

(*1): 파일을 단일 페이지 또는 복수 페이지 형식으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2): [ 컬러 모드 ] 가 [ 자동 ], [ 회색톤 ] 또는 [ 컬러 ] 인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
니다.
압축률 또한 다음과 같이 파일 형식에 따라 다릅니다.
파일 형식
이미지 모드

문서
PDF, PDF/A

JPEG

TIFF

JPEG 또는 컬
러 고압축
PDF

JPEG

JPEG

회색톤

JPEG

JPEG

JPEG

흑백

MMR

—

MMR

JPEG 또는 컬
러 고압축
PDF

JPEG

JPEG

컬러

컬러
회색톤
흑백

JPEG

JPEG

JPEG

회색톤

컬러
회색톤
흑백

MMR

—

MMR

흑백

컬러
회색톤
흑백

컬러
자동

—: 이용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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힌트
PDF 형식을 선택하는 경우 [ 컬러 PDF 용 고압축 ] 모드의 사용 여부를 선택합니다. [ 컬러 고
압축 PDF] 를 선택하면 문서의 문자와 배경이 분리되며 배경만 압축됩니다. 따라서, 문자로 구
성된 문서의 경우 문자의 화질은 저하되지 않으나 파일 크기는 작아질 수 있습니다.
다음을 주의해 주십시오.
z 사진 또는 그림은 배경으로 인식되며 고압축되어 스캔 이미지의 화질 저하를 유발합니다.
z 따라서 이 모드는 사진 및 다른 그래픽 자료의 스캔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z 이미지의 명함비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1. 스캔 설정 화면에서 [ 저장 ] 아래의 [ 파일 형식 ] 을 선택합니다.
 [ 파일 형식 ] 화면이 표시됩니다.

2. 파일 형식을 선택합니다.

3. [OK] 버튼을 누릅니다.
 입력된 정보가 설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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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9. 7 PDF 암호 설정하기
파일 형식이 [PDF] 일 경우 PDF 파일을 사용자 지정 암호로 잠글 수 있습니다.
주의
암호 사용 PDF 파일을 열 때마다 암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암호를 잊어버리거나 분실하지 마십
시오.

1. 스캔 설정 화면에서 [ 저장 ] 아래의 [PDF 암호 ] 를 선택합니다.
 [PDF 암호 ] 화면이 표시됩니다.

2. 스캔 설정 화면에서 [ 저장 ] 아래의 [PDF 암호 ] 를 선택합니다.

3. [OK] 버튼을 누릅니다.
 입력된 정보가 설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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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9. 8 검색 가능한 PDF
파일 형식이 [PDF] 또는 [PDF/A] 일 경우, 스캔할 문서에 포함된 문자열을 인식하여 스
캔 데이터를 자동으로 검색 가능한 PDF 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주의
검색 가능한 PDF 로의 변환은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1. 스캔 설정 화면에서 [ 저장 ] 아래의 [ 텍스트 인식 ] 을 선택합니다.
 [ 텍스트 인식 ] 화면이 표시됩니다.

2. [ 검색 가능한 PDF] 에서 [ 예 ] 를 선택합니다.

3. [ 텍스트 인식하는 언어 ] 에서 문서에서 텍스트를 인식할 때 사용하는 언어를
선택합니다.
4. [ 텍스트 인식하는 페이지 ] 아래에 검색 가능한 PDF 로 출력하려는 페이지를
지정합니다.
5. [OK] 버튼을 누릅니다.
 입력된 정보가 설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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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9. 9 PDF 의 키워드 설정하기
파일 형식이 [PDF] 또는 [PDF/A] 일 경우, 흑백 문서의 제목고 같은 문자열을 PDF 파일
의 키워드로 설정할 수 있고 PDF 파일 검색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성 형광펜을 사용하여 키워드로 설정하려는 문자열이 완전히 덮이도록 마커합니다. 스
캔을 실행하면, 마커된 문자열이 인식되며 PDF 파일에 키워드로 설정됩니다.
이후로는, 수성 형광펜으로 밑줄이 그어진 부분은 " 마커 부분 ", 수성 형광펜은 " 형광펜 "
으로 표시합니다.
검색 가능한 PDF 파일

텍스트는 PDF 파일의 키워드로 설
정됩니다.

Scan
ScanSnap
Scan

Scan
ScanSnap

강조 표시된 문자열을 텍스트로 인식함

키워드

스캔 데이터

키워드가 설정되면, 파일이 검색 가능
해짐

Scan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흑백 문서에서 마커할 부분을 강조 표시합니다.
z 일반적인 형광펜이면 어떤 것이든 사용 가능합니다.
z 권장되는 마커 색상과 마커 부분의 두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핑크

노랑

파랑

z 한 문자열에 선을 곧게 그어 주십시오.
z 지원되는 마커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소 크기 : 높이 3 mm, 너비 10 mm
최대 크기 : 높이 20 mm, 너비 150 mm
z 옅은 색상으로 마커된 부분은 인식되지 않습니다.
z 한 페이지에는 한 가지 색상만 사용해 주십시오.
z 원하는 문자열이 완전하게 커버되도록 마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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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커 부분의 전체 색상이 균일해야 합니다.
좋은 예

나쁜 예 1
( 문자열 전체가 커버되
지 않음 )

나쁜 예 2
( 색상이 균일하지 않음 )

z 한 페이지에는 10 개 이하로 마커해 주십시오.
주의
z 다음과 같은 문서의 경우 강조 표시된 문자열을 키워드로 설정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z 카탈로그, 팜플렛, 그 외의 칼라 문서
z 2 색 이상의 색상을 사용하여 마커한 부분을 포함하는 문서
z 마커 이외의 색상을 포함하는 문서 ( 형광펜 이외의 펜을 사용하거나 번진 문서 )
z 한 페이지에 너무 많은 부분이 마커된 문서
z 다음과 같은 조건이 적용되는 경우 강조 표시된 문자열을 키워드로 설정할 수 없습니
다.
z 마커된 부분 크기가 지원 범위 밖일 때
z 마킹 선이 일반적이지 않을 때 ( 기울어진 선 등 )
z 여러 개의 마커 부분이 서로 근접해 있을 때
z 형광펜의 색상이 너무 흐리거나 희미할 때
z 2 개 이상의 문자열을 마커하는 경우 마커된 부분 간 간격이 적어도 5 mm 이상 떨어지
도록 하여 주십시오. 마커 부분이 지나치게 근접해 있을 경우 여러 개의 마커 부분이 하
나의 부분으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z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마커 부분에 근접해 있는 다른 문자열이 키워드로 설정될 수 있
습니다.
z 마킹된 부분이 다른 선에 겹쳐질 때 ( 위 또는 아래 )
z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강조 표시되지 않은 문자열이 키워드로 설정될 수 있습니다.
z 카탈로그, 팜플렛, 그 외의 칼라 문서
z 칼라 문자, 그림, 사진, 도표 등을 포함하는 문서
z 키워드로 설정된 문자열 이외의 형광펜으로 프레임된 영역을 포함한 문서
z 더럽혀진 문서
z 형광펜으로 프레임된 부분을 포함하는 문서
힌트
z 키워드를 올바르게 설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미지 스캔 화질을 높여 주십시오.
z PDF 파일의 키워드는 Adobe Acrobat 문서 속성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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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파일에 자동으로 키워드를 설정하려면 설정을 다음과 같이 변경해 주십시오.
주의
z 검색 가능한 PDF 로의 변환은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z 동일한 문자열이 문서의 여러 군데에 마커된 경우 동일한 키워드가 PDF 파일에 복수로 추가
됩니다.
z 모든 키워드의 총 길이는 키워드 간의 구분 기호를 포함해서 최대 255 문자까지입니다.
z Adobe Acrobat 또는 Adobe Reader 를 사용하여 키워드를 확인하려면 추가되는 따옴표 (")
가 키워드의 시작 또는 끝에 표시될 수 있습니다.

1. 스캔 설정 화면에서 [ 저장 ] 아래의 [ 텍스트 인식 ] 을 선택합니다.
 [ 텍스트 인식 ] 화면이 표시됩니다.

2. [OCR 강조 텍스트 인식 ] 에서 [ 첫 번째 마커된 부분만 해당 ] 또는 [ 마커된 모
든 부분 ] 을 선택합니다.

힌트
자동 컬러 모드 선택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5. 9. 2 이미지 모드 설정하기 " (282 페이지 )
를 참조해 주십시오.

3. [OCR 강조 텍스트 편집 ] 에서 마커 부분의 문자열의 편집을 사용할 것인지의
여부를 선택합니다.
관리자로 파일을 비동기 송신할 경우 마크된 부분의 문자열을 편집할 수 없습니다.
힌트
전자 메일의 첨부 파일로 송신, FAX 송신, 인쇄, 스캔 데이터를 저장할 때 [ 스캔 보기 ] 화
면이 표시된 다음 마커 부분의 문자열을 편집할 수 있는 화면이 표시되면 키워드 문자열이
편집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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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텍스트 인식하는 언어 ] 에서 문서에서 텍스트를 인식할 때 사용하는 언어를
선택합니다.
5. [텍스트 인식하는 페이지]에서 텍스트 인식을 하기위한 페이지의 범위를 지정
합니다.
6. [OK] 버튼을 누릅니다.
 입력된 정보가 설정됩니다.

293

5. 9 스캔 옵션 설정하기

5. 9. 10압축률
"5. 9. 2 이미지 모드 설정하기 " (282 페이지 ) 에서 [ 자동 ], [ 회색톤 ] 또는 [ 컬러 ] 가
선택되면 스캔 데이터의 압축률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사진과 그래픽의 경우 압축률을 증가시켜 파일 크기를 줄일 수 있습니다.
압축률을 변경하면 스캔 데이터에는 다음과 같은 영향이 있습니다.
고압축

저압축

품질

낮게

높게

파일 크기

작음

큼

1. 스캔 설정 화면에서 [ 저장 ] 아래의 [ 압축 ] 을 선택합니다.
 [ 압축 ] 화면이 표시됩니다.

2. 압축률을 선택합니다.
압축률을 낮춰 파일 크기를 확대하고 스캔 데이터의 화질을 높입니다.
"5. 9. 6 파일 형식 " (286 페이지 ) 에서 PDF 형식을 선택하면, [ 컬러 PDF 고압축 ]
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OK] 버튼을 누릅니다.
 입력된 정보가 설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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힌트
다음 테이블은 한 컬러 페이지의 단면를 스캔할 경우 예상 파일 크기를 표시합니다.
실제 용지 크기 : A4 크기 ( 일반 카탈로그 )
파일 형식 : PDF
스캐너 용지 크기 설정 : A4
z [RGB 컬러 ] 의 예상 파일 크기 ( 바이트 )
압축률
해상도
1

2

3

4

5

6

7

컬러 PDF 용
고압축

50 dpi

18. 8K

24. 8K

30. 1K

41. 5K

52. 4K

80K

108K

35. 7K

150 dpi

101K

114K

139K

190K

253K

389K

538K

84K

200 dpi

167K

180K

245K

336K

427K

679K

945K

117K

300 dpi

339K

416K

580K

805K

1. 04M

1. 69M

2. 36M

138K

600 dpi

1. 68M

1. 97M

2. 42M

3. 68M

5. 09M

9. 06M

12. 3M

176K

z [ 회색톤 ] 의 예상 파일 크기 ( 바이트 )
압축률
해상도
1

2

3

4

5

6

7

컬러 PDF 용
고압축

50 dpi

19. 5K

23K

27. 9K

37. 2K

45. 9K

65. 2K

79. 3K

—

150 dpi

85. 3K

100K

122K

164K

206K

297K

368K

—

200 dpi

140K

171K

209K

285K

359K

524K

642K

—

300 dpi

305K

418K

513K

717K

899K

1. 28M

1. 55M

—

600 dpi

1. 41M

1. 68M

2. 09M

3. 08M

4. 09M

6. 21M

7. 21M

—

z [ 흑백 ] 의 예상 파일 크기 ( 바이트 )
해상도

압축률을 선택할 수 없음

50 dpi

7. 48K

150 dpi

16. 3K

200 dpi

25. 5K

300 dpi

57. 1K

600 dpi

262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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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9. 11임계값
흑백으로 스캔 데이터를 출력할 경우의 감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렷한 스캔 이미지 출력은 어두운 배경의 문서에서 취득할 수 있습니다.

1. 스캔 설정 화면에서 [ 이미지 보정 ] 아래의 [ 임계값 ] 을 선택합니다.
 [ 임계값 ] 화면이 표시됩니다.

2. 각 항목을 지정합니다.

3. [OK] 버튼을 누릅니다.
 입력된 정보가 설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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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9. 12스캔 데이터의 이미지 화질 조절하기 ( 톤 조절 )
스캔 이미지의 이미지 화질을 조절하려면 다음 순서를 따라 주십시오.
스캔 데이터를 표준, 부드럽게 ( 불투명 ), 선명하게 ( 또렷 ) 또는 밝은 톤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 사용자 지정 ] 이 선택될 경우 다음 컬러 톤 항목을 수동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z 밝기
전체 톤 범위의 밝기를 균일하게 조절합니다.
z 대비
이미지 대비를 선명하게 하거나 부드럽게 합니다.
z 그림자
문서에서 옅은 텍스트를 짙게 합니다.
z 하이라이트
흰 배경 문서의 배경 밝기를 조절합니다.
z 감마
중간 톤 범위의 밝기를 조절합니다.

1. 스캔 설정 화면에서 [ 이미지 보정 ] 아래의 [ 톤 조절 ] 을 선택합니다.
 [ 톤 조절 ] 화면이 표시됩니다.

2. 스캔 데이터의 컬러 톤 조절

3. 순서 2에서 [사용자 지정]이 선택되면 표시된 설정 항목의 [밝기], [대비],
[ 그림자 ], [ 하이라이트 ] 및 [ 감마 ] 를 지정합니다.
4. [OK] 버튼을 누릅니다.
 입력된 정보가 설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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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9. 13스캔 데이터 최적화하기 ( 정리 )
스캔 데이터를 이미지 처리로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 모드에 따라 설정 항목이 달라집니다.

■ [ 컬러 ] 또는 [ 회색톤 ] 모드의 경우
다음의 항목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z 선명도
텍스트 또는 선의 윤곽을 강조하고 무아레를 줄입니다. ( 회귀 패턴 )
z 칼라 정리
컬러 또는 밀도 불균일을 억제하는 이미지 배경을 제거합니다.
z 흰색 수준 추적
임계값을 조절하여 배경을 흰색으로 인식되도록 합니다.

1. 스캔 설정 화면에서 [ 이미지 보정 ] 아래의 [ 정리 ] 를 선택합니다.
 [ 정리 ] 화면이 표시됩니다.

2. 각 항목을 지정합니다.

3. [OK] 버튼을 누릅니다.
 입력된 정보가 설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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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흑백 ] 모드의 경우
다음의 항목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z 문자 두께
폰트 또는 선 굵기를 수정합니다.
z 문자 확대
문자 확대를 실행합니다.
z 노이즈 제거
노이즈를 제거합니다. ( 배경에서 도트 모양의 원하지 않는 데이터 )
z 배경 패턴 제거
배경에 인쇄된 문자 또는 패턴을 제거합니다.
z 흰색 수준 추적
임계값을 조절하여 배경을 흰색으로 인식되도록 합니다.

1. 스캔 설정 화면에서 [ 이미지 보정 ] 아래의 [ 정리 ( 흑백 )] 를 선택합니다.
 [ 정리 ( 흑백 )] 화면이 표시됩니다.

2. 각 항목을 지정합니다.

3. [OK] 버튼을 누릅니다.
 입력된 정보가 설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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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9. 14세로줄 줄이기
이 단원에서는 스캐너 내부의 더루움으로 발생한 스캔 데이터의 세로줄을 줄일지 여부를
지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 스캔 설정 화면에서 [ 이미지 보정 ] 아래의 [ 세로줄 줄이기 ] 를 선택합니다.
 [ 세로줄 줄이기 ] 화면이 표시됩니다.

2. 스캔 데이터의 세로줄을 줄일지 여부를 지정합니다.

3. [OK] 버튼을 누릅니다.
 입력된 정보가 설정됩니다.
주의
본 옵션을 사용한 후에도 세로줄이 여전히 눈에 띄면 스캐너의 LCD 커버를 열고 내부의 유리를
닦아 주십시오. 보다 자세한 내용은, "6.3 스캐너의 내부 청소하기 " (344 페이지 ) 를 참조해 주
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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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9. 15스캔 이미지에서 칼라 제거하기 ( 드롭아웃칼라 )
빨강색, 녹색 또는 파랑색 ( 원색 ) 은 스캔 도중 삭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검정색 문자와 녹색 테두리가 있는 문서를 스캔할 경우, 검정색 글자만 스캔 이
미지에 표시됩니다.
드롭아웃 컬러 설정을 사용할 때, 색상의 상세 정보를 제거할 것인지 설정할 수 있으며,
제거할 색상의 상세 정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의
어두운 색상 ( 낮은 밝기의 색상 ) 은 제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스캔 설정 화면에서 [ 이미지 보정 ] 아래의 [ 드롭아웃칼라 ] 를 선택합니다.
 [ 드롭아웃칼라 ] 화면이 표시됩니다.

2. 색상 상세 정보를 제거하려는 경우 드롭아웃 컬러로 사용할 색상을 선택합니
다.

3. [OK] 버튼을 누릅니다.
 입력된 정보가 설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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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9. 16페이지 회전
스캔 데이터는 자동으로 바른 회전 방향으로 회전합니다.

1. 스캔 설정 화면에서 [ 페이지 ] 아래의 [ 회전 ] 을 선택합니다.
 [ 회전 ] 화면이 표시됩니다.

2. 스캔 데이터의 회전 각도 및 대칭 이동 형식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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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면 모드에서 페이지 회전 각도가 설정되면 대칭 이동 형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표는 대칭 이동 형식 및 스캔 데이터 결과를 보여 줍니다.
대칭 이동
형식
세로

스캔 데이터
이 설정은 좌측과 우측이 반대 방향인 문서를 스캔할 때 사용합니다.
( 중앙선이 긴 면이 오는 페이지 )
스캔된 데이터는 오리지널 문서와 같은 방향으로 출력됩니다.
오리지널 문서
앞면

뒷면

ABC DEF

스캔 데이터
앞면

뒷면

ABC DEF

급지 방향

가로

이 설정은 좌측과 우측이 반대 방향인 문서를 스캔할 때 사용합니다.
( 중앙 선이 짧은 면이 오는 페이지 )
역방향의 데이터를 180도 회전시키는 데 반해, 문서의 앞면은 원래의
데이터와 같은 방향으로 출력됩니다.
오리지널 문서
앞면

뒷면

스캔 데이터
앞면

뒷면

ABC DEF

ABC
DEF
급지 방향

180 도 회전됨

3. [OK] 버튼을 누릅니다.
 입력된 정보가 설정됩니다.
힌트
스캔 데이터가 바르게 회전되지 않으면 스캔 보기 세부사항 화면에서 스캔 데이터의 방향
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5.11 스캔 보기에서 스캔 데이터 편집하기 " (314 페이지 ) 를 참조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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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9. 17스캔 이미지의 가장자리 채우기 ( 가장자리 수정 )
이 단원에서는 지정된 칼라로 원하지 않는 외부 영역을 채워 스캔 이미지 전체의 외관을
향상시키는 가장자리 수정 사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스캔 이미지의 가장자리를 채울지 여부를 지정하고 채울 영역 및 칼라를 지정합니다.
다음 테이블은 가장자리를 채울지 여부에 따른 스캔되는 문서의 영역을 표시합니다.
페이지 테두
리 채우기
사용 안 함

문서의 스캔 영역
GGGGG㝘⫠㫴≄Gⱬ㉐G

㏘㿈G⒤㢨䉤

사용

ⱬ㉐Gᴴ㣙㣄⫠
ᴴ㣙㣄⫠G㝘⥘⇨ὤ

GGGGG㝘⫠㫴≄Gⱬ㉐G
ᴴ㣙㣄⫠G㝘⥘⇨ὤ

G㏘㿈G⒤㢨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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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캔 설정 화면에서 [ 페이지 ] 아래의 [ 가장자리 수정 ] 을 선택합니다.
 [ 가장자리 수정 ] 화면이 표시됩니다.

2. 가장자리 채우기 기능의 사용 여부를 지정하고 사용할 경우 컬러 및 채울 영역
을 지정합니다.

3. [OK] 버튼을 누릅니다.
 입력된 정보가 설정됩니다.

주의
이미지 회전을 사용하면 회전 후 가장자리가 칼라로 채워집니다.
이 단원에서는 [ 회전 ] 화면에서 [ 자동 ] 또는 [90 도 ( 좌회전 )] 가 선택될 경우의 예를 사용합
니다.
페이지 테두리 채
우기 설정

회전

오리지널 문서

ABC

ABC

ABC
90 도 좌회전됨

가장자리 오려내기

급지 방향

305

가장자리 채우
기

ABC
가장자리 오려내기

5. 9 스캔 옵션 설정하기

5. 9. 18스캔 데이터에서 빈 페이지 건너뛰기
스캔 데이터의 어떤 빈 페이지라도 건너뛰도록 스캔 과정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양면 문서와 단면 문서 모두가 포함된 문서 다발을 양면 스캔 모드로 스캔하
면, 이 기능은 스캔 데이터에서 단면 문서의 뒷면 ( 빈 페이지 ) 만 제거합니다.

1. 스캔 설정 화면에서 [ 페이지 ] 아래의 [ 빈 페이지 건너뛰기 ] 를 선택합니다.
 [ 빈 페이지 건너뛰기 ] 화면이 나타납니다.

2. 빈 페이지를 검출하여 삭제할지 여부를 지정하고 빈 페이지 검출의 [ 감도 ] 를
지정합니다.

3. [OK] 버튼을 누릅니다.
 입력된 정보가 설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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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9. 19멀티피드 검출하기
스캐너가 멀티피드를 감지하고 오류 메시지가 표시되면 스캔을 중지하도록 설정할 수 있
습니다.
멀티피드는 겹침과 길이를 기준으로 감지됩니다.
다음은 멀티피드의 감지 여부 설정과 멀티피드 감지 방법 설정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
다.
멀티피드 요구사항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A.5 멀티 피드 검출 조건 " (402 페이지 )
를 참조해 주십시오.

1. 스캔 설정 화면에서 [ 용지 급지 ] 아래의 [ 복수 급지 감지 ] 를 선택합니다.
 [ 복수 급지 감지 ] 화면이 표시됩니다.

2. 멀티피드 검출 여부를 지정하고 어떤 감지 방법을 사용할 것인지를 선택합니
다.

3. [OK] 버튼을 누릅니다.
 입력된 정보가 설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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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9. 20색인 정보 출력하기
색인 정보는 스캔 결과가 출력된 파일을 의미합니다.
색인 정보 출력 여부를 지정합니다.
이 옵션으로 문서 상의 바코드를 읽고 색인 정보 파일에 결과를 출력합니다.
페이지 당 하나의 바코드를 검출할 수 있습니다. 한 페이지에서 한 번에 여러 개의 바코드
를 검출하려면 SDK ( 개발자 도구 ) 를 사용하여 Add-in 애플리케이션을 작성합니다.
사용할 수 있는 바코드 형식 및 검출 조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D.5 바코드 형식 및 검출
조건 " (422 페이지 ) 을 참조해 주십시오.

1. 스캔 설정 화면에서 [ 배치 ] 아래의 [ 색인 출력 ] 을 선택합니다.
 [ 색인 출력 ] 화면이 표시됩니다.

2. 각 항목을 지정합니다.

3. [OK] 버튼을 누릅니다.
 입력된 정보가 설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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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인 정보 파일 형식
파일명
색인 정보 파일의 이름이 다음과 같이 작성됩니다.
파일명.이미지모드확장자. index. xml
예 : 스캔 파일명이 "a. pdf" 일 경우
a. pdf. index. xml
파일 형식
이 단원에서는 기본 출력 항목을 예로 사용합니다.

<?xml version = "1. 0" encoding = "utf-8"?>
<root>
<page>
<item name = "Stream No. " value = " 스트림 번호 " />
<item name = "Document No. " value = " 문서 번호 " />
<item name = "Total pages in current document" value = " 문서 내의 총 페이지 수 " />
<item name = "Page Number in Document" value = " 문서의 페이지 번호 " />
<item name = "Page number" value = " 페이지 번호 " />
<item name = "Actual page number" value = " 실제 페이지 번호 " />
<item name = "Date&amp;Time" value = " 날짜 및 시간 " />
<item name = "Scanner name" value = " 스캐너명 " />
<item name = "User name" value = " 사용자 이름 " />
<item name = "Full Path" value = " 파일 이름 ( 전체 경로 )" />
<item name = "File name" value = " 파일명 " />
<item name = "Device name" value=" 장치명 " />
<item name = "Barcode" value = " 바코드 인식 결과 " />
<item name = "Barcode type" value = " 바코드 종류 " />
</page>
.
.
</root>
z UTF-8(8-bit UCS Transformation Format) 이 출력에 사용됩니다.
z 페이지 기본 정보는 "page" 구성요소로 구분됩니다. 페이지의 각 항목 정보는 "item"
구성요소로 구분됩니다. "item" 구성요소의 "name" 속성에는 이에 해당하는 항목의
XML 항목 이름이 포함됩니다. "value" 속성은 이에 해당하는 항목의 값을 저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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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 항목 및 순서
다음 항목이 사전에 결정된 순서대로 출력됩니다.

항목 이름

설명

XML 항목 이름

스트림 번호

스트림 번호
이미지를 출력하는 스트림 번호가 출력됩니다.
"1" 이 항상 출력됩니다.

Stream No.

문서 번호

문서 번호

Document No.

문서 내의 총 페
이지 수

문서 내의 총 페이지 수가 출력됩니다.

Total pages in
current
document

문서의 페이지
번호

문서의 페이지 번호를 출력합니다.
그러나 단일 페이지 형식 파일의 경우 항상 "1"
이 출력됩니다.

Page Number in
Document

페이지 번호

첫 페이지부터 계산된 페이지 번호

Page number

실제 페이지 번
호

출력 페이지 번호에는 빈 페이지 건너뛰기로 인
해 건너뛴 페이지가 포함됩니다.
[ 추가 스캔 ] 을 실행할 경우 페이지 번호는 이
전 파일의 마지막 페이지 번호에서 계속되지 않
고 "1" 부터 시작합니다.
모든 빈 페이지를 버리고 [ 추가 스캔 ] 을 눌러
건너뛸 경우 마지막 페이지는 " 실제 페이지 번
호 " 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Actual page
number

날짜 및 시간

스캔을 실행한 날짜 및 시간
출력 형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yyyy/mm/dd HH:mm:ss

Date&Time

스캐너명

스캔에 사용된 스캐너명 ([ 로컬 설정 ] 의 [ 스
캐너명 ] 에서 설정 )

Scanner name

사용자 이름

스캔을 실행한 사용자의 이름

User name

파일 이름 ( 전체
경로 )

파일 이름 ( 전체 경로 )

Full Path

파일 이름

파일 이름

File name

장치명

스캔에 사용된 스캐너의 장치명 (N7100 이 장
치명으로 출력됨 )

Device name

바코드 인식 결
과

바코드에서 인식된 텍스트.
1 차원 바코드의 경우 첫 128 바이트.

Barcode

바코드 종류

인식된 바코드 종류

Barcode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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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0 스캔 보기 사용 설정 / 해제하기
[ 스캔 보기 ] 화면을 스캔 데이터가 처리되기 전에 표시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스캔 보기 ] 화면에서는 스캔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캔 이미지 선택 후 표시되
는 스캔 보기 세부사항 화면에서 스캔 데이터를 편집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5.11 스캔 보기에서 스캔 데이터 편집하기 " (314 페이지 ) 를 참조
해 주십시오.
필요할 경우 다음 화면에서 [ 스캔 보기 ] 화면을 스캔 데이터가 최종적으로 처리되기 전
에 표시 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z [ 메일 ] 화면
z [Fax] 화면
z [ 인쇄 ] 화면
z [ 저장 ] 화면
z [Scan to SharePoint] 화면
z [ 작업 메뉴 ] 화면
주의
[ 작업 메뉴 ] 화면에서 [ 스캔 보기 ] 버튼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 스캔 보기 ] 화면의 표
시 여부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 메일 송신 ] 화면을 이용하여 [ 스캔 보기 ] 화면을 사용으로 설정하거나 사용 해
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1. [ 메일 송신 ] 화면에서 [ 스캔 보기 ] 화면의 토글 버튼을 누릅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 스캔 보기 ] 화면을 표시 또는 표시하지 않습니다.

[ 스캔 보기 ] 가 [ 사용 ] 또는 [ 사용 안 함 ] 으로 설정되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조작이 달
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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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메일을 보낼 때 스캔 조작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 스캔 보기 ] 를 [ 사용 ] 으로 설정하여
전자 메일을 송신할 경우

[ 스캔 보기 ] 를 [ 사용 안 함 ] 으로 설정
하여 전자 메일을 송신할 경우

[ 메일 송신 ] 화면에서 [ 스캔 ] 버튼을 누
릅니다.

[ 메일 송신 ] 화면에서 [ 스캔 & 보내기 ]
버튼을 누릅니다.

스캔이 시작됩니다.

스캔 데이터는 [ 스캔 보기 ] 화면이 표시
됩니다.

스캔 보기 세부 사항 화면에서 스캔 데이
터를 표시하고 편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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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캔 보기 ] 를 [ 사용 ] 으로 설정하여
전자 메일을 송신할 경우

[ 스캔 보기 ] 를 [ 사용 안 함 ] 으로 설정
하여 전자 메일을 송신할 경우

보조 스캔을 시작하면 문서가 다시 스캔되
고 이전 이미지가 새로 편집된 이미지로
교환됩니다.

[ 스캔 보기 ] 화면에서 [ 보내기 ] 버튼을
누릅니다.

스캔 데이터가 전자 메일 첨부로 전송됩니다.
주의
[ 스캔 보기 ] 가 [ 사용 안 함 ] 일 경우라도, 다음과 같은 환경에서는 [ 스캔 보기 ] 화면이 표시
됩니다.
z 스캔 조작이 올바르게 종료되지 않았습니다.
z [ 스캔 ] 화면에서 [ 취소 ] 버튼을 눌러 스캔 조작을 취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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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1 스캔 보기에서 스캔 데이터 편집하기
[ 스캔 보기 ] 화면에서는 스캔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캔 이미지 선택 후 표시되
는 스캔 보기 세부사항 화면에서 스캔 데이터를 편집할 수 있습니다.
파일이 분할되면 스캔 보기의 분할점에 구분이 표시됩니다.
z 파일이 분할되어 있지 않을 경우

z 파일이 분할되어 있을 경우 ( 구분이 표시될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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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1. 1스캔 데이터의 페이지 순서 전환하기
2 페이지 이상의 문서를 스캔할 경우 [ 스캔 보기 ] 화면에 표시되는 스캔 데이터의 페이
지 순서를 오름차순 및 내림차순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힌트
스캔한 데이터 파일을 분할할 경우 ( 구분이 표시될 때 ) 스캔한 데이터의 페이지 순서는 전환할
수 없습니다.

1. [ 스캔 보기 ] 화면에서
2. 페이지가 내림차순일 경우
려 놓습니다.

을 눌러 내림차순으로 페이지를 전환합니다.
을 눌러 페이지를 원래 순서 ( 오름차순 ) 으로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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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1. 2스캔 데이터 보기
스캔 보기 세부 사항 화면에서 스캔 데이터를 하나씩 표시할 수 있습니다.

1. [ 스캔 보기 ] 화면에서 스캔 데이터를 선택합니다.
 스캔 보기 세부 사항 화면이 표시됩니다.

2. 스캔 데이터를 다시 누릅니다.
 보기 및 편집 버튼이 스캔 보기 세부 사항 화면에 표시됩니다.

3.

을 눌러 확인하려는 페이지를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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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캔 데이터의 표시 크기 변경하기
스캔 보기 세부 사항 화면에 표시된 스캔 데이터의 표시 크기를 같은 배율 또는 미리보기
화면에 맞추어 변경할 수 있습니다.
힌트
터치 패널에서 손가락을 사용하여도 편집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스캔 데이터 위에 손가락 두개
를 올려 놓고
손가락을 별려 확대하거나 좁혀 축소합니다.

1. 확인할 페이지를 표시합니다.
2.

을 눌러 표시를 변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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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1. 3스캔 보기 세부 사항 화면에서 스캔 데이터 편집하기
스캔 보기 세부 사항 화면에서 스캔 데이터를 하나씩 편집할 수 있습니다.

■ 스캔 데이터 회전하기
스캔 보기 세부 사항 화면에 표시된 스캔 데이터를 90 도 회전할 수 있습니다.
회전된 스캔 데이터는 메일 또는 FAX 로 송신되어 인쇄되거나 네트워크 폴더에 저장됩니
다.
힌트
z 페이지가 회전되면 스캔 데이터가 편집됩니다.
z 터치 패널에서의 편집은 터치 패널에서 손가락을 사용하여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스캔 데이
터 위에 손가락 두개를 올려 놓고 손가락을 돌립니다. ( 시계 방향 / 반시계 방향 )

1. 회전할 페이지를 표시합니다.
2.

을 눌러 회전합니다.

■ 스캔 데이터 삭제하기
스캔 보기 세부 사항 화면에서 지정된 페이지를 스캔 데이터에서 삭제할 수 있습니다.
지정한 페이지가 삭제된 스캔 데이터는 메일 또는 FAX 로 송신되어 인쇄되거나 네트워크
폴더에 저장됩니다.

1. 삭제할 페이지를 표시합니다.
2.

을 누릅니다.
 삭제를 확인하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3. [OK] 버튼을 누릅니다.
 페이지가 삭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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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1. 4[ 보조 스캔 ] 화면에서 스캔 데이터 편집하기
보조 스캔은 최적의 이미지 취득을 위해 스캔 데이터의 조절을 돕는 기능입니다.
최적의 결과를 취득하기 위해 [ 보조 스캔 ] 화면에서 새로 스캔 데이터를 처리하여 조절
할 수 있습니다.
보조 스캔을 사용하면 ADF 용지 츄트에 하나 이상의 문서를 올려놓아도 한 번에 하나의
문서만 스캔할 수 있습니다.
힌트
z 스캔 데이터는 [ 보조 스캔 ] 화면에서 조절이 되면 바로 편집됩니다.
z 캐리어 시트 설정이 [ 사용 안 함 ] 이외의 다른 설정으로 설정될 경우 보조 스캔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z 파일을 분할하면 패치 코드 시트의 이미지에 보조 스캔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z 보조 스캔에 패치 코드 시트를 사용하면 구분이 아닌 일반 문서로 스캔됩니다.

1. 스캔 보기 세부 사항 화면에 편집할 페이지를 표시합니다.
2.

을 누릅니다.

3. 이미지를 조절하려는 문서를 ADF 용지 츄트에 올려놓고 [OK] 버튼을 누릅니
다.
 스캔이 시작됩니다.
 스캔이 완료되면 [ 보조 스캔 ] 화면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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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샘플 이미지에서 최적 이미지에 가장 가까운 이미지를 선택합니다.
 선택한 이미지가 [ 현재 ] 로 표시됩니다.
샘플 이미지는 [ 현재 ] 이미지에 따라 업데이트됩니다.
샘플 이미지의 조절 레벨은 [ 단계 크기 ] 에서 조절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빈 페이지 건너뛰기 기능이 유효하면, 라벨이 이미지에 표시되고 빈 페이지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절할 수 있는 항목은 이미지 모드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미지 모드가 [ 흑백 ]
일 경우 [ 전경 ] 탭 및 [ 배경 ] 이 표시됩니다.
 최적의 이미지를 취득할 때까지 반복합니다.

5. 가장 적합한 이미지가 표시되면 [OK] 버튼을 누릅니다.
 이미지가 교환되고 화면이 스캔 보기 세부 사항 화면으로 되돌아갑니다.

■ 스캔 데이터의 표시 크기 변경하기
[ 보조 스캔 ] 화면의 [ 원본 ] 및 [ 현재 ] 에 표시된 스캔 데이터는 확대 및 축소하거나 미
리보기 화면에 맞출 수 있습니다.

1.

을 눌러 표시 크기를 변경합니다.

■ 처리 이미지 재설정하기
[ 보조 스캔 ] 화면에 표시된 처리 이미지는 원본 이미지로 다시 설정할 수 있습니다.

1.

을 눌러 처리된 이미지를 원본 이미지로 재설정합니다.

■ 처리의 실행 취소 및 재실행
[ 보조 스캔 ] 화면에 표시된 스캔 데이터에 실행된 조절은 실행 취소하거나 재실행할 수
있습니다.

1.

을 눌러 스캔 데이터를 이전 상태로 변경하거나 처리를 재실행합니다.

■ 스캔 데이터 회전하기
[ 보조 스캔 ] 화면에 표시된 스캔 데이터를 90 도 회전할 수 있습니다.

1.

을 눌러 스캔 데이터를 회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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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캔 데이터의 이미지 모드 변경하기
이미지 모드가 [ 자동 ] 일 경우 [ 보조 스캔 ] 화면에 표시된 스캔 데이터의 이미지 모드
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본 처리가 실행되면 이미지가 원본 스캔 데이터로 되돌아갑니다.

1.

을 눌러 이미지 모드를 변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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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1. 5구분 편집하기
스캔 보기에 구분이 표시되면 분할할 파일명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1.

을 눌러 원하는 구분을 편집합니다.
 [ 구분 기호 문자열의 편집 ] 화면이 표시됩니다.

2. 구분 기호 문자열의 문자를 변경합니다.
3. [OK] 버튼을 누릅니다.
 구분 기호 분자열이 변경됩니다.

5. 11. 6구분 삭제하기
스캔 보기 화면에 구분이 표시되면 구분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을 눌러 원하는 구분을 삭제합니다.
 삭제를 확인하는 화면이 표시됩니다.

2. [OK] 버튼을 누릅니다.
 구분이 삭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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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1. 7스캔 페이지 추가
[ 스캔 보기 ] 화면에서 추가 페이지를 스캔할 수 있습니다.

1. ADF 용지 츄트에 문서를 올려 놓습니다.
2. [ 스캔 보기 ] 화면에서 [ 추가 스캔 ] 버튼을 누릅니다.
 스캔이 시작됩니다.
스캔 중에 스캔 상태 ( 미리보기 ) 와 스캔 설정을 전환하고 표시할 수 있습니다.
추가 페이지 번호가 현재 스캔 데이터의 마지막 페이지에 이어서 지정됩니다.
[ 인쇄 ] 에서는 최대 100 페이지까지 스캔할 수 있습니다. [ 인쇄 ] 이외에서는
최대 999 페이지까지 스캔할 수 있습니다.
빈 페이지 건너뛰기 기능이 유효하면, 건너뛴 빈 페이지를 포함하여 스캔된 페이
지의 수가 표시됩니다.
추가된 페이지는 스캔된 페이지의 최대 장수까지 건너뛴 빈 페이지 대신에 스캔
될 수 있습니다.
 스캔이 완료되면, [ 스캔 보기 ] 화면이 열리고 추가 스캔 페이지를 표시합니다.
힌트
파일 분할을 설정하면 추가로 스캔한 페이지가 추가 배치로 인식되지 않고 그 대신 추가 페이
지를 포함한 모든 페이지가 배치로 인식되어 분할됩니다.
예: 파일 분할이 각 두 페이지마다로 설정되어 있고 세 페이지를 스캔한 후 추가로 세 페이지를
스캔할 경우
A

B

C

+

D

E

F

A

B

C

D

E

F

추가 페이지

5. 11. 8키워드로 설정할 수 있는 마커 문자열의 편집
마커된 부분의 문자열이 PDF 파일의 키워드로 설정되어 스캔되는 경우 마커된 부분의 인
식된 텍스트를 편집할 수 있습니다.
힌트
마커 부분에서의 문자열의 편집 여부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5.9.9 PDF 의 키워드 설정하
기 " (290 페이지 ) 을 참조해 주십시오.

1. [스캔 보기] 화면에서 [보내기] 또는 [저장] 버튼과 같은 원하는 조작에 부합
되는 버튼을 누릅니다.
 마커 부분의 문자열을 편집하는 화면이 표시됩니다.

2. 화면에 표시되는 문자열을 편집합니다.
3. [OK] 버튼을 누릅니다.
 편집된 문자열은 PDF 파일의 키워드로 설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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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2. 1완료된 송신 조작의 상세 정보 보기 ( 유저 로그 )
송신 상태가 현재 유저에게 표시됩니다.
송신 상태가 날짜 / 시간 순서대로 표시됩니다.
[ 지역 / 시간대 ] 또는 [ 날짜 / 시간 ] 설정이 변경될 경우에도 이력 입력 정보의 순서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1. [ 메인 메뉴 ] 또는 [ 작업 메뉴 ] 화면에서, [ 송신 상태 ] 버튼을 누릅니다.
힌트
을 눌러 [ 작업 메뉴 ] 화면의 [ 송신 상태 ] 버튼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 송신 상태 ] 화면이 나타납니다.

2. [ 송신됨 ] 탭을 누릅니다.

3. 표시하려는 송신 상태를 선택합니다.
 선택된 로그의 상세 정보가 표시됩니다.
[OK] 버튼을 누르면 원래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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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2. 2진행 중인 송신 조작의 상세 정보 보기
송신 상태 ( 작업 동작 ) 이 대기 상태이거나 재시도 중일 경우 송신 상태의 조건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송신 상태 목록이 우선 순위대로 표시됩니다.
대기 상태 또는 재시도 중인 송신 상태를 취소하거나 송신 상태가 오류 상태인 경우에, 작
업 동작을 재시도 할 수 있습니다.
[ 지역 / 시간대 ] 화면 또는 [ 날짜 / 시간 ] 화면에서 설정을 변경해도 표시 순서는 변경
되지 않습니다.

1. [ 메인 메뉴 ] 화면 또는 [ 작업 메뉴 ] 화면의 [ 송신 상태 ] 버튼을 누릅니다.
힌트
을 눌러 [ 작업 메뉴 ] 화면의 [ 송신 상태 ] 버튼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 송신 상태 ] 화면이 나타납니다.

2.

[ 진행 중 ] 탭을 누릅니다.

힌트
관리자 화면의 [ 로그인 설정 세부 사항 ] 의 [ 작업 대기 ] 에서 [ 아니오 ] 를 선택한 경우
에 [ 송신 상태 ] 화면의 [ 진행 중 ] 탭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처리중인 송신 상태를 취소하려는 경우, 취소하려는 송신 상태를 선택한 다음
에 [ 중지 ] 버튼을 누릅니다.
 선택한 송신 상태가 취소되고 목록이 업데이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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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송신 상태가 오류 상태인 경우, 오류 내용을 상세히 확인하고 오류를 처리합니
다.
재시도 하려는 작업 동작을 선택하고 [ 재송신 ] 버튼을 누릅니다.
힌트
관리자 화면의 [ 로그인 설정 세부 사항 ] 의 [ 보기 [ 재송신 ]] 에서 [ 예 ] 가 설정된 경우
에는 [ 재송신 ] 버튼이 표시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4.6.2 로그인 설정 설정하기 ( 세부 사
항 )" (95 페이지 ) 를 참조해 주십시오.

 선택한 작업 동작이 재시도되며 목록이 업데이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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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유지 관리 조작이 가능합니다.
z 메일 주소록 편집
z FAX 번호 편집
z 롤러 클리닝
z 스캔 테스트
z 관리자 로그인 ([ 로그인 설정 ] 화면에서 [ 자동 로그인 ] 이 [ 유효 ] 일 경우 )
z 암호 변경 ( 로컬 계정으로 로그인하는 경우 )

1. [ 메인 메뉴 ] 또는 [ 작업 메뉴 ] 화면에서, [ 유지 관리 ] 버튼을 누릅니다.
힌트
을 눌러 [ 작업 메뉴 ] 화면의 [ 유지 관리 ] 버튼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 유지 관리 ] 화면이 표시됩니다.

2. 다음과 같은 버튼을 눌러 유지 관리 조작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z [ 메일 주소 편집 ] 버튼
[ 메일 주소 편집 ] 화면이 표시됩니다. 메일 주소를 추가, 편집 또는 삭제할 수 있
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해 주십시오.
"5. 4. 2 메일 주소록에 전자 메일 대상 추가하기 " (237 페이지 )
"5. 4. 3 메일 주소록에서 전자 메일 대상 편집하기 " (241 페이지 )
"5. 4. 4 메일 주소록에서 메일 대상 삭제하기 " (243 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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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 [ 롤러 클리닝 ] 버튼
[ 롤러 클리닝 ] 화면이 표시됩니다. 피드 롤러 및 배출 롤러가 어떤 방식으로 회전
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 피드 롤러 (×2) 및 배출 롤러 (×2)" (page 347) 를 참조해
주십시오.
z [FAX 번호 편집 ] 버튼
[FAX 번호부 ] 화면이 표시됩니다. FAX 번호가 추가, 편집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
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해 주십시오.
"5. 5. 2 FAX 번호부에 연락처 추가하기 " (248 페이지 )
"5. 5. 3 FAX 번호부 편집하기 " (250 페이지 )
"5. 5. 4 FAX 번호부에서 연락처 삭제하기 " (251 페이지 )
z [ 스캔 테스트 ] 버튼
스캔 테스트를 실행합니다. [ 스캔 보기 ] 화면에서는 스캔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
습니다.
스캐너가 정상적으로 스캔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스캔 테스트를 실행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6. 6 스캔 테스트 수행하기 " (361 페이지 ) 를 참조해 주십시
오.
z [ 관리자 로그인 ] 버튼
관리자 설정에서 자동 로그인이 유효할 때 표시됩니다.
[ 관리자 로그인 ] 화면이 표시되면, 관리자 로그인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4.2.1 관리자 로그인 : 터치 패널 사용하기 " (72 페이지 ) 를
참조해 주십시오.
z [ 암호 변경 ] 버튼
로컬 계정 사용자로 로그인할 때 표시됩니다.
[ 암호 변경 ] 화면이 표시되면 현재 로그인된 사용자의 암호를 변경할 수 있습니
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5. 15 사용자 암호의 변경 " (339 페이지 ) 를 참조해 주십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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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원에서는 [Job1] 에서 [Job6] 까지에 설정된 버튼을 예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1. [ 작업 메뉴 ] 화면에서 Job 버튼을 누릅니다.
힌트
스캐너 계정이 여러 작업 그룹에 속해 있을 경우 선택 작업 메뉴 화면에서 작업 메뉴 스위
치 버튼으로 [ 작업 메뉴 ] 화면의 표시를 바꿀 수 있습니다.

 메시지 화면이 표시됩니다.
힌트
z [ 작업 상세 화면 ] 화면의 [ 메시지 화면 ] 에 제목과 내용이 설정되지 않으면 [ 메시지 화
면 ] 버튼이 [ 사용 ] 으로 설정되어도 [ 메시지 화면 ] 창은 표시되지 않습니다. 보다 자
세한 내용은, "4. 18. 2 작업 설정하기 " (192 페이지 ) 의 순서 5 를 참조해 주십시오.
z [ 메시지 화면 ] 버튼이 [ 사용 안 함 ] 이 설정되면, [ 메시지 화면 ] 의 표시없이 스캔이 시
작되고 작업이 진행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5. 14. 1 메시지 화면 사용 설정 / 해제
하기 " (331 페이지 ) 를 참조해 주십시오.
z [ 메시지 화면 ] 을 사용할 수 없을 때 [ 메시지 화면 ] 의 표시 여부는 관리자에 의해 설정
된 설정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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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메시지 화면 ] 에서 [ 스캔 ] 버튼을 누릅니다.
 스캔이 시작됩니다.
스캔이 완료되면 [ 스캔 보기 ] 화면이 표시됩니다.
힌트
z [ 사용 안 함 ] 이 선택되면 [ 스캔 보기 ] 화면은 표시되지 않습니다.
z 파일 이름이 변경 가능한 경우 스캔 하기 전 [ 파일 이름 ] 화면이 표시됩니다. 조작에 대
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5.14.2 파일명의 변경 ( 저장 / 메일 첨부용 )" (333 페이지 ) 을
참조해 주십시오.
z 스캔된 매수를 작업 설정에서 변경할 수 있는 경우 스캔하기 전 [ 스캔된 매수 ] 화면이
표시됩니다. 조작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5. 14. 3 스캔된 용지 매수 확인하기 "
(334 페이지 ) 을 참조해 주십시오.

3. 스캔 데이터를 확인하고 편집합니다.
[ 스캔 보기 ] 화면에서는 스캔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캔 이미지 선택 후
표시되는 스캔 보기 세부사항 화면에서 스캔 데이터를 편집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5.11 스캔 보기에서 스캔 데이터 편집하기 " (314 페이지 ) 를
참조해 주십시오.

4. [ 스캔 보기 ] 화면에서 [OK] 버튼을 누릅니다.
 데이터는 지정된 작업에 따라 처리됩니다.
작업이 처리되는 동안 [ 작업 처리 ] 화면이 실시간으로 나타납니다.
힌트
z 작업 보고서를 보려면 [ 작업 처리 ] 화면에서 [ 작업 보고 ] 버튼을 누릅니다. 작업 보고
서가 표시됩니다.
z 작업 보고서를 위한 상세 정보를 보려면 [작업 보고] 화면에서 기능 이름을 선택하거나
를 누릅니다. 작업 보고서의 상세 정보가 표시됩니다.

 작업 절차가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터치 패널 화면이 [ 작업 메뉴 ] 로 돌아갑니다.
작업 처리 중 에러가 발생할 경우에는, [ 작업 진행 ] 또는 [ 작업 보고 ] 화면에
서 [OK] 버튼을 누르십시오. [OK] 버튼을 누르면 [ 작업 메뉴 ] 화면으로 돌아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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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4. 1메시지 화면 사용 설정 / 해제하기
작업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 메시지 화면 ] 을 표시할 것인지의 여부를 설정할 수 있습니
다.
주의
[ 메시지 화면 ] 을 사용할 수 없을 때 [ 메시지 화면 ] 의 표시 여부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이 단원에서는 [Job1] 에서 [Job6] 까지에 설정된 버튼을 예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1. [ 작업 메뉴 ] 화면에서 [ 메시지 화면 ] 의 토글 버튼을 누릅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 메시지 화면 ] 화면을 표시 또는 표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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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시지 화면 ] 이 [ 사용 ] 또는 [ 사용 안 함 ] 로 설정되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조작이 달라집니다.
z 작업 설정이 처리하는 경우 [메시지 화면] 버튼이 [사용]으로 설정되면
[ 메시지 화면 ] 이 표시됩니다.

힌트
메시지를 확인한 후에, 스캔을 시작하기 위해서 [ 스캔 ] 버튼을 누릅니다. 보다
자세한 작업 설정 단계가 요구될 경우에는, [OK] 버튼을 눌러 표시합니다.

z 작업 설정이 처리되는 경우 [메시지 화면]이 [사용 안 함]으로 설정되었을
때 [ 메시지 화면 ] 의 표시없이 작업이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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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4. 2파일명의 변경 ( 저장 / 메일 첨부용 )
작업이 처리되면, 이것을 저장하거나 스캔된 데이터를 전자 메일로 첨부할 경우 사용되는
파일명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힌트
[ 파일명 ] 화면이 표시되지 않도록 설정된 경우, 파일명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1. [ 작업 메뉴 ] 화면에서 Job 버튼을 누릅니다.
2. [ 파일명 입력 ] 화면에서, 스캔된 데이터의 저장이나, 전자 메일 전송을 위한
파일명을 입력합니다.

힌트
z 파일명에 추가할 일련 번호가 설정되거나 파일 분할이 유효할 경우 일련 번호가 기본
파일 이름의 뒤에 추가됩니다. 화면에는 가이드라인의 메시지인 "" 또는 " 파일명에 작
업 일련번호가 추가됩니다. " 가 표시됩니다.
z 파일 이름을 편집했을 경우 일련 번호는 추가되지 않습니다.
z 파일명을 입력한 후에, 스캔을 시작하기 위해서 [ 스캔 ] 버튼을 누릅니다. 보다 자세한
작업 설정 단계가 요구될 경우에는, [OK] 버튼을 눌러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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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4. 3스캔된 용지 매수 확인하기
작업을 처리하고, 스캔할 용지의 예상되는 매수를 지정할 수 있으며, 스캔된 용지의 실제
매수를 스캔 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힌트
작업 설정에 다음 중 하나의 설정이 선택되면 [ 스캔된 매수 ] 화면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z [ 스캔된 매수 ] 를 확인하지 않음
z [ 스캔된 매수 ] 를 확인할 때 [ 스캔된 매수 ] 화면이 표시되지 않음으로 설정 ([ 작업 세부설
정 ] 화면의 [ 스캔 매수를 체크함 ] 에서 [ 작업마다 조절 가능 ] 확인란이 선택되지 않음 )

1. [ 작업 메뉴 ] 화면에서 Job 버튼을 누릅니다.
2. [ 스캔된 매수 ] 화면에서 스캔할 용지 매수를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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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스캔 ] 버튼을 누릅니다.
 스캔이 시작됩니다.
힌트
스캔이 완료된 후 [ 스캔 보기 ] 화면이 나타나면 [ 스캔된 매수 ] 화면에서 지정된 스캔 수
와 실제로 스캔 매수가 일치하는지 다음에 표시되는 영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캔 보기 세부 사항 화면에서 페이지가 삭제되거나 빈 페이지가 삭제되더라도 스캔 용지
의 번호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스캔이 완료된 후에, 스캔 매수를 확인하도록 설정되어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확
인 화면이 표시됩니다. 스캔 매수를 확인할것인지 아닌지를 설정하려면 관리자
에게 문의하십시오. 보다 자세한 내용은, "4. 18. 2 작업 설정하기 " (192 페이지 )
를 참조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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힌트
[ 추가 스캔 ] 버튼이 표시될 때 페이지를 더 추가할 경우에는 이 버튼을 누릅니다.

계속하려면, [OK] 버튼을 누릅니다.
처리를 취소하고, 스캔된 데이터를 삭제하려면, [ 취소 ] 버튼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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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4. 4패치 코드를 사용하여 파일 분할하기
패치 코드 시트를 사용한 분리 기능이 작업 설정에 지원됩니다.
본 기능으로 하나 이상의 문서를 스캔할 때 스캔을 멈추지 않고 지정한 페이지 단위로 파
일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파일이 지정한 페이지 단위로 분할되고 그 결과 스캔 이미지가
각 스캔 문서로 분리됩니다. ( 분할할 페이지 단위 )
파일을 분할할 때 패치 코드 사용 시 주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스캔할 준비를 합니다.
z 패치 코드 시트를 준비합니다.
패치 코드 시트로 두 가지 타입의 PDF 파일, A4 크기 및 레터 사이즈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Admin Tool 이 설치되어 있을 때 작성되는 [Network Scanner] 폴더 내의 [Patch
Code] 폴더에서 원하는 만큼 PDF 파일을 인쇄합니다.
Windows 7 에서 PDF 파일의 저장 장소를 표시하려면 :
[ 시작 ] 메뉴 → [ 모든 프로그램 ] → [Network Scanner] → [Patch Code]
→ [A4] → [ 레터 ] 를 선택합니다.
z 패치 코드를 사용하여 파일을 분할하는 작업을 설정합니다.
작업 설정의 스캔 설정 화면에서 [ 저장 ] 아래의 [ 분리 모드 ] 에 [ 패치 코드 ] 를
선택합니다.
패치 코드 시트의 이미지를 저장하지 않을 경우 [ 구분 제거 ] 확인란을 선택합니
다.

2. 문서를 스캔합니다.
문서를 분리할 지점에 패치 코드 시트를 삽입하여 문서를 올려놓습니다.

패치 코드가 인쇄된 시트

3. 스캔이 완료된 후 스캔한 데이터 파일이 올바른 지점에서 분할되었는지 확인
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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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z 패치 코드 시트를 인쇄할 때 다음을 주의해 주십시오.
z 백지를 사용합니다.
z 100% 로 인쇄합니다. 축소한 크기로 인쇄할 경우 인쇄한 시트가 올바르게 인식되지 않
습니다.
z 토너 저장 기능을 사용하지 말아 주십시오. 인쇄가 흐릿할 경우 올바르게 인식되지 않습
니다.
z 얇은 용지를 사용하지 말아 주십시오. 블리드 스루가 발생하면 인쇄한 시트가 양면이 인
쇄된 시트로 인식됩니다.
z 복사기로 인쇄한 패치 코드 시트를 복사할 경우 복사한 시트가 동일한 크기 및 인쇄 밀도를
가지도록 복사 살정을 구성해 주십시오.
z 같은 패치 코드 시트를 반복해서 사용하면 시트에 축적된 더러움으로 인해 인식 정확도가 떨
어질 수 있습니다. 시트가 올바르게 인식되지 않거나 더러워지면 새로운 패치 코드 시트를
인쇄하여 사용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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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5 사용자 암호의 변경
로컬 계정에 등록된 유저로 로그인될 때 , 유저의 암호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 유지 관리 ] 화면에서 [ 암호 변경 ] 버튼을 누릅니다.
 [ 암호 변경 ] 화면이 나타납니다.

2. 현재의 암호와 새로운 암호를 입력합니다.
3. [OK] 버튼을 누릅니다.
 사용자 암호가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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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장
스캐너 관리

Admin

User

이 장에서는 스캐너를 청소하고 마모 부품을 교환하여 스캐너를 최적의 스캔 상태로 유지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어로졸 스프레이 또는 알코올 계통의 스프레이로 스캐너를 청소하지 마십시오.
스프레이에서 나오는 강한 압축 공기로 인해 먼지가 스캐너 내부로 들어갈 수 있
습니다. 이는 스캐너의 고장 또는 오작동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외부로부터 들어온 먼지에 의해 만들어진 정전기의 스파크는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스캐너가 사용될 때 ADF 안에 있는 스캐너 유리의 표면이 뜨거워집니다.
스캐너 내부를 청소하거나 부품을 교환하기 전에, 전원을 끄고 전원 케이블을 콘
센트에서 뽑은 다음 최소 15 분 동안 기다립니다.
전원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피드 롤러와 배출 롤러를 청소해 주십시오.
부품을 교환하기 전에, 전원을 끄고 전원 케이블을 콘센트에서 뽑은 다음 최소 15
분 동안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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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 청소 부품 및 청소 부분

6. 1

청소 부품 및 청소 부분
■ 청소부품
청소부품

부품 번호

비고

클리너 F1

PA039500352

1 병 (100 ml)
부품을 깨끗하게 닦기 전에 천을 적시는
데 사용됩니다.
많은 양의 클리너를 사용하는 경우 건조
하는데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적당양을 사용하여 천에 묻혀 주십시오.
또한 그 부분의 클리너 F1 을 마른 천으
로 잘 닦아 주십시오.

클리닝 용지

CA995010012

1 팩 (10 매 )
클리너 F1 을 적셔 사용

클리닝 와이프

PA039500419

1 팩 (24 매 )
클리너 F1 가 묻혀 있으며 이 클리닝 와
이프는 물기 있는 천을 대신하여 사용됩
니다.

부드럽고, 마른 헝겊

시중에서 판매되는 보풀없는 제품

본 제품의 구입에 대해서는 FUJITSU 대리점 및 지정된 FUJITSU 이미지 스캐너 서비스
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웹 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http://www. fujitsu. com/global/about/resources/shop/computing/peripheral/scan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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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 부품과 청소 시기
청소 부품
브레이크 롤러

청소 시기
1, 000 매를 스캔할 때마다 청소합니다.

피드 롤러
배출 롤러
피크 롤러
플라스틱 롤러
유리
초음파 센서
주의
문서의 조건에 따라서 청소 횟수를 늘려야 합니다.
다음 종류의 문서가 스캔될 때에는, 스캐너 부품을 상기에 표시된 것 보다 자주 청소해야 합니다.

z
z
z
z
z
z

코팅 용지
인쇄 영역이 큰 문서
카본리스 용지와 같이 화학처리된 용지
많은 양의 탄산칼슘 충전재가 포함된 용지
연필로 작성된 문서
토너가 불충분하게 융착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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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

스캐너의 외부 청소하기
■ 스캐너 본체 청소하기
스캐너의 외부 ( 터치 패널 제외 ), ADF 용지 츄트 및 스태커는 반드시 마른 천 및 클리너
F1 또는 중성 세제를 묻힌 천을 사용하여 청소합니다. 클리닝 와이프도 사용 가능합니다.
주의
z 페인트 시너 및 다른 유기용제는 절대 사용하지 마십시오. 모양 또는 색상이 변할 수 있습니
다.
z 청소할 때 스캐너 내부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z 많은 양의 클리너 F1 또는 중성 세제를 용하는 경우 건조하는데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
다. 적은 을 사용하여 천에 묻혀 주십시오. 또한 그 부분의 클리너 F1 을 마른 천으로 잘 닦아
주십시오.

천
클리너 F1 또는
중성 세제

페인트 시너
클리닝 와이프

■ 터치 패널 청소하기
터치 패널 화면이 더러워지는 것을 막기 위해 터치 패널을 부드럽고 마른 천으로 정기적
으로 청소해야 합니다.
터치 패널을 청소할 때는 주의해 주십시오. 쉽게 손상될 수 있으므로 딱딱한 물체로 긁거
나 세게 치면 안됩니다.
주의
축축한 천으로 터치 패널을 닦지 말아 주십시오.
패널과 프레임 사이에 패널 표면의 먼지가 끼어 굳어지면 터치 패널의 오작동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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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3

스캐너의 내부 청소하기
스캐너의 내부는 클리너 F1 를 적신 천 또는 클리닝 와이트를 사용하여 청소해 주십시오.
반복적인 스캔으로 스캐너 내부에 먼지 및 종이 가루가 쌓여 스캐너 오류를 일으킬 수 있
습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스캐너 내부는 1,000 매를 스캔할 때마다 청소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기준은 스캔되는 문서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토너가 불충분하게 융착된 문
서를 스캔할 때는 스캐너를 더 자주 청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캐너가 사용될 때 ADF 안에 있는 스캐너 유리의 표면이 뜨거워집니다.
스캐너의 전원을 끄고 전원 케이블을 뽑은 다음 청소를 하기 전에 최소 15 분 동안
기다립니다.

주의
z 스캐너 내부를 청소할 때에는 물이나 중성세제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z 많은 양의 클리너를 사용하는 경우 건조하는데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적은 을 사용
하여 천에 묻혀 주십시오. 또한 그 부분의 클리너 F1 을 마른 천으로 잘 닦아 주십시오.

1. 전원을 끈 다음 최소 15 분 동안 기다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2. 1 전원 켜기 / 끄기 " (51 페이지 ) 를 참조해 주십시오.

2. 콘센트에서 전원 케이블을 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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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커버 해제 도구를 앞쪽을 향하도록 잡아 당기고 LCD 커버를 엽니다.

커버 해제 도구

LCD 커버에 손가락이 끼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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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음 부품을 클리너 F1를 적힌 부드러운 천 또는 클리닝 와이프를 사용하여 청
소합니다.
초음파 센서 (× 2)
(ADF 용지 츄트에 위치 )

플라스틱 롤러 (× 4)
유리 (×2)
(ADF 용지 츄트에 위치 )

브레이크 롤러 (× 2)

배출 롤러 (× 2)

피드 롤러 (× 2)

피크 롤러 (× 2)

z 브레이크 롤러 (×2)
청소할 스캐너에서 브레이클 롤러를 제거합니다.
브레이크 롤러 제거 방법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6.5.3 롤러 세트 교환하기 "
(353 페이지 ) 를 참조해 주십시오.
브레이크 롤러의 표면에 묻은 먼지를 슬롯에 따라 부드럽게 닦아 주십시오. 연질
고무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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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 초음파 센서 (×2)
부드러운 천으로 표면을 가볍게 닦습니다. 천으로 청소하는데 문제가 있을 경우 면
봉을 사용해 주십시오.
주의
청소할 때 천 또는 클리닝 와이프가 문서 검출 센서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문서 센서

z 플라스틱 롤러 (×4)
수동으로 플라스틱 롤러를 부드럽게 회전시키면서 깨끗하게 닦습니다. 연질 고무
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더러운 플라스틱 롤러는 용지 급지 성능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플라스틱 롤러는 주의하여 깨끗하게 청소해야 합니다.
z 유리 (×2)
부드러운 천으로 표면을 가볍게 닦습니다.
힌트
유리가 더러울 경우 스캔 데이터에 수직선이 표시될 수 있습니다.

z 피크 롤러 (×2)
수동으로 회전시키면서 롤러의 표면에 묻은 먼지를 슬롯에 따라 부드럽게 닦아 주
십시오. 연질 고무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더러운 피크 롤러는 용지 급지
성능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피크 롤러는 주의하여 깨끗하게 청소해야 합니
다.
z 피드 롤러 (×2) 및 배출 롤러 (×2)
청소할 때에는 전원을 켜고 피드 롤러와 배출 롤러를 회전시킵니다.
1 전원 케이블을 연결하고 스캐너의 전원을 켭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2.1 전원 켜기 / 끄기 " (51 페이지 ) 를 참조해 주십시
오.
주의
피드 롤러 및 배출 롤러 청소 시에만 스캐너의 전원을 켤 필요가 있습니다.

2 [ 메인 메뉴 ] 또는 [ 작업 메뉴 ] 화면에서, [ 유지 관리 ] 버튼을 누릅니다.
힌트
을 눌러 [ 작업 메뉴 ] 화면의 [ 유지 관리 ] 버튼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 유지 관리 ] 화면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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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롤러 클리닝 ] 버튼을 누릅니다.

[ 롤러 클리닝 ] 화면이 표시됩니다.

4 LCD 커버를 엽니다.
5 클리너 F1 으로 적신 부드러운 천 또는 클리닝 와이프를 롤러 표면에 대고
살짝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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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롤러 클리닝 ] 화면에서 [ 클리닝 ] 버튼을 누릅니다.
버튼을 누르면, 피드 롤러 및 배출 롤러가 조금 회전됩니다.
버튼을 계속 누르면, 피드 롤러와 배출 롤러가 수분 마다 일정량씩 회전됩
니다.
롤러를 회전시키면서 청소합니다. 연질 고무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합니
다.
롤러의 회전을 중지시키려면, 버튼 누르기를 중지해 주십시오.
롤러의 검은 더러움은 용지 급지 성능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피크
롤러는 주의하여 깨끗하게 청소해야 합니다.
힌트
z [ 클리닝 ] 키를 7 회 누르면 피드 롤러 및 배출 롤러가 동시에 완전히 한 바퀴
회전합니다.
z 도움말이 표시되면, [ 클리닝 ] 버튼을 누르기 전에 닫아 주십시오.

7 롤러의 청소가 끝나면, [OK] 버튼을 누르고 [ 롤러 클리닝 ] 화면을 닫습니
다.
주의
피드 롤러 및 배출 롤러를 청소할 때 롤러가 회전하는 동안 손가락으로 롤러를 건드리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5. LCD 커버를 닫습니다.
 딸깍 소리가 들려야 합니다.
주의
z LCD 커버에 손가락이 끼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z LCD 커버가 완전히 닫혔는지 확인합니다. 커버가 완전히 닫히지 않으면 문서 걸림과
급지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z 터치 패널이 손상될 수 있으므로 LCD 커버를 닫을 때 터치 패널을 너무 세게 눌러 닫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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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4

캐리어 시트 청소하기
부드러운 마른 천, 클리너 F1 또는 중성세제를 묻힌 천, 클리닝 와이프를 사용하여 캐리
어 시트를 청소합니다.
캐리어 시트의 표면과 내부의 먼지와 오염을 가볍게 닦습니다.
캐리어 시트를 계속 사용하면, 캐리어 시트의 표면과 내부에 먼지 및 오염이 축척됩니다.
스캐너의 오작동을 막기 위해서는 캐리어 시트를 정기적으로 청소해야 합니다.
주의
z 캐리어 시트에 주름이 가지 않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z 페인트 시너 및 다른 유기용제는 절대 사용하지 마십시오. 모양 또는 색상이 변할 수 있습니
다.
z 너무 세게 문지르지 마십시오. 캐리어 시트가 긁히거나 변형될 수 있습니다.
z 캐리어 시트의 내부를 청소한 다음 내부가 완전히 마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닫습니다.
z 캐리어 시트를 500 회 스캔할 때마다 교체할 것을 권장합니다.
캐리어 시트의 구입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6. 5. 4 캐리어 시트 구입하기 " (360 페이
지 ) 를 참조해 주십시오.

350

6. 5 부품 교환하기

6. 5

부품 교환하기

6. 5. 1 부품 번호 및 교환 주기
다음 표에서는 소모품의 번호 및 교체 주기를 나타냅니다.
부품 명칭
롤러 세트
z 브레이크 롤러

부품 번호
PA037060001

교환 주기
200,000 매를 스캔한 뒤 또는
일년에 한 번

z 피크 롤러

본 교환 주기는 80 g/m² A4/ 레터 고급지 또는 중급지를 사용하는 경우의 가이드 라인입
니다. 스캔된 문서의 종류와 스캐너의 사용, 청소 상태에 따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주의
z 소모품 상태가 주황색 또는 적색이 되면 스캐너 관리자에게 문의하여 필요한 부품을 교환합
니다.
z PFU 에서 지정한 부품만을 사용하십시오. 다른 제조업체가 제조한 소모품은 사용하지 마십
시오.

소모품 상태를 체크하는 방법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6.5.2 소모품 상태 확인하기 "
(352 페이지 ) 를 참조해 주십시오.
본 부품의 구입에 대해서는 FUJITSU 대리점 또는 지정된 FUJITSU 스캐너 서비스 제공자
에게 문의하십시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웹 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http://www. fujitsu. com/global/about/resources/shop/computing/peripheral/scan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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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5. 2 소모품 상태 확인하기
1. [ 메인 메뉴 ] 또는 [ 작업 메뉴 ] 화면에서, [ 소모품 상태 ] 버튼을 누릅니다.
힌트
을 눌러 [ 작업 메뉴 ] 화면의 [ 소모품 상태 ] 버튼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 소모품 ] 화면이 표시됩니다.

2. 어떤 부품을 교환해야 하는지 확인한 다음 [OK] 버튼을 누릅니다.
[ 카운터 ] 가 [ 교환 주기 ] 보다 클 때 교환해야 합니다.
[ 카운터 ] 값은 스캔한 매수입니다.
관리자 화면에서 소모품 상태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4.15.2
소모품 상태 보기 " (161 페이지 ) 을 참조해 주십시오.

3. 부품을 교체합니다.
다음을 참조해 주십시오.
z 롤러 세트를 교환합니다.
"6. 5. 3 롤러 세트 교환하기 " (353 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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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5. 3 롤러 세트 교환하기
롤러 세트는 브레이크 롤러와 피크 롤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롤러의 교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원을 끈 다음 최소 15 분 동안 기다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2. 1 전원 켜기 / 끄기 " (51 페이지 ) 를 참조해 주십시오.

2. 콘센트에서 전원 케이블을 뽑습니다.
3. ADF 용지 츄트에서 모든 문서를 제거합니다.
4. 커버 해제 도구를 앞쪽을 향하도록 LCD 커버 양쪽을 손으로 잡고 LCD 커버를
엽니다.
LCD 커버에 손가락이 끼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5. 브레이크 롤러를 교환합니다.
1. 브레이크 롤러의 커버를 엽니다.
브레이크 롤러 커버의 양쪽 끝을 잡고 화살표 방향으로 엽니다.
커버의 양 끝을 잡습니다.

커버

353

6. 5 부품 교환하기
2. 축을 제거합니다.
우선 오른쪽의 롤러를 들어 올린 다음, 왼쪽의 슬롯에서 축을 잡아 당깁니다.

브레이크 롤러
축

3. 브레이크 롤러를 축에서 제거합니다.
축

브레이크 롤러

4. 축에 새로운 브레이크 롤러를 장착합니다.
축의 돌출된 부분을 슬롯에 삽입합니다.
축

돌출된 부분
슬롯
브레이크 롤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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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축과 함께 브레이크 롤러를 스캐너에 설치합니다.
슬롯에 축의 왼쪽 끝을 맞춘 다음 축의 나머지 부분을 제 자리에 설치합니다.

브레이크 롤러
축

6. 브레이크 롤러의 커버를 닫습니다.
주의
축이 올바르게 부착되었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올바르게 부착되지 않은 경우 문서 걸림과 다른
급지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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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피크 롤러를 교체합니다.
1. 시트 가이드를 엽니다.
사이드 가이드를 밀고 딥에서 시트 가이드를 당겨 엽니다.
딥

사이드 가이드

시트 가이드

2. 축의 잠금 해제 탭을 화살표 방향으로 회전시킵니다.

잠금 해제 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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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크 롤러를 제거합니다.
축의 잠금 해제 탭을 가볍게 들어 올리고 ( 대략 5 mm 정도 ), 축을 다음 화살표
방향으로 밀어 완전히 들어 올립니다.

잠금 해제 탭

주의
축의 잠금 해제 탭 근처에 있는 기어에는 오일이 묻어 있으므로 만지지 않도록 조심하여 주십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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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새로운 피크 롤러를 스캐너에 설치합니다.
축의 왼쪽 끝을 스캐너의 슬롯에 삽입하고 다른 한 쪽 끝을 천천히 내립니다.

피크 롤러

5. 축의 잠금 해제 탭을 화살표 방향으로 회전시킵니다.

잠금 해제 탭

주의
피크 롤러가 올박르게 설치되었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용지 걸림 또는 다른 급지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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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시트 가이드를 닫습니다.
시트 가이드의 양끝이 단단하게 고정되었는지 확인하여 주십시오.

7. LCD 커버를 닫습니다.
 딸깍 소리가 들려야 합니다.
LCD 커버에 손가락이 끼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8. 전원 케이블을 연결하고 스캐너의 전원을 켭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2. 1 전원 켜기 / 끄기 " (51 페이지 ) 를 참조해 주십시오.

9. 롤러 세트 카운터를 초기화합니다.
카운터는 관리자가 재설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 소모품 카운터 초기화하기 " (161 페이지 ) 를 참조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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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5. 4 캐리어 시트 구입하기
캐리어 시트를 500 회 스캔할 때마다 교체할 것을 권장합니다.
캐리어 시트가 긁혔거나 더러워지면 교체해 주십시오.
별도로 판매되는 캐리어 시트의 부품 명칭 및 부품 번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품 명칭

부품 번호

캐리어 시트

PA03360-0013

갯수
5

캐리어 시트의 구입에 대해서는, FUJITSU 스캐너 대리점 또는 지정된 FUJITSU 스캐너
서비스 센터에 문의해 주십시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웹 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http://www. fujitsu. com/global/about/resources/shop/computing/peripheral/scan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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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6

스캔 테스트 수행하기
스캐너를 청소한 다음 또는 소모품을 교환한 뒤 스캔 테스트를 합니다.

■ 일반 사용자
1. [ 메인 메뉴 ] 또는 [ 작업 메뉴 ] 화면에서, [ 유지 관리 ] 버튼을 누릅니다.
힌트
을 눌러 [ 작업 메뉴 ] 화면의 [ 유지 관리 ] 버튼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 유지 관리 ] 화면이 표시됩니다.

2. [ 스캔 테스트 ] 버튼을 누릅니다.

 [ 스캔 테스트 ] 화면이 표시됩니다.

3. 스캔 테스트를 하기 위해 ADF 용지 츄트에 문서를 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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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6 스캔 테스트 수행하기
4. [ 스캔 ] 버튼을 누릅니다.

 스캔 테스트가 시작됩니다.
 스캔이 완료되면 [ 스캔 보기 ] 화면이 표시됩니다.
스캐너가 올바르게 스캔하지 못할 경우 오류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오류 메시지
에 대응합니다.

5. 스캔 데이터를 확인합니다.
[ 스캔 보기 ]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해주십시오.
"5. 11 스캔 보기에서 스캔 데이터 편집하기 " (314 페이지 )

6. [OK] 버튼을 누릅니다.
 [ 유지 관리 ] 화면이 다시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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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1. 관리자 화면에서 [ 장치 테스트 ] 아래의 [ 스캔 테스트 ] 를 선택합니다.
 [ 스캔 테스트 ] 화면이 표시됩니다.

2. [ 시작 ] 버튼을 누릅니다.
3. 스캔 테스트를 하기 위해 ADF 용지 츄트에 문서를 놓습니다.
4. [ 스캔 ] 버튼을 누릅니다.

 스캔 테스트가 시작됩니다.
 스캔이 완료되면 [ 스캔 보기 ] 화면이 표시됩니다.
스캐너가 올바르게 스캔하지 못할 경우 오류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오류 메시지
에 대응합니다.

5. 스캔 데이터를 확인합니다.
[ 스캔 보기 ]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해주십시오.
"5. 11 스캔 보기에서 스캔 데이터 편집하기 " (314 페이지 )

6. [OK] 버튼을 누릅니다.
 [Admin 메뉴 ] 화면으로 되돌아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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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7

터치 패널 교정하기

Touch
Panel

터치 패널의 응답이 화면에 표시된 개체들의 위치와 일치되지 않게 보이는 경우에는 터치
패널을 교정해야 합니다.

1. 관리자 화면에서 [ 장치 테스트 ] 아래의 [ 화면 교정 ] 을 선택합니다.
 [ 화면 교정 ] 화면이 표시됩니다.

2. [ 시작 ] 버튼을 누릅니다.
 적색의 "+" ( 조정 표시 ) 가 표시됩니다.

3. 손가락 끝으로 "+" 를 누릅니다.
이곳을 누르면 "+" 는 다음 교정 위치로 이동됩니다. 이것이 멈출
때마다 다시 누릅니다.

 표시된 화면의 지시를 따릅니다.
주의
[ 화면 교정 ] 처리는 40 초 정도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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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에서는 용지 걸림과 같은 스캐너 조작 문제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 FUJITSU
스캐너 대리점에 문의하기 전에 점검할 사항, 스캐너 라벨 확인 방법에 대한 도움말을 제
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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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 걸린 문서 제거하기

7. 1

걸린 문서 제거하기
문서 걸림이 발생할 경우 아래 절차를 따라 걸린 문서를 제거합니다.
z 걸린 문서를 지나치게 힘을 주어 잡아당기기 마십시오. 문서를 제거하
기 전에 LCD 커버를 열어 주십시오.
z 걸린 문서를 제거할 때 날카로운 모서리 부분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합
니다. 이러한 부분은 부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z 걸린 문서를 제거할 때 넥타이, 목걸이. 머리카락 등은 스캐너에 쉽게
끼어 들어 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z 스캐너가 사용될 때 안에 있는 스캐너 유리의 표면이 뜨거워집니다. 화
상을 입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1. ADF 용지 츄트에서 모든 문서를 제거합니다.
2. 커버 해제 도구를 앞쪽을 향하도록 LCD 커버 양쪽을 손으로 잡고 LCD 커버를
엽니다.

커버 해제 도구

LCD 커버에 손가락이 끼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3. 걸린 문서를 제거합니다.
주의
z 스테이플, 종이 클립 등은 문서 걸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z 스테이플 또는 종이 클립 등이 있는 문서를 제거할 경우에는 유리 및 시트 가이드가 손
상을 입지 않도록 조심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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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 걸린 문서 제거하기
4. LCD 커버의 양쪽을 잡고, LCD 커버를 닫습니다.
주의
z LCD 커버에 손가락이 끼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z LCD 커버가 완전히 닫혔는지 확인합니다. 완전히 닫히지 않으면 문서 걸림과 급지 오
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z 터치 패널이 손상될 수 있으므로 LCD 커버를 닫을 때 터치 패널을 너무 세게 눌러 닫지
마십시오.

 딸깍 소리가 들려야 합니다.
힌트
z 어떤 오류 메시지도 표시되지 않더라도 스캔이 완료되거나 취소된 뒤에도 ADF 에 문서
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순서 순서 1 에서 순서 4 를 따라서 ADF 에서 문서를 제거합
니다.
z 스캔 중에 문서 급지가 차단되면 스캔 데이터를 점검합니다. 올바르게 스캔되지 않은
문서 페이지가 [ 스캔 보기 ] 에 표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스캔 보기 세부사항 화면
에서
을 사용하여 올바르게 스캔되지 않은 모든 페이지를 삭제합니다. 스캔 보기 세
부사항 화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5.11.3 스캔 보기 세부 사항 화면에서 스캔 데
이터 편집하기 " (318 페이지 ) 를 참조해 주십시오.

문서 걸림 또는 멀티피드 오류가 자주 발생할 경우 다음 절차를 시도합니다.

1. 문서의 가장자리를 맞춥니다.
2. 문서를 펼칩니다.
1. 양손으로 문서 다발의 끝을 가볍게 쥐고 두세 번 정도 펼칩니다.

2. 문서를 90 도 회전시킨 다음 다시 문서들을 펼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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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올려 놓을 문서의 가장자리를 정렬한 다음 문서의 선단이 살짝 비스듬하게 되도
록 놓습니다.
비스듬하게

◫⮨
급지 방향

주의
정렬이 제대로 되지 않은 문서의 스캔은 용지 걸림 및 문서의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3. 문서를 아래 그림과 같이 ADF 용지 츄트에 놓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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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 네트워크 연결 문제 해결

7. 2

네트워크 연결 문제 해결
네트워크 연결이 불가능할 경우 먼저 스캐너 상태와 시스템 설정을 점검합니다.
다음 단원은 네트워크에 연결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문제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
합니다.
문제의 원인을 알 수 없거나 문제가 계속될 경우 "7. 4 FUJITSU 스캐너 대리점에 문의하
기 전에 점검할 사항 " (391 페이지 ) 의 항목을 점검하고 FUJITSU 스캐너 대리점 또는 지
정된 FUJITSU 스캐너 서비스 제공자에게 문의하십시오.

7. 2. 1 기본 네트워크 동작 테스트
네트워크를 설정한 후 관리자 화면에서 다음 네트워크 동작 테스트를 실행해 주십시오.
z Ping 테스트를 사용하여 네트워크 동작을 점검합니다.
z 네트워크 가동 상태 확인
z 시스템 시간을 동기화하여 NTP 서버 설정을 점검하기 (NTP 서버를 사용하고 있을
경우 )
z 테스트 메일을 보내 메일 서버를 점검하기 ( 스캔 데이터가 전자 메일이나 FAX 로
전송되거나 전자 메일에 의한 오류 통지를 요청할 때 )

■ Ping 테스트를 사용하여 기본 네트워크 동작 점검하기
다음의 컴퓨터와 서버에 대해 Ping 테스트를 하여 네트워크 연결 상태를 점검합니다.
점검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4.8.1 Ping 테스트를 사용하여 네트워크 연결을 점검하
기 " (109 페이지 ) 를 참조하십시오.
z Admin Tool 이 설치된 컴퓨터
z Central Admin Console 이 설치된 컴퓨터
z Central Admin Server 소프트웨어가 설치된 컴퓨터
z User Editor 가 설치된 컴퓨터
z DNS 서버
z WINS 서버
z NTP 서버
z LDAP 서버
z SMTP 서버
z 파일 서버
z FTP 서버
z 프린트 서버
z SharePoint 서버
z 도메인 컨트롤러
z 프록시 서버
z SNMP 서버
주의
서버 설정에 따라서 Ping 테스트의 응답이 없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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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ng 테스트를 사용하여 네트워크 연결 상태를 확인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결과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설명된 각 대응 조치를 따라 주십시오.

다음 4 줄이 Ping 테스트의 응답으로 표시됩니다.
IPv4 주소 :
( 대상 IPv4 주소 ) 의 응답: 바이트 =32 시간 <( 시간 )ms TTL=(TTL 값 )
IPv6 주소 :
( 대상 IPv6 주소 ) 의 응답: 시간 <( 시간 )ms
■ 응답의 예
IPv4 주소 :
XXX. XXX. XXX. XXX 의
XXX. XXX. XXX. XXX 의
XXX. XXX. XXX. XXX 의
XXX. XXX. XXX. XXX 의

응답:
응답:
응답:
응답:

바이트 =32
바이트 =32
바이트 =32
바이트 =32

시간 <1ms
시간 <1ms
시간 <1ms
시간 <1ms

IPv6 주소 :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의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의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의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의

TTL=128
TTL=128
TTL=128
TTL=128

응답:
응답:
응답:
응답:

시간 <1ms
시간 <1ms
시간 <1ms
시간 <1ms

■ 설명
Ping 대상 주소에서의 응답이 정상입니다.

"Ping 통계 " 가
" 손실 = 4 (100% 손실 )" 를 표시합니다.
■ 설명
z Ping 테스트의 응답이 없습니다.
z 하드웨어 전송 경로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Ping 테스트를 하는 동안
LAN 케이블을 연결할 수 없습니다.

■ 대책
z 지정된 Ping 테스트가 올바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Ping 대상 IP 주소, 호스트 이름 또는
FQDN 명이 올바른지 확인합니다.
존재하지 않는 IP 주소가 지정될 경우에 다음을 적용합니다.
z IPv4 주소의 경우
지정한 IP 주소가 스캐너와 같은 세그멘트에 속할 경우에는 " 손실 = 0 (0% 손실 )" 이 표시
됩니다.
지정한 IP 주소가 스캐너와 다른 세그멘트에 속할 경우에는 " 손실 = 4 (100% 손실 )" 가 표
시됩니다.

z

z
z
z

z IPv6 주소의 경우
값은 " 손실 = 4 (100% 손실 )" 가 표시됩니다.
네트워크 전송 모드는 연결 대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4.7.7 네트워크 고급 설정 구
성하기 " (108 페이지 ) 에서 [ 연결 속도 / 이중 모드 ] 를 " 자동 검출 " 에서 고정 모드로 변
경합니다.
Ping 대상이 정확하고 네트워크 전송 모드가 올바른 경우 " 서버 IP 주소를 사용하여 서버에
연결하기 실패 " (375 페이지 ) 를 참조하여 심화된 해결책을 참조해 주십시오.
LAN 케이블의 상태를 확인하거나 LAN 케이블을 교환한 다음 다시 시도해 주십시오.
HUB 장치가 연결에 사용될 경우 LAN 케이블의 연결 포트를 변경하고 다시 시도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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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ng 통계 " 가
" 손실 = N (1 ~ 99% 손실 )" 을 표시합니다.
■ 설명
z Ping 대상과의 통신이 불안정합니다.
z 하드웨어 전송 경로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Ping 테스트를 하는 동안
LAN 케이블을 연결할 수 없습니다.

■ 대책
z LAN 케이블의 상태를 확인하거나 LAN 케이블을 교환한 다음 다시 시도해 주십시오.
z HUB 에 연결되어 있을 경우 LAN 케이블이 연결되어 있는 포트를 변경하고 다시 시도해 주십
시오.
z 네트워크 전송 모드와 연결 대상이 다를 수 있습니다. "4.7.7 네트워크 고급 설정 구성하기 "
(108 페이지 ) 에서, [ 연결 속도 / 이중 모드 ] 를 " 자동 검출 " 에서 고정 모드로 변경합니다.

"Ping 요청에서 xxxxxxxxx 호스트를 찾을 수 없습니다. 이름을 확인하고 다시 시
도하십시오."
■ 설명
Ping 대상으로 지정된 장치의 이름 확인 및 주소 확인에 실패하였을 수 있습니다.

■ 대책
z Ping 대상 호스트 이름 또는 FQDN 명이 올바른지 확인합니다.
z DNS 서버 설정 또는 WINS 서버 설정이 올바른지 확인합니다.
z Ping 대상 호스트 이름 및 FQDN 명이 올바른 경우 심화된 해결책을 위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 호스트 이름이나 FQDN 명을 사용하여 서버에 연결하기 실패 " (377 페이지 ) 를 참조해 주
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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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트워크 가동 상태 확인
[ 네트워크 상태 ] 화면에서 네트워크 상태를 확인합니다.
점검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4. 8. 2 네트워크 가동 상태 확인 " (110 페이지 ) 또는
"G. 3. 5 네트워크 가동 상태 확인하기 " (463 페이지 ) 를 참조해 주십시오.
각 해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시된 정보가 모두 유효하지 않습니다.
■ 대책
없음

네트워크 연결이 바르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 대책
없음

표시된 정보가 유효하지만 Ping 테스트의 네트워크 연결이 정상적으로 동작하
고 있지 않습니다.
■ 대책
"4.7.7 네트워크 고급 설정 구성하기 " (108 페이지 ) 에서, [ 연결 속도 / 이중 모드 ] 를 " 자동 검
출 " 에서 고정 모드로 변경합니다.
문제가 계속될 경우 " 서버 IP 주소를 사용하여 서버에 연결하기 실패 " (375 페이지 ) 를 참조하
여 심화된 해결책을 찾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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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 시간을 동기화하여 NTP 서버 설정 점검하기
[NTP 서버 ] 화면에서 [ 동기 시간 ] 버튼을 눌러 시스템 시간이 동기화될 수 있는지 확인
합니다.
[ 동기 시간 ] 버튼을 누른 다음 다음과 같이 표시되는 메시지에 따라 각 대응 조치에 대한
설명을 따라 주십시오.
메시지와 대응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스템 시간이 성공적으로 동기화되었습니다.
■ 대책
없음

시스템의 시간 동기에 실패했습니다.
■ 대책
다음을 시도합니다.
z 지정된 NTP 서버 IP 주소를 확인하고 호스트 이름 또는 FQDN 명이 잘못되어 있을 경우 수정
합니다.
z 네트워크 루트의 문제로 스캐너와 NTP 서버 간의 통신이 불가능합니다. 네트워크 설정을 확
인해 주십시오.
z NTP 서버가 매우 혼잡합니다. 잠시 기다렸다가 시스템 시간 동기화를 다시 시도합니다. 효과
가 없을 때에는 지정된 서버가 NTP 서버가 아닐 수 있으므로, 다른 NTP 서버를 시도합니다.
z 더 높은 레벨의 NTP 서버에서 날짜와 시간을 가져오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다른 NTP 서버
를 시도하거나 네트워크 관리자에게 조사를 시킵니다.
z 시간이 올바른지 확인합니다. 시간이 올바르지 않은 경우 날짜/시간을 조정한 다음 다시 시도
합니다.
z "4.4.4 날짜/시간 설정하기" (84페이지 )를 참조하여 날짜/시간을 조정하고 다시 시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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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스트 메일을 보내 메일 서버를 점검하기
[ 오류 통지 ] 화면에서, 메일을 지정 장소에 보낼 수 있는지 확인하려면 [ 테스트 ] 버튼
을 누릅니다.
[ 테스트 ] 버튼을 누르면 아래와 같은 메시지 대화상자가 표시됩니다.
메시지와 대응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내는 중...
■ 대책
어떤 오류 메시지도 표시되지 않고 [ 보내는 중 ] 표시기가 사라질 경우 테스트 메일이 메일 서버
로 성공적으로 전송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오류 통지 전자 메일이 지정된 수신자에게 도착했는지 확인합니다. 오류 통지 전자 메일이 예상
수신자에게 도착하지 않은 경우 전자 메일 주소에서 "@" 앞의 부분이 올바르게 입력되었는지 확
인합니다.

테스트 메일 송신에 실패했습니다.
■ 대책
z 전자 메일 서버에 연결된 컴퓨터가 바르게 동작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z 네트워크에서 다른 컴퓨터의 주소에 전자 메일을 보낼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z SMTP 서버에 대해 Ping 테스트를 하여 서버와 네트워크 연결이 올바르게 동작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z SMTP 서버가 Ping 테스트에 대한 응답이 없을 경우, SMTP 서버 이외에서 Ping 테스트를 실
시하여 시스템 네트워크가 컴퓨더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합니다.
z 스캐너의 네트워크 연결만 올바르게 동작하고 있지 않을 경우 " 서버 IP 주소를 사용하여 서
버에 연결하기 실패 " (375 페이지 ) 를 참조하여 심화된 해결책을 찾으십시오.
z SMTP 서버와 문제가 있어 SMTP 서버를 네트워크에 연결할 수 없는 경우, 네트워크 관리자
에게 SMTP 서버와 이 서버와의 네트워크 연결이 정상적으로 기능하는지 확인하라고 요청
합니다.
z "4.11.1 SMTP 서버 설정하기" (126 페이지)에서 SMTP 서버 연결에 스캐너의 동일한 포트 번
호가 올바르게 지정되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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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 2 다른 네트워크 연결 문제 해결
네트워크 연결을 불가능하게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다음 단원은 네트워크에 연결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문제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
합니다.
문제의 원인을 알 수 없거나 문제가 계속될 경우 "7. 4 FUJITSU 스캐너 대리점에 문의하
기 전에 점검할 사항 " (391 페이지 ) 의 항목을 점검하고 FUJITSU 스캐너 대리점 또는 지
정된 FUJITSU 스캐너 서비스 제공자에게 문의하십시오.

■ 서버 IP 주소를 사용하여 서버에 연결하기 실패
서버 IP 주소를 사용하여 서버에 연결할 수 없고, 서버가 Ping 테스트에 응답하지 않는 경
우 다음 절차를 시도합니다.

서버와 스캐너 사이의 연결에 문제가 있거나 LAN 케이블에 문제가 있습니다.
■ 대책
LAN 케이블이 스캐너와 서버에 올바르게 연결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서버가 LAN 케이블 ( 스트레이트 케이블 ) 을 사용하여 연결되어 있을 경우, Auto MDI/MDI-X
( 자동 선택 ) 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스캐너와 서버를 LAN 케이블 ( 크로스오버 케이블 ), 스위
치 또는 라우터를 사용하여 연결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이외에는 LAN 케이블의 고장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기능하는 LAN 케이
블을 찾아 다시 시도합니다.

IPv6 기능이 유효일 경우에 [ IP 주소 ] 화면에서 구성한 설정 또는 [IPv4 주소 ]
화면 /[IPv6 주소 ] 화면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 대책
IPv6 기능이 유효임을 확인한 다음 IP 주소 및 서브넷 마스크 (IPv6 주소의 서브넷 접두사 길이 )
설정이 올바르게 설정된 경우 "4. 7. 1 스캐너에 IP 주소 /DHCP 지정하기 " (101 페이지 ) 또는
"G.3.1 스캐너에 IPv4 주소 지정하기 " (458 페이지 )/"G.3.2 스캐너에 IPv6 주소 지정하기 " (459
페이지 ) 를 참조해 주십시오.

DHCP 를 사용할 때 DHCP 서버가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거나 DHCP 서버 설
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 대책
DHCP 를 사용할 경우, "4.8.2 네트워크 가동 상태 확인 " (110 페이지 ) 또는 "G.3.5 네트워크 가
동 상태 확인하기 " (463 페이지 ) 를 참고하여 스캐너 IP 주소, 서브넷 마스크 (IPv6 주소의 서브
넷 접두사 길이 ) 및 기본 게이트웨이 설정이 모두 올바른지 확인합니다.
이 설정이 올바르지 않은 경우 DHCP 서버가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을 수 있거나 제한된 수의
리스 또는 MAC 주소 검사로 인해 유효한 IP 주소를 할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DHCP 서버 연결 상태와 서버 설정의 상세 정보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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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호스트 또는 통신 장치가 스캐너와 똑같은 IP 주소를 사용하여 연결되어
있습니다.
■ 대책
똑같은 IP 주소가 또 다른 호스트 또는 통신 장치에 의해 이미 사용된 경우, 그 다른 장치에 다른
IP 주소를 지정했을 경우에도 서버는 재부팅될 때까지 스캐너의 " 중복 " IP 주소를 인식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서버를 다시 시작합니다.
또 다른 호스트 또는 통신 장치가 중복 IP 를 사용하여 LAN 에 연결되는 경우 사용할 수 없습니
다.
또 다른 호스트 또는 통신 장치가 IP 주소를 사용하여 연결된 경우 그 LAN 케이블을 뽑고 서버를
다시 시작합니다.

서버와 스캐너 사이에 방화벽이 있어서 접속이 거부됩니다.
■ 대책
서버와 스캐너 사이에 방화벽이 있을 경우 방화벽이 네트워크 접속을 거부하도록 설정되지 않았
는지 확인합니다.

스캐너와 서버의 네트워크 [ 연결 속도 / 이중 모드 ] 가 다르거나 서버가 AutoNegotiation ( 자동 검출 ) 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 대책
스캐너의 네트워크 고급 설정 ("4.7.7 네트워크 고급 설정 구성하기 " (108 페이지 )) 에서 [ 연결
속도 / 이중 모드 ] 를 기본인 "Auto-Negotiation" (" 자동 검출 ") 로 설정합니다.
"Auto-Negotiation"(" 자동 검출 ") 이 바르게 작동하지 않는 경우 스캐너 모드를 수정하기 위해
스캐너 및 서버에서 [ 연결 속도 / 이중 모드 ] 를 변경하고 다시 시도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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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스트 이름이나 FQDN 명을 사용하여 서버에 연결하기 실패
서버가 호스트 이름이나 FQDN 명을 사용하여 연결할 수 없고, Ping 테스트에 반응하지
않을 경우, 다음 절차를 시도합니다.

" 서버 IP 주소를 사용하여 서버에 연결하기 실패 " (375 페이지 ) 와 똑같습니다.
■ 대책
" 서버 IP 주소를 사용하여 서버에 연결하기 실패 " (375 페이지 ) 에 대한 해결책을 사용하여 네
트워크 연결이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DNS 서버 설정 또는 WINS 서버 설정이 유효하지 않습니다.
■ 대책
DNS 서버 설정 또는 WINS 서버 설정이 올바른지 확인합니다.

DNS 서버 또는 WINS 서버가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고 있거나 DNS 또는
WINS 서버 네트워크 연결에 오류가 있습니다.
■ 대책
DNS 서버와 WINS 서버에 대해 Ping 테스트를 실시하여 두 서버가 정상적으로 동작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DNS 서버 또는 WINS 서버가 동작하지 않고 있을 경우 네트워크 관리자에게 상태 점검을 요청합
니다.

■ 스캐너를 도메인 멤버로 추가에 실패 또는 도메인으로의 로그인에
실패
스캐너를 도메인 멤버로 지정할 경우 인증 오류가 발생하고 스캐너를 추가할 수
없습니다.
■ 대책
z 스캐너를 도메인 멤버로 지정할 경우 도메인 관리자 권한을 가지는 사용자 또는 컴퓨터를 도
메인으로 추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사용자로 인증을 실행합니다.
사용자 이름 또는 암호를 모를 경우 도메인의 시스템 관리자에게 연락해 주십시오.
z LAN Manager 인증 수준이 도메인의 서버와 같은 수준으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십시
오.

관리자 권한을 가지는 사용자로 스캐너를 도메인에 등록한 다음 스캐너 이름을
변경하기 위해 관리자 권한이 없는 도메인 사용자로 인증을 시도하지만 로그인
에 실패합니다.
■ 대책
관리자 권한으로 스캐너를 도메인에 등록하는 경우 다음에도 관리자 권한을 가지는 사용자로 인
증을 실행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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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트워크 프린터 추가 실패
네트워크 프린터를 스캐너에 ( 서 ) 추가할 수 없는 경우 다음 절차를 시도합니다. 또한 프
린터 설정 방법 및 네트워크 프린터 추가 방법에 대한 정보는 사전에 프린터 설명서를 참
조해 주십시오.

Windows 8 프린터 드라이버가 프린트 서버에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 대책
Windows 8 프린터 드라이버를 프린트 서버에 설치합니다.
Windows 8 프린터 드라이버가 프린트 서버에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4.14
네트워크 프린터 설정하기 " (147 페이지 ) 를 참조해 주십시오.

네트워크 프린터 공유 이름이 변경되었습니다.
■ 대책
프린트 서버에 있는 공유 이름을 확인합니다.

지정된 네트워크 프린터 경로가 유효하지 않습니다.
■ 대책
지정된 네트워크 프린터 경로가 올바른지 확인합니다.

네트워크 스캐너의 공유 이름에 세로선 (|) 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대책
프린트 서버에서 네트워크 프린터의 공유 이름에 세로선 (|) 이 포함되지 않도록 작성하고 네트
워크 프린터를 다시 등록합니다.

LAN Manager 인증 수준이 네트워크 프린터의 서버와 같은 수준으로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 대책
LAN Manager 인증 수준을 네트워크 프린터의 서버와 같은 수준으로 설정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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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트워크 프린터로 인쇄하기 실패
스캐너에서 설정된 네트워크 프린터에서 인쇄할 수 없는 경우 다음 절차를 시도합니다.
또한 프린터 설정 방법 및 네트워크 프린터 추가 방법에 대한 정보는 사전에 프린터 설명
서를 참조해 주십시오.

" 서버 IP 주소를 사용하여 서버에 연결하기 실패 " (375 페이지 ) 와 똑같습니다.
■ 대책
" 서버 IP 주소를 사용하여 서버에 연결하기 실패 " (375 페이지 ) 에 대한 같은 해결책을 사용하

용지 오류, 용지 걸림 또는 비슷한 문제 때문에 프린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여 네트워크 연결이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 대책
프린터가 인쇄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아닌지 확인하고, 오류의 원인에 대한 조치를 취한 다음 다시
시도합니다.

네트워크 프린터로 인쇄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 대책
관리자에게 문의하여 네트워크 프린터로 인쇄하는 것이 허용되었는지 확인합니다.

프린터 오류 때문에 인쇄가 불가능합니다.
■ 대책
다음을 시도합니다.
z 프린트 서버 응용 프로그램을 이용한 인쇄가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z 프린터 서버 스풀링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합니다.

■ 네트워크 폴더에 추가하기 실패
스캐너에서 새로운 네트워크 폴더의 추가가 가능하지 않을 경우 다음 순서대로 시도해 주
십시오.

네트워크 폴더의 공유 이름이 변경되었습니다.
■ 대책
서버 측의 공유 이름을 확인해 주십시오.

지정한 네트워크 폴더 경로가 유효하지 않습니다.
■ 대책
지정한 네트워크 폴더 경로가 올바른지 확인해 주십시오.

LAN Manager 인증 수준이 네트워크 폴더의 서버와 같은 수준으로 설정되어 있
지 않습니다.
■ 대책
LAN Manager 인증 수준을 네트워크 폴더의 서버와 같은 수준으로 설정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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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트워크 폴더에 저장하기 실패
스캔 데이터를 FTP 서버 폴더 또는 네트워크 폴더에 저장할 경우 [ 네트워크 부
하량이 많습니다. 다시 시도해 주십시오.] 메시지가 표시되고 저장할 수 없습니
다.
■ 대책
네트워크 폴더를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잠시 기다리고 ( 약 3 분 ) 다시 시도해
주십시오.
FTP 서버의 열린 포트 번호를 일시적으로 잃게되면 본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잠시 기다리
고 ( 약 3 분 ) 다시 시도하거나 FTP 설정을 수동 모드로 변경해 주십시오.

FTP 서버 폴더에 대량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 FTP 프록시를 사용할 경우 오류
가 발생하고 저장할 수 없습니다.
■ 대책
프록시 서버에 DeleGate 을 사용할 경우 데이터 전송 시간이 10 분을 추과하면 저장 과정에서 오
류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에는 DeleGate 설정에 "TIMEOUT io=0" 을 추가하여 저장을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FTP/FTPS 를 통한 데이터 저장을 반복적으로 시도하면 " 오류 : 네트워크 공유
폴더의 엑서스가 거부되었습니다. "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 대책
본 오류는 FTP 서버의 열린 포트를 소모할 경우에 발생합니다. 잠시 기다리고 ( 약 3 분 ) 다시 시
도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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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 3 Internet Explorer, Admin Tool, Central Admin Server 또는 User
Editor 를 사용한 스캐너 연결의 실패
Internet Explorer, Admin Tool, Central Admin Server 또는 User Editor 를 사용하여 스
캐너에 연결을 시도할 경우 액세스가 불가능하면 다음 단계를 시도해 주십시오.

" 서버 IP 주소를 사용하여 서버에 연결하기 실패 " (375 페이지 ) 와 똑같습니다.
■ 대책
" 서버 IP 주소를 사용하여 서버에 연결하기 실패 " (375 페이지 ) 에 대한 해결책을 사용하여 네
트워크 연결이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DNS 서버 또는 WINS 서버가 정상적으로 동작하고 있지 않거나, 스캐너 이름이
DNS 서버 또는 WINS 서버에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 대책
지정된 IP 주소의 연결성을 확인합니다.
네트워크 스캐너 관리 도구를 사용하여 스캐너를 지정된 IP 주소와 연결할 수 있는 경우 스캐너
의 IP 주소를 DNS 서버 또는 WINS 서버에서 지정합니다.
스캐너의 관리자 설정에서 Internet Explore 및 Admin Tool 의 DNS 또는 WINS 서버 설정을 확인
합니다.

Internet Explorer, Admin Tool 또는 User Editor 로 설치된 스캐너 및 컴퓨터 사
이의 잘못 구성된 방화벽이 HTTP/HTTPS 프로토콜을 통해 컴퓨터가 스캐너에
액세스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 대책
Internet Explorer, Admin Tool 또는 User Editor 가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와 스캐너 사이에 방화
벽이 있을 경우 방화벽 설정이 접속을 막고 있지 않은지 확인합니다.

대상 스캐너의 URL 이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로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대책
스캐너 URL 을 Internet Explore 의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로 설정합니다.
1. Internet Explorer 에서 [ 도구 ] 메뉴 → [ 인터넷 옵션 ] 을 선택합니다.
2. [ 보안 ] 탭에서 [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 ] 를 선택하고 [ 사이트 ] 버튼을 클릭합니다.
3. [ 영역에 웹 사이트 추가 ] 에 스캐너의 URL 을 입력하고, [ 추가 ] 버튼을 클릭합니다.

381

7. 2 네트워크 연결 문제 해결
Internet Explorer 에서 대상 영역의 레벨을 보안 레벨을 설정하려면 [ 도구 ] 메
뉴 - [ 인터넷 옵션 ] 에서 [ 보안 ] 탭을 [ 높음 ] 으로 설정해 주십시오.
[ 사용자 지정 수준 ] 의 경우 [ 설정 ] 영역의 [ 스크립팅 ] 밑에서 [Active 스크
립팅 ] 을 [ 확인 ] 또는 [ 사용 안 함 ] 으로 설정해 주십시오.
■ 대책
스캐너 이름을 사용하여 연결할 때는 인트라넷 연결을 통해 연결됩니다. URL 에 IP 주소가 포함
된 경우 스캐너는 인터넷 영역을 사용하여 연결됩니다.
해당 영역에 따라서 다음 설정을 시도해 주십시오.
1. Internet Explorer 에서 [ 도구 ] 메뉴 → [ 인터넷 옵션 ] 을 선택합니다.
2. 다음의 방법으로 Active 스크립팅을 유효로 합니다.

z [보안] 탭에서 [기본 수준] 버튼을 클릭하여, [이 영역에 허용된 수준]을 [보통]으로 설정
합니다.
z [보안] 탭에서 [사용자 지정 수준] 버튼을 클릭하여, [설정] 영역의 [스크립팅] 항목 밑의
[Active 스크립팅 ] 을 [ 사용 ] 으로 설정합니다.
3. 인터넷 영역을 통해 연결할 경우 [ 개인 정보 ] 탭에서 수준을 [ 보통 높음 ] 보다 낮게 설정합니다.
4. 임시 인터넷 파일을 삭제해 주십시오.
설정값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Internet Explorer 의 도움말을 참조해 주십시오.

스캐너가 대기 모드에 있습니다.
■ 대책
전원 버튼을 눌러 스캐너를 시작합니다.

프록시 서버가 사용 중입니다.
■ 대책
프록시 서버를 사용하지 않도록 설정합니다.
1. Internet Explorer 에서 [ 도구 ] 메뉴 → [ 인터넷 옵션 ] 을 선택합니다.
2. [ 연결 ] 탭에서 [LAN 설정 ] 버튼을 누릅니다.
3. [ 사용자 LAN 에 프록시 서버 사용 ( 이 설정은 전화 연결이나 VPN 연결에는 적용 되지 않음 )] 확
인란의 선택을 해제합니다.

연결 프로토콜 설정에 오류가 있습니다.
■ 대책
SSL 이 [ 관리자 연결 ] 화면에서 사용하도록 설정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4. 9. 1 관리자 연결 설정 설정하기 " (111 페이지 ) 를 참조해 주십시오.

포트 번호 설정에 오류가 있습니다.
■ 대책
[ 관리자 연결 ] 화면에서 지정된 포트 번호를 확인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4. 9. 1 관리자 연결 설정 설정하기 " (111 페이지 ) 를 참조해 주십시오.

Internet Explorer 에서 [ 도구 ] 메뉴 - [ 인터넷 옵션 ] - [ 고급 ] 탭의 [ 설정 ]
영역의 [ 보안 ] 밑에서 [SSL 3. 0 사용 ] 확인란을 선택하지 마십시오.
■ 대책
1. Internet Explorer 에서 [ 도구 ] 메뉴 → [ 인터넷 옵션 ] 을 선택합니다.
2. [ 고급 ] 탭의 [ 설정 ] 부분의 [ 보안 ] 밑에서 [SSL 3. 0 사용 ] 확인란을 선택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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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3

기타 문제 해결
이 단원에서는 스캔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그러한 문제들에 대처하는 방법과 관련
된 정보를 제공합니다. 수리를 의뢰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공통 문제 목록을 확인합니다.
권장 조치를 참조한 뒤에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 "7. 4 FUJITSU 스캐너 대리점에
문의하기 전에 점검할 사항 " (391 페이지 ) 의 사항을 확인한 다음 FUJITSU 스캐너 대리
점 또는 지정된 FUJITSU 스캐너 서비스 제공자에게 문의하십시오.
발생 가능한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문제 목록
■ 스캐너를 켤 수 없습니다.
z " 스캐너를 켤 수 없습니다. " (384 페이지 )

■ 스캐너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z " "The last attempt to restart ..." 메시지가 화면에 표시되고 스캐너는 시작되지 않습니

다. " (384 페이지 )
z " 대기 모드에서 스캐너를 다시 시작할 수 없습니다. " (384 페이지 )
z " 스캐너 초기화에 실패했습니다. " 메시지가 표시되고 스캐너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

(384 페이지 )

■ 스캐너를 공장 기본값으로 재설정하고 싶습니다.
z " 스캐너 설정을 기본값으로 재설정하고 싶습니다. " (385 페이지 )
z " 관리자 로그인 암호를 잊어버렸습니다. " (385 페이지 )

■ 데이터를 바르게 스캔할 수 없습니다.
" 스캔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 (385 페이지 )
" Scan 버튼을 누른 뒤에도 스캔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 (385 페이지 )
" 멀티 피드 오류가 자주 발생합니다. " (386 페이지 )
" 문서가 스캐너로 급지되지 않았습니다. ( 픽 오류가 자주 발생하거나 문서 급지가 중간
에 정지 )" (387 페이지 )
z " 캐리어 시트로 스캔할 경우 [ 문서 걸림이 발생했습니다. ADF 에 남아있는 문서를 제거
해 주십시오. ] 메시지가 표시되고 오류가 발생합니다. " (387 페이지 )
z
z
z
z

■ 스캔 데이터가 올바르지 않습니다.
z
z
z
z
z
z
z

"
"
"
"
"
"
"

스캔
스캔
스캔
스캔
스캔
스캔
스캔

데이터가
데이터의
데이터에
데이터가
데이터의
데이터가
데이터가

길게 늘어집니다. " (388 페이지 )
바깥 가장자리에 음영이 있습니다. " (388 페이지 )
수직선이 표시됩니다. " (388 페이지 )
비뚤어지거나 왜곡되어 보입니다. " (388 페이지 )
품질이 떨어집니다. " (388 페이지 )
일부가 잘렸습니다. " (389 페이지 )
기울어집니다. " (389 페이지 )

■ 로그인 할 수 없음
z " 관리자 암호로 로그인 할 수 없습니다. " (389 페이지 )
z "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할 때 [ 로그인 ] 화면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 (389 페이지 )

■ 바르게 동작하지 않음
z " 키보드로 입력된 입력 필드 항목이 화면에 표시되지 않습니다. " (390 페이지 )
z " [ 파일 다운로드 ] 대화상자에서 [ 저장 ] 을 눌러도 저장이 안됩니다. " (390 페이지 )
z " The status window with the message "xxx 의 스캔 데이터 인쇄 중 " 이라는 메시지의

상태 화면이 남아 있거나 느립니다. " (390 페이지 )
z " Admin Tool 을 설치할 때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 (390 페이지 )
z " FAX 를 보낼 때 스캔 화면에서 화면이 정지됩니다. " (390 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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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캐너를 켤 수 없습니다.
스캐너를 켤 수 없습니다.
■ 확인 항목
시작 버튼을 눌렀습니까 ?
■ 대책
전원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 확인 항목
AC 케이블과 AC 어댑터가 스캐너에 올바르게 연결되어 있습니까 ?
■ 대책
z AC 케이블과 AC 어댑터를 연결합니다.
z 스캐너에서 AC 케이블을 뽑아 스캐너의 전원을 끈 다음 AC 케이블을 다시 연결합니다. 전원
을 끈 다음 전원 을 다시 켜기 전까지 최소 10 초간 기다려 주십시오.
위에서 언급된 대책을 취한 후에도 문제가 계속될 경우 FUJITSU 스캐너 대리점 또는 지정된
FUJITSU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스캐너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The last attempt to restart ... " 메시지가 화면에 표시되고 스캐너는 시작되지
않습니다.
■ 확인 항목
스캐너를 켠 뒤, 바로 전원이 꺼졌습니까 ?
■ 대책
z 전원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z 스캐너에서 AC 케이블을 뽑아 스캐너의 전원을 끈 다음 AC 케이블을 다시 연결합니다. 전원
을 끈 다음 전원 을 다시 켜기 전까지 최소 10 초간 기다려 주십시오.
위에서 언급된 대책를 취한 후에도 문제가 계속될 경우 FUJITSU 스캐너 대리점 또는 지정된
FUJITSU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기 모드에서 스캐너를 다시 시작할 수 없습니다.
■ 확인 항목
스캐너의 전원을 끈 뒤, 바로 전원을 켜지 않았습니까 ?
■ 대책
전원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스캐너 초기화에 실패했습니다. " 메시지가 표시되고 스캐너가 시작되지 않습니
다.
■ 확인 항목
스캐너를 껐다 다시 켜도 같은 상태입니까 ?
■ 대책
스캐너에서 AC 케이블을 뽑아 스캐너의 전원을 끈 다음 AC 케이블을 다시 연결합니다. 전원을
끈 다음 전원 을 다시 켜기 전까지 최소 10 초간 기다려 주십시오.
위에서 언급된 대책를 취한 후에도 문제가 계속될 경우 FUJITSU 스캐너 대리점 또는 지정된
FUJITSU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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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캐너를 공장 기본값으로 재설정하고 싶습니다.
스캐너 설정을 기본값으로 재설정하고 싶습니다.
■ 대책
" 공장 기본값으로 초기화하기 " (174 페이지 ) 를 참조하고 스캐너를 재설정합니다.

관리자 로그인 암호를 잊어버렸습니다.
■ 대책
FUJITSU 스캐너 대리점 또는 지정된 FUJITSU 스캐너 서비스 제공자에게 문의하십시오.

■ 데이터를 바르게 스캔할 수 없습니다.
스캔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 확인 항목
문서가 ADF 용지 츄트에 올바르게 급지되었습니까 ?
■ 대책
ADF 용지 츄트에 문서를 다시 급지합니다.

■ 확인 항목
LCD 커버가 완전히 닫혔습니까 ?
■ 대책
LCD 커버를 닫습니다.

■ 확인 항목
스캐너 전원을 껐다 다시 켜서 다시 로그인한 뒤에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합니까 ?
■ 대책
스캐너에서 AC 케이블을 뽑아 스캐너의 전원을 끈 다음 AC 케이블을 다시 연결합니다. 전원을
끈 다음 전원 을 다시 켜기 전까지 최소 10 초간 기다려 주십시오.
위에서 언급된 대책를 취한 후에도 문제가 계속될 경우 FUJITSU 스캐너 대리점 또는 지정된
FUJITSU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Scan 버튼을 누른 뒤에도 스캔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 확인 항목
버튼이 터치 패널에 표시 되어 있습니까 ?
■ 대책
Scan 버튼은 다음과 같은 화면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z [ 메일 ] 화면
z [Fax] 화면
z [ 인쇄 ]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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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
z
z
z
z
z
z

[ 저장 ] 화면
[ 스캔 보기 ] 화면
[ 스캔 테스트 ] 화면
[ 메시지 화면 ]
[ 스캔된 매수 ] 화면
확인 화면에서는 스캔된 매 수가 표시됩니다.
[ 파일명 ] 화면

멀티 피드 오류가 자주 발생합니다.
■ 확인 항목
문서가 "A. 2 용지 재질 " (398 페이지 ) 에 명시된 조건을 충족합니까 ?
■ 대책
"A. 2 용지 재질 " (398 페이지 ) 에 명시된 조건을 충족하는 문서를 사용합니다.

■ 확인 항목
문서가 ADF 용지 츄트에 올바르게 급지되었습니까 ?
■ 대책
문서 다발을 바르게 재정리 한 다음 ADF 용지 츄트에 다시 급지합니다.

■ 확인 항목
문서의 두께가 5 mm 가 넘습니까 ?
■ 대책
문서에서 일부 문서를 제거하여 두께를 5 mm 이하로 줄입니다.

■ 확인 항목
브레이크 롤러 또는 피크 롤러가 더럽습니까 ?
■ 대책
브레이크 롤러 및 피크 롤러를 청소해 주십시오.
보다 자세한 내용은, "6. 3 스캐너의 내부 청소하기 " (344 페이지 ) 를 참조해 주십시오.

■ 확인 항목
브레이크 롤러 또는 피크 롤러가 마모되었습니까 ?
■ 대책
브레이크 롤러 또는 피크 롤러를 교환해 주십시오.
보다 자세한 내용은, "6. 5 부품 교환하기 " (351 페이지 ) 를 참조해 주십시오.

■ 확인 항목
2, 000 m 이상 고도에서 스캐너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
■ 대책
관리자 설정에서 [ 멀티피드 검출설정 ] 화면에 [ 높은 고도 모드 ] 를 유효로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4. 5. 1 멀티 피드 검출 방법을 설정하기 " (88 페이지 ) 를 참조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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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가 스캐너로 급지되지 않았습니다. ( 픽 오류가 자주 발생하거나 문서 급지
가 중간에 정지 )
■ 확인 항목
문서가 "A. 2 용지 재질 " (398 페이지 ) 에 명시된 조건을 충족합니까 ?
■ 대책
"A. 2 용지 재질 " (398 페이지 ) 에 명시된 조건을 충족하는 문서를 사용합니다.

■ 확인 항목
브레이크 롤러 또는 피크 롤러가 더럽습니까 ?
■ 대책
브레이크 롤러 및 피크 롤러를 청소해 주십시오.
보다 자세한 내용은, "6. 3 스캐너의 내부 청소하기 " (344 페이지 ) 를 참조해 주십시오.

■ 확인 항목
브레이크 롤러 또는 피크 롤러가 마모되었습니까 ?
■ 대책
브레이크 롤러 또는 피크 롤러를 교환해 주십시오.
보다 자세한 내용은, "6. 5 부품 교환하기 " (351 페이지 ) 를 참조해 주십시오.

■ 확인 항목
문서 급지 경로에 이물질이 있습니까 ?
■ 대책
문서 급지 경로를 청소합니다.

캐리어 시트로 스캔할 경우 [ 문서 걸림이 발생했습니다. ADF 에 남아있는 문서
를 제거해 주십시오. ] 메시지가 표시되고 오류가 발생합니다.
■ 확인 항목
캐리어 시트로 스캔하는 동안 오류가 발생할 경우 [ 캐리어 시트의 스캔에 실패했습니다. 원고의
접힌 눈금의 캐리어 시트의 두꺼운 선과 들어 맞도록 세트한 다음 다시 시도해 주십시오. ] 메시
지가 표시된 다음 [ 문서 걸림이 발생했습니다. ADF 에 남아있는 문서를 제거해 주십시오.] 메시
지가 표시되고 스캔에 실패합니다.

■ 대책
메시지의 지시에 따라 다시 시도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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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캔 데이터가 올바르지 않습니다.
스캔 데이터가 길게 늘어집니다.
■ 확인 항목
피드 롤러가 더럽습니까 ?
■ 대책
피드 롤러를 청소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6. 3 스캐너의 내부 청소하기 " (344 페이지 ) 를 참조해 주십시오.

스캔 데이터의 바깥 가장자리에 음영이 있습니다.
■ 확인 항목
피드 롤러가 더럽습니까 ?
■ 대책
피드 롤러를 청소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6. 3 스캐너의 내부 청소하기 " (344 페이지 ) 를 참조해 주십시오.

스캔 데이터에 수직선이 표시됩니다.
■ 확인 항목
유리가 더럽습니까 ?
■ 대책
유리를 청소하기 위해서는 "6 장 스캐너 관리 " (340 페이지 ) 의 순서를 따라 주십시오.

스캔 데이터가 비뚤어지거나 왜곡되어 보입니다.
■ 확인 항목
문서가 올바르게 급지되었습니까 ?
■ 대책
문서를 올바르게 올려 놓습니다.

스캔 데이터의 품질이 떨어집니다.
■ 확인 항목
유리가 더럽습니까 ?
■ 대책
유리를 청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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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캔 데이터가 일부가 잘렸습니다.
■ 확인 항목
문서의 용지 색상에 따라서 용지의 테두리를 올바르게 인식할 수 없는 경우 스캔 데
이터의 일부가 부분적으로 잘릴 수 있습니다.
■ 대책
스캔을 하기 전 용지 크기를 표준으로 설정해 주십시오.

■ 확인 항목
올려진 문서가 올바릅니까 ?
■ 대책
문서를 올바르게 올려 놓습니다.

스캔 데이터가 기울어집니다.
■ 확인 항목
사이드 가이드가 문서의 너비에 맞게 조정되어 있습니까 ?
■ 대책
사이드 가이드를 문서 너비에 맞춰 조정해 주십시오.
브레이크 롤러 또는 피크 롤러가 이러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 확인 항목 " 및 " 대책 " 에
대해서는 " 문서가 스캐너로 급지되지 않았습니다. ( 픽 오류가 자주 발생하거나 문서 급지
가 중간에 정지 )" (387 페이지 ) 을 참조해 주십시오.

■ 로그인 할 수 없음
관리자 암호로 로그인 할 수 없습니다.
■ 확인 항목
암호를 입력할 때 Caps Lock 이 켜져 있었습니까 ?
■ 대책
Caps Lock 을 끄고 다시 로그인합니다.
암호를 분실하거나 잊어버린 경우, FUJITSU 스캐너 대리점 또는 지정된 FUJITSU 서비스 제공자
에게 문의하십시오.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할 때 [ 로그인 ] 화면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 확인 항목
SSL 설정이 올바르게 되었습니까 ?
■ 대책
화면을 닫고, 설정을 바르게 한 후, 연결을 다시 시도합니다.

■ 확인 항목
HTTPS 에 연결할 때 [ 보안 경고 ] 대화상자에서 [ 예 ] 버튼을 선택했습니까 ?
■ 대책
화면을 닫고 연결을 다시 시도합니다. 연결할 때 [ 보안 경고 ] 대화상자에서 [ 예 ] 버튼을 선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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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르게 동작하지 않음
키보드로 입력된 입력 필드 항목이 화면에 표시되지 않습니다.
■ 확인 항목
입력 필드가 선택되었습니까 ?
■ 대책
z 입력 필드를 선택한 다음 다시 시도합니다.
z [ 취소 ] 버튼을 누른 다음 다시 시도합니다.
z 터치 패널을 사용하려면 입력 필드를 직접 터치한 다음 다시 시도합니다.

[ 파일 다운로드 ] 대화상자에서 [ 저장 ] 을 눌러도 저장이 안됩니다.
■ 확인 항목
[ 다른 이름으로 저장 ] 폴더 경로 ( 폴더 경로 + 파일 이름 ) 의 길이가 259 자를 초
과합니까 ?
■ 대책
경로 길이를 줄이기 위해 [ 다른 이름으로 저장 ] 폴더를 변경합니다.

The status window with the message "xxx 의 스캔 데이터 인쇄 중 " 이라는 메
시지의 상태 화면이 남아 있거나 느립니다.
■ 확인 항목
프린트 서버용 스풀 폴더가 있는 드라이브에 여유 공간이 충분합니까 ?
■ 대책
드라이브에 충분한 공간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Admin Tool 을 설치할 때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 확인 항목
Admin Tool 의 언어가 운영 체제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언어와 상이합니까 ?
■ 대책
현재의 Admin Tool 을 제거합니다. 그런 다음 운영 체제와 동일한 언어의 Admin Tool 을 설치합
니다.

FAX 를 보낼 때 스캔 화면에서 화면이 정지됩니다.
■ 확인 항목
스캔하는 동안 Scan 버튼을 반복해서 누르셨습니까 ?
스캔이 완료되기 전에 Scan 버튼을 누르지 말아 주십시오.
■ 대책
스캐너에서 AC 케이블을 뽑아 스캐너의 전원을 끈 다음 AC 케이블을 다시 연결합니다. 전원을
끈 다음 전원 을 다시 켜기 전까지 최소 10 초간 기다려 주십시오.
위에서 언급된 대책를 취한 후에도 문제가 계속될 경우 FUJITSU 스캐너 대리점 또는 지정된
FUJITSU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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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4

FUJITSU 스캐너 대리점에 문의하기 전에 점검할 사
항
FUJITSU 스캐너 대리점 또는 지정된 FUJITSU 서비스 센터에 문의 하기 전에 다음의 사
항을 점검해 주십시오.

7. 4. 1 일반 사항
정보
모델

발견 사항
FUJITSU Image Scanner N7100

일련 번호
예 : **********
보다 자세한 내용은, "7. 5 스캐너 라벨 확인하기 " (394 페이
지 ) 를 참조해 주십시오.
생산일자

년

월

예 : 2015-05 (2015 년 5 월 )
보다 자세한 내용은, "7. 5 스캐너 라벨 확인하기 " (394 페이
지 ) 를 참조해 주십시오.
구입 일자

년

시스템 버전
증상

문제 발생 빈도
총 스캔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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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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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4. 2 오류 상태
■ 컴퓨터를 통해 스캐너를 연결할 때의 문제
정보

발견 사항

운영 체제 (Windows)
Internet Explorer 버전
Admin Tool 버전
표시 오류 메시지

■ 문서 급지 오류
정보

발견 사항

용지 타입
주요 사용 목적

마지막 청소일

년

월

일

마지막 소모품 교체일

년

월

일

오류 메시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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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 문서와 스캔 데이터 송신하기
정보

발견 사항

문서 원본과 스캐너 이미지 원본 모두를 전자
메일 또는 FAX 로 보낼 수 있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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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하나에 동그라미를 표시합니
다.
이용 가능
이용 불가능

7. 5 스캐너 라벨 확인하기

7. 5

스캐너 라벨 확인하기
다음 그림은 스캐너에 라벨이 부착된 위치를 보여줍니다.
라벨은 스캐너의 뒷쪽에 붙어 있습니다.

라벨 A

라벨 B

다음은 라벨의 예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z 라벨 A
예 : 여러 스캐너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z 라벨 B
예 : 스캐너가 준수하는 여러 표준을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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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6

수리전 준비 사항
스캐너를 수리를 위해 발송하기 전에 유저 정보 저장소와 시스템 설정을 백업해야 합니
다.
z "4.16.1 유저 정보 저장소 유지 관리하기 " (167 페이지 ) 의 " 유저 정보 저장소 백업
하기 " (169 페이지 )
z "4. 16. 2 시스템 설정 유지 관리하기 " (171 페이지 )
백업 후 다음을 참조하여 유저 정보 저장소 및 시스템 설정을 삭제해 주십시오.
하드 디스크 (SSD) 를 교체한 경우 모든 설정이 공장 기본값으로 복원됩니다.
z "4.16.1 유저 정보 저장소 유지 관리하기 " (167 페이지 ) 의 " 유저 정보 저장소 지
우기 " (170 페이지 )
z "4.16.2 시스템 설정 유지 관리하기" (171 페이지)의 "공장 기본값으로 초기화하
기 " (174 페이지 )
주의
유저 정보에는 메일 송신자 및 FAX 번호와 같은 개인 정보가 포함될 수 있으므로 데이터를 관리할 때는 주
의를 기울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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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A
용지 사양

Admin

User

이 부록에서는 문서를 스캔할 때 ADF 가 요구하는 용지 크기와 만족하는 용지 재질에 대
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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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2 용지 재질............................................................................................ 398
A. 3 수용가능한 문서...................................................................................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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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5 멀티 피드 검출 조건.............................................................................. 402
A. 6 캐리어 시트 사용의 조건 ....................................................................... 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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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 용지 크기
본 스캐너로 다음 용지 크기를 스캔할 수 있습니다.
너비 : 50. 8 ~ 216 mm
길이 : 50. 8 ~ 355. 6 mm
(*): 스캔할 수 있는 문서의 최대 길이는 3,048 mm 입니다. 863 mm 보다 긴 문서를
스캔할 경우 해상도를 200 dpi 이하로 설정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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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2 용지 재질
용지 타입
ADF 를 사용한 권장 용지 타입은 다음과 같습니다.
z 고급지
z 중급지
z PPC 용지 ( 재활용 용지 )
z 플라스틱 카드
상기 목록에 있는 용지 타입 이외의 문서를 스캔하는 경우, 문서가 오류없이 스캔되는지
를 확인하기 위해 먼저 동일한 용지 타입으로 스캔 테스트를 실행합니다.

용지 무게
ADF 에서 사용 가능한 용지 두께는 다음과 같습니다.
z 40 ~ 209 g/m²
z A8 크기의 경우 127 ~ 209 g/m²
z 플라스틱 카드의 경우 ( 긴 가장자리 급지만 ). 0.76 mm 이하 ( 엠보스 카드 포함 )

사전 주의 사항
다음 문서가 제대로 스캔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z 두께가 일정치 않은 문서 ( 예. 봉투와 부착된 문서 )
z 주름지거나 구부러진 문서 ( 다음 힌트 참조 )
z 접히거나 찢어진 문서
z 트레이싱 용지
z 코팅 용지
z 카본 용지
z 감광지
z 구멍 뚫린 문서
z 정사각형 혹은 직사각형이 아닌 문서
z 아주 얇은 문서 (40 g/m² 이하 )
z 사진 ( 사진 용지 )
다음 타입의 문서는 스캔하지 마십시오.
z 클립 또는 스테이플로 철 된 문서
z 잉크가 마르지 않은 문서
z A8 크기보다 작은 문서
z 216 mm 보다 넓은 문서
z 용지 문서 이외의 문서 및 플라스틱 카드 문서: 예를 들어 섬유, 금속 박편, OHP 필
름으로 만들어진 문서
z 손상되거나 오염이 묻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중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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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z 카본레스 용지에 화학 물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문서가 급지될 때 브레이크 롤러 또는 다
른 롤러 ( 예. 피크 롤러 ) 에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다음 사항을 주의해 주십시오.
z 청소하기
용지 걸림이 자주 발생할 경우, 브레이크 롤러 및 피크 롤러를 청소해 주십시오. 청소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6 장 스캐너 관리 " (340 페이지 ) 를 참조해 주십시오.
z 부품 교환하기
중급지로 된 문서만을 스캔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브레이크 롤러와 피크 롤러의 수명이
짧아질 수 있습니다.
z 중급지 문서 등의 스캔은 고급지를 스캔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브레이크 롤러와 피크 롤러의
수명이 짧아질 수 있습니다.
z 사진과 같은 광택 용지 문서가 스캔되면 문서의 표면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z 플라스틱 카드를 스캔할 경우에난 다음에 주의해 주십시오.
z 다음 사양에 맞는 플라스틱 카드를 사용해 주십시오.
ISO7810 ID-1 타입을 준수하는 플라스틱 카드
크기 : 85. 6 × 53. 98 mm
둑께 : 0. 76 mm 이하
재질 : 폴리염화비닐 (PVC) 또는 폴리염화초산비닐 (PVCA)
스캔 전에 플라스틱 카드를 스캐너를 통해 급지할 수 있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z 딱딱하고 쉽게 구부러지지 않는 플라스틱 카드는 원활하게 급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z 카드 표면이 지문과 같은 손자국 등으로 지저분한 경우에는 스캔 전에 닦아 주십시오.
z 광택이 있는 플라스틱 카드를 스캔할 경우 이미지가 원본보다 밝거나 어두워질 수 있습
니다. 예 : 골드 신용 카드
z 볼록한 카드를 스캔할 경우 볼록한 면을 아래로 하여 가로 방향으로 올려 놓아 주십시
오.
z 플라스틱 카드와 같이 두꺼운 문서를 스캔하면 복수 급지 오류로 올바르지 않게 검출됩
니다. 이러한 것을 피하려면 정보 처리 복수 급지 검출 모드 또는 멀티 피드 검출을 무효
로 합니다.
힌트
z 반투명한 문서를 스캔할 때, 뒷면에 이미지가 전사되는 것을 막기위해 스캔 [ 밝기 ] 를 좀 더
밝은 레벨로 설정합니다.
z 연필로 씌여진 문서를 스캔할 경우 연필로 인해 다른 문서가 번질 수 있으므로 롤러를 가능
한 한 자주 청소해 주십시오. 롤러를 청소하지 않으면 문서 급지 오류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청소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6 장 스캐너 관리 " (340 페이지 ) 를 참조해 주십시오.
z ADF 로 문서를 스캔할 경우 모든 용지의 선단을 바르게 정렬해야 합니다. 용지 선단의 구겨
짐은 다음의 허용 범위를 만족하도록 설정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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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3 수용가능한 문서
ADF 용지 츄트에 올려 놓을 수 있는 최대 용지 매수는 문서 용지의 크기와 무게에 의해
결정됩니다.
용지 크기와 무게에 따라 ADF 에 수용할 수 있는 최대 문서 매수는 다음 그래프와 같습니
다.
60
50

㍌㟝Gᴴ⏙䚐Gⱬ㉐GO㟝㫴P

50

45
38

40

31
30
19

20
1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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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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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용지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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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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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5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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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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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5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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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4 구멍을 뚫거나 다른 용지를 첨부해서는 안되는 영역
다음 그림에 표시된 그림자 부분에 구멍 ( 펀치 ) 을 뚫거나 다른 용지를 첨부하면 스캔하
는 동안 ADF 급지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5 mm 25 mm
㏘㿈G㥐㛨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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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5 멀티 피드 검출 조건
멀티 피드 검출은 다음과 같이 3 개의 모드가 있습니다. 문서 겹침, 문서 길이와 문서 겹
침 및 길이
각 검출 모드에서는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겹침에 따른 검출
z 스캔을 할 경우 ADF 에 동일한 무게의 용지를 올려 놓습니다.
z 용지 무게 : 40 ~ 209 g/m²
z 용지의 중앙에서 양쪽으로 25 mm 이내 음영 영역에 구멍을 뚫어서는 안됩니다.
(*)
z 용지의 중앙에서 양쪽으로 25 mm 이내 음영 영역에 다른 용지를 붙이지 말아 주
십시오. (*)
(*): "A. 4 구멍을 뚫거나 다른 용지를 첨부해서는 안되는 영역 " (401 페이지 ) 을 참조
해 주십시오.

길이에 따른 검출
z 스캔을 할 경우 ADF 에 동일한 길이의 용지를 올려 놓습니다.
z 문서 길이 비율 : 1% 이내
z 용지의 중앙에서 양쪽으로 25 mm 이내 음영 영역에 구멍을 뚫어서는 안됩니다.
(*)
(*): "A. 4 구멍을 뚫거나 다른 용지를 첨부해서는 안되는 영역 " (401 페이지 ) 을 참조
해 주십시오.

겹침 및 길이에 따른 검출
z
z
z
z

스캔을 할 경우 ADF 에 동일한 무게와 길이의 용지를 올려 놓습니다.
용지 무게 : 40 ~ 209 g/m²
문서 길이 비율 : 1% 이내
용지의 중앙에서 양쪽으로 25 mm 이내 음영 영역에 구멍을 뚫어서는 안됩니다.
(*)
z 용지의 중앙에서 양쪽으로 25 mm 이내 음영 영역에 다른 용지를 붙이지 말아 주
십시오. (*)
(*): "A. 4 구멍을 뚫거나 다른 용지를 첨부해서는 안되는 영역 " (401 페이지 ) 을 참조
해 주십시오.
주의
z 겹침에 의한 멀티 피드 검출은 두꺼운 용지를 항상 멀티 피드 오류로 잘못 검출합니다. 이러
한 것을 피하려면 정보 처리 복수 급지 검출 모드 또는 멀티 피드 검출을 무효로 합니다.
z 문서 조건에 따라서 멀티 피드 검출률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z 문서의 상단과 하단에서 30 mm 이내에서는 멀티 피드를 검출할 수 없습니다.

402

A. 6 캐리어 시트 사용의 조건

A. 6 캐리어 시트 사용의 조건
A. 6. 1 용지 크기
본 스캐너로 다음 용지 크기를 스캔할 수 있습니다.
z A3 (297 × 420 mm) (*)
z B4 (JIS) (257 × 364 mm) (*)
z 더블 레터 (279. 4 × 431. 8 mm (*)
(*): 위와 같은 용지 크기는 반으로 접어 스캔해야 합니다.

A. 6. 2 용지 재질

용지 타입
ADF 를 사용한 권장 용지 타입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준 오피스 용지

용지 무게
ADF 에서 사용 가능한 용지 두께는 다음과 같습니다.
z 최대 209 g/m²
z 반으로 접었을 때 최대 104. 5g/m²

사전 주의 사항
다음 사항을 주의해 주십시오.
z 한 번에 올려 놓을 수 있는 캐리어 시트는 최대 10 장입니다.
z 캐리어 시트가 올바르게 인식되지 않으므로 위에 적거나, 색칠하거나, 더럽히거
나, 흑백 패턴의 끝 부분을 자르지 마십시오.
z 캐리어 시트를 거꾸로 위치시키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을 경우 용지 걸림이 발생하
여 캐리어 시트와 내부 문서에 손상이 갈 수 있습니다.
z 캐리어 시트 내부에 문서를 둔 채 장시간 방치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을 경우 문
서의 잉크가 캐리어 시트에 묻을 수 있습니다.
z 변형을 방지하려면, 직사광선이 비추거나 난방 장치와 가까운 곳과 같은 온도가 높
은 장소에서 장시간 캐리어 시트를 사용하거나 방치하지 마십시오.
z 캐리어 시트를 접거나 힘을 주어 당기지 마십시오.
z 스캐너의 손상 또는 오작동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손상된 캐리어 시트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z 변형을 방지하려면, 캐리어 시트를 무게가 가해지지 않는 평평한 장소에서 보관해
주십시오.
z 캐리어 시트의 가장자리에 손가락이 베지 않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z 용지 걸림이 자주 발생하면, 캐리어 시트로 스캔을 하기 전에 PPC 용지 (재활용 용
지 ) 약 50 매를 급지해 주십시오.
PPC 용지 ( 재활용 용지 ) 는 무지 또는 인쇄가 되어 있는 것 어느 쪽도 사용 가능
합니다.
z 캐리어 시트에 여러 장의 크기가 작은 문서 (예. 사진, 엽서)를 올려 놓고 스캔하는
경우 용지 걸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문서는 한 번에 한 장씩 스캔할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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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B
관리 설정과 제한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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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록에서는 전자 메일 주소 설정 값 및 설정 항목의 제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B. 1 전자 메일 주소의 설정값 ....................................................................... 405
B. 2 설정 항목의 제한 ................................................................................. 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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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1 전자 메일 주소의 설정값

B. 1 전자 메일 주소의 설정값
전자 메일 주소는 최대 256 문자까지 입력할 수 있습니다.
다음 전자 메일 주소 형식 중 어느 하나를 사용해야 합니다.
z XXXXXXX@IP_ 주소
z XXXXXXX@ 호스트 _ 이름
z XXXXXXX@ 도메인 _ 이름

XXXXXXX

알파벳과 다음 기호를 조합합니다.
!#$%&'*+-/=?^_`{|}~.
마침표 (. ) 는 다음의 경우 사용할 수 없습니다.
z 첫글자에 마침표 (. ) 를 사용할 때
z 마지막 글자에 마침표 (. ) 를 사용할 때
z 마침표 (. ) 를 연달아 사용할 때

IP_ 주소

마침표 (. ) 로 분리된 숫자로 구성됩니다.
다음 범위 내에서 IP 주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0. 0. 1 ~ 126. 255. 255. 254
128. 0. 0. 1 ~ 191. 255. 255. 254
192. 0. 0. 1 ~ 223. 255. 255. 254
IPv6 주소를 지정할 수 없음에 주의해 주십시오.

호스트 _ 이름

알파벳과 숫자 및 하이픈 (-) 만으로 구성됩니다. 첫글자를 하
이픈으로 할 수 없습니다.

도메인 _ 이름

알파벳과 숫자 및 하이픈 (-) 만으로 구성되고, 마침표 (.) 로 구
분됩니다.
각 이름 요소는 63 문자로 구성되며, 마지막 글자는 알파벳 문
자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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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2 설정 항목의 제한
항목
메일

제한

대상 전자 메일 주소

30
( 각각 : 받는 사람, 참조, 숨은 참조 )

나눌 크기

64 ~ 10, 240 KB
( 하나의 분할 전자 메일의 최대 크기 )

최대 첨부 파일 크기

1 ~ 20 MB

주소 경고 제한

2 ~ 1, 000

전자 메일 주소록에 등록된
전자 메일

z 전자 메일 주소만
10, 000
z 전자 메일 주소, 그룹 및 배포 리스트
총 5, 000

배포 리스트에 등록된 전자
메일 주소

100

FAX 번호 리스트에 등록된
FAX 번호

1, 000

FAX 대상

전송 당 한 대

등록 폴더

100
( 네트워크 폴더 및 FTP 폴더 총 수 )

볼 수 있는 폴더 및 트리 항목

10, 000
( 도메인, 컴퓨터 및 네트워크 폴더 총 수 )

등록 프린터

100

볼 수 있는 프린터 및 트리 항
목

10, 000
( 도메인, 컴퓨터 및 네트워크 프린터 총 수 )

Scan to
SharePoint

등록 SharePoint 폴더

100

작업 관리

등록 작업

1, 000
( 작업 당 10 개의 동작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

등록 작업 메뉴

100

등록 작업 그룹

100

등록 작업 그룹 멤버

1, 000
( 사용자 및 LDAP 그룹 총 수 )

LDAP 그룹 사용 가능 범위

5 번째 레벨 이내의 사용자

FAX

저장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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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사용자 관리

제한

등록 사용자 프로필

1, 000

로컬 사용자

100

중앙 관리

관리 스캐너

1, 000

로그 관리

사용자 로그

1, 000

시스템 로그

1, 000

오류 통지 대상 전자 메일 주
소

5

등록 Add-in

6
([ 메인 메뉴 ] 화면에 표시되는 Add-in 및 다른
기능 항목을 포함하여 총 6 항목 )

가져온 라이선스

100

SNMP 설정의 트랩 통지 대상

최대 5

장치 유지 관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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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1 호환성
C. 1. 1 Add-in 실행
Add-in 실행 호환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차트에서 ". NET Framework" 는 ". NET" 으로 기재됩니다.
각 Add-in 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SDK 참조 가이드를 참조해 주십시오.
설치 장소
N7100
7. 0. 0 이상
. NET 4. 5

N1800
SDK 6. 0. 0 ~
6. 1. 0
. NET 3. 5

fi-6010N
SDK 4. 0. 0 ~
6. 1. 0
. NET 2. x

SDK Add-in
(WPF)

예

—

—

Web-SDK Add-in

예

예

—

SDK Add-in
(Windows Form)

예

예

예

SDK Add-in
(WPF)

—

—

—

Web-SDK Add-in

예

예

—

SDK Add-in
(Windows Form)

예

예

예

SDK Add-in
(WPF)

—

—

—

Web-SDK Add-in

—

—

—

SDK Add-in
(Windows Form)

예

예

예

Add-in 실행 호환성

N7100
SDK 7. 0. 0
이상

N1800
SDK 6.0.0 ~
6. 1. 0

fi-6010N
SDK 4.0.0 ~
6. 1. 0

예 : 호환

—: 호환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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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1. 2 다른 스캐너에서 시스템 설정 사용
다음 테이블은 백업 시스템 설정을 다른 스캐너에 복원할 수 있는지 여부를 표시합니다.
복원 장소
데이터 백업 & 복원

백업원

( 모델, 시스템 버전 )

N7100

첫 번째 버전 이상

N1800

fi6010N
예 : 복원 가능

N7100

N1800

fi-6010N

첫 번째 버
첫 번째 버 01. 02. 01 전 또는
첫 번째 버
전 이상 이상
01.02.01 이 전 이상
전 버전
예

—

—

—

01. 02. 01 이상

예 (*)

예

—

—

첫 번째 버전 또는
01. 02. 01 이전 버전

예 (*)

예

예

—

첫 번째 버전 이상

예 (*)

예

예

예

—: 복원 불가

(*): 기본값은 작업 메뉴 설정에서 [ 스캔 설정 ] 에 사용됩니다.

C. 1. 3 다른 스캐너에서 사용자 데이터 사용하기
다음 테이블은 백업 사용자 데이터를 다른 스캐너에 복원할 수 있는지 여부를 표시합니
다.
데이터 백업 & 복원
N7100

N1800

fi-6010N

N7100

예

—

—

N1800

예

예

—

fi-6010N

예

예

예

( 모델 )

백업원

복원 장소

예 : 복원 가능

—: 복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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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1. 4 사용자 데이터 공유
다음 테이블은 Central Admin Server 에서 사용자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을 경우 사용자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는지 여부를 표시합니다.
공유
N7100

N1800

fi-6010N

N7100

예

—

—

N1800

예 (*1)

예

—

fi-6010N

예 (*1)

예

예

( 모델 )

소스

공유 대상

예 : 공유 가능

—: 공유 불가

(*): 각 스캐너의 기본값은 [ 스캔 설정 ] 에 사용됩니다. [ 스캔 설정 ] 이외의 정보는 공
유할 수 있습니다.

C. 1. 5 작업 설정 공유
다음 테이블은 Central Admin Server 에서 작업 설정을 공유할 수 있을 경우 작업 메뉴 설
정을 공유할 수 있는지 여부를 표시합니다.
공유
N7100

N1800

fi-6010N

N7100

예

—

—

N1800

예 (*1)

예

—

fi-6010N

예 (*1)

예

예

( 모델 )

소스

공유 대상

예 : 공유 가능

—: 공유 불가

(*): 각 스캐너의 기본값은 [ 스캔 설정 ] 에 사용됩니다. [ 스캔 설정 ] 이외의 정보는
공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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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1. 6 Central Admin Console Server 에서 배포
다음 테이블은 다음 항목을 Central Admin Console Server 에서 배부할 수 있는지 여부
를 표시합니다.
연결하기

소스

Central Admin Console Server 에서 배포
4. 6 이상 (*)

3. 0 ~ 4. 5 (*)

2. 0 ~ 2. 6 (*)

예 : 배포 가능

N7100

N1800

fi-6010N

시스템 업데이트

예

예

예

Add-in

예

예

예

시스템 설정

예

예

예

작업 설정

예

예

예

시스템 업데이트

—

예

예

Add-in

—

예

예

시스템 설정

—

예

예

작업 설정

—

예

예

시스템 업데이트

—

—

예

Add-in

—

—

예

시스템 설정

—

—

예

작업 설정

—

—

예

—: 배포 불가

(*): Central Admin Server 의 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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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2 연결
C. 2. 1 Admin Tool 과의 연결성
Admin Tool 과의 연결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결

소스

( 모델, 버전 )

연결하기
N7100

N1800

fi-6010N

N7100

03. 01

예

예

예

N1800

02. 02 ～ 02. 04

—

예

예

fi-6010N

02. 01 ～ 02. 02

—

—

예

예 : 연결 가능

—: 연결 불가

C. 2. 2 User Editor (AddressBookEditor) 와의 연결성
User Editor (AddressBookEditor) 와의 연결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결

소스

( 모델, 버전 )

연결하기
N7100

N1800

fi-6010N

N7100

03. 01

예

예

예

N1800

01. 01 ～ 02. 01

—

예

예

fi-6010N
(*)

01. 01 ~ 02. 02

—

—

예

예 : 연결 가능

—: 연결 불가

(*): AddressBookEdi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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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2. 3 Central Admin Server 와의 연결성
Central Admin Server 와의 연결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결하기

소스

Central Admin Server 와의
연결성

N7100

N1800

fi-6010N

4. 6 이상 (*)

예

예

예

3. 0 ~ 4. 5 (*)

—

예

예

2. 0 ~ 2. 6 (*)

—

—

예

예 : 연결 가능

—: 연결 불가

(*): Central Admin Server 의 버전

C. 2. 4 루트 증명서 인증 목록
스캐너는 사용자 인증 및 FTP 서버 또는 SharePoint 폴더에 저장하여 SSL (Secure
Socket Layer) 암호화된 통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SSL 에서 인증된 증명서를 통신 상태 증명서로 교환합니다.
다음 루트 증명서 인증은 스캐너에 사전 등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루트 증명서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인증서 가져오기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4. 4. 6 인증서 관리하기 " (86 페이지 ) 를 참조해 주십시오.

발행자

유효일자
(YYYY/MM/
DD)

Baltimore CyberTrust Root

2025/05/12

Class 3 Public Primary Certification Authority

2028/08/01

Equifax Secure Certificate Authority

2018/08/22

Microsoft Root Authority

2020/12/31

GeoTrust Global CA

2022/05/22

Microsoft Root Certificate Authority

2021/05/09

Microsoft Root Certificate Authority 2010

2035/06/23

Microsoft Root Certificate Authority 2011

2036/03/22

Thawte Timestamping CA

2020/12/31

VeriSign Class 3 Public Primary Certification Authority - G5

2036/07/16

주의
루트 증명서 인증서의 유효 기간이 초과되면, SSL 연결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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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2. 5 웹 메일 사용 시 SMTP 서버 설정
웹 메일을 사용하여 전자 메일을 보낼 경우 다음의 웹 메일에 따라 SMTP 를 지정해 주십
시오.

웹 메일
Gmail

서버
주소 (*)
smtp. gmail. com

포트 번호
587

SSL

SMTP 인증

인증 모드

STARTTLS 유
효

선택

AUTH LOGIN,
AUTH PLAIN

Yahoo! Mail smtp.mail. yahoo. co 465
m

SSL 유효

자동

AUTH LOGIN,
AUTH PLAIN

AOL Mail

smtp. aol. com

587

STARTTLS 유
효

자동

AUTH LOGIN,
AUTH PLAIN

Windows
smtp. live. com
Live Hotmail

587

STARTTLS 유
효

선택

AUTH LOGIN,
AUTH PLAIN

(*): 사용하시는 국가 도메인에 따라서 ". com" 을 변경합니다.
SMTP 서버 설정 방법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4.11.1 SMTP 서버 설정하기 " (126 페
이지 ) 를 참조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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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1 설치 사양
항목

사양

외형 치수 (W × D × H)

300 × 232 × 172 mm
(ADF 용지 츄트 또는 돌출된 다른 부분을 포함하지
않음 )

무게

6. 0 kg

LCD

8. 4- 인치 XGA TFT LCD 모니터

터치 패널

아날로그 방식의 터치 패널

키보드

화면상 키보드

인터페이스

입력 전원

전력 소비
(AC)

작업 환경

발열량

(*):

네트워크

LAN (1000BASE-T/100BASE-TX/10BASE-T) ×1

USB

USB 2. 0 ×2 ( 키보드 및 마우스 )

전압

100 ~ 240 V ±10%

주파수

50/60 Hz

사용

38 W 이하

에너지 절약 모
드

전력 소비량은 라벨에 인쇄되어 있는 " 품번 " 에 따
라 다릅니다. (*)
PA03706-Bxx1/Bxx3: 2. 0 W 이하
PA03706-Bxx5: 8. 8 W 이하

전원 끔

0. 5 W 이하

온도

사용 : 5 ~ 35 °C, 사용 안 함 : -20 ~ 60 ℃

습도

사용 : 20 ~ 80%, 사용 안 함 : 8 ~ 95%

사용

33 Kcal/ 시간 이하

에너지 절약 모
드

발열량은 라벨에 인쇄되어 있는 " 품번 " 에 따라 다
릅니다. (*)
PA03706-Bxx1/Bxx3: 1. 72 Kcal/ 시간 이하
PA03706-Bxx5: 7. 57 Kcal/ 시간 이하

전원 끔

0. 43 Kcal/ 시간 이하

라벨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7.5 스캐너 라벨 확인하기 " (394 페이지 ) 를 참조
해 주십시오.

힌트
스캐너는 Wake On LAN 을 지원하는 LAN 카드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정전과 같이 전원이 비정
상적으로 꺼진 후 Wake On LAN 기능으로 전원이 자동으로 켜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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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2 스캐너의 기본 사양
항목

사양

스캐너 타입

ADF ( 자동 급지 장치 )

이미지 센서

칼라 CIS × 2

광원

RGB 3 색 LED

스캔할 수 있
는 문서 크기

앞면과 뒷면에 한 개씩
있음

최소

50. 8 × 50. 8 mm

최대

216 × 355. 6 mm

용지 무게

비고

(*1)

0.049 ~ 0.257 mm (40 ~ 209 g/m², 34.4
~ 180 kg/ 단위 )
A8 크기의 경우 0. 157 ~ 0. 257 mm (127
~ 209 g/m², 110 ~ 180 kg/ 단위 )

플라스틱 카드의 경우
( 긴 가장자리 급지만 ).
0.76 mm 이하 (엠보스
카드 포함 )

단면 : 25 장 / 분.
양면 : 50 장 / 분.

200/300 dpi

ADF 용지 츄트 용량

50 장 ( 레터 /A4, 80 g/m²)

총 문서 두께 5 mm 이
하

광학 해상도

600 dpi

출력 해상도

150 dpi, 200 dpi, 300 dpi, 600 dpi

스캔 속도
(A4/Letter, 세
로 ) (*2)

흑백
회색톤
컬러

이미지 처리

자동 기능

용지 크기 자동 검출 ( 다듬기 ), 기울임을
똑바로 ( 가장자리 / 내용 ), 빈 페이지 건너
뛰기, 흑백 / 그레이스케일 / 칼라 자동 검
출, 드롭아웃칼라, 이미지 톤 조절, 정리,
텍스트 강조, 디스크린, 비경 패턴 제거, 배
경 레벨화, 탭으로 다듬기, 멀티 이미지, 자
동 변환 방법, 이미지 방향 수정, OCR, 마
커 OCR

(*1): 스캔 가능한 문서의 최대 길이는 3, 175 mm 까지입니다. 863mm 보다 긴 문서를 스캔할
경우 해상도를 200 dpi 이하로 설정해 주십시오.
(*2): 하드웨어의 최대 제한 속도입니다. 실제 스캔 시간은 데이터 전송 시간 등 소프트웨어 처
리 시간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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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3 소프트웨어 기능 목록
항목
시스템

네트워크

인증

사양
사용자 유형

이용 가능

서버

Active Directory, OpenLDAP

서버를 사용하지
않음

이용 가능

인증 모드

LAN Manager, Kerberos
( 로컬 계정도 사용 가능 )

프로토콜

IPv4, TCP, UDP, ICMP, DNS, DHCP,
WINS, NTP, SNMP
IPv6, ICMPv6, DNSv6, DHCPv6,
WSD, LLMNR, Neighbor Discovery,
Router Discovery/Advertisement
LDAP, HTTP, SMTP, FTP, NetBIOS
SSL (LDAPS, HTTPS, FTPS)

오피스 기능

메일

전자 메일 서버

Windows IIS, Exchange 서버

파일 분할

이용 가능

분할 파일 대상

이용 가능

메일 브로드캐스트

이용 가능

전송 확인

이용 가능

주소록

각 사용자의 경우

저장 장소

공유 폴더, FTP 서버 폴더, SharePoint
폴더

공유 폴더

CIFS

FTP 서버 폴더

FTP, FTPS

SharePoint 폴더

HTTP, HTTPS

FAX

FAX 서버

RightFax, StoneFax, Internet FAX

인쇄

프린트 서버

이용 가능

저장

조작 기능

운용성

작업 ( 간단한 사용자 지정 )

이용 가능

SDK Add-in (WPF)

이용 가능

WEB-SDK Add-in

이용 가능

SDK Add-in (Windows Form)

이용 가능

미리보기 ([ 스캔 보기 ] 화면 )

섬네일 / 페이지 보기 전환

손가락 조작 ( 스캔 보기 세부 사항
화면에서만 )

탭, 확대, 축소, 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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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조작 관리

사양

설정 방법

터치 패널, 원격

원격 관리

이용 가능 (Central Admin Console)

통합 관리

이용 가능 (Central Admin Cons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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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4 화면상 키보드에서 기능 변경하기
스캐너는 터치 패널에 문자를 입력할 수 있는 화면상 키보드를 지원합니다.
화면상 키보드에서 표시하기 / 숨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 4 화면상 키보드 사용하
기 " (57 페이지 ) 참조해 주십시오.

D. 4. 1키보드 레이아웃 전환하기
키보드 레이아웃에는 화면상 키보드 레이아웃 : 알파벳 레이아웃 또는 숫자 및 기호 레이
아웃의 두 종류가 있습니다.
키보드 레이아웃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키보드 레이아웃 옵션

조작

숫자 및 기호 레이아웃
을 누릅니다.


가 됩니다.

알파벳 레이아웃
를 누릅니다.


가 됩니다.

한국어 레이아웃
를 누릅니다.

대문자 / 소문자 전환하기

가 됩니다.

z 문자 입력 후 대문자 / 소문자 전환하기
을 누릅니다.


가 됩니다.

z 대문자 / 소문자 전환없이 연속으로 문자 입력하
기
를 두 번 누릅니다. ( 두 번 탭합니다. )


가 됩니다. ( 알파벳 레이아웃의 경
우)

표시되는 기호 전환하기
z

/
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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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누를 때마다 표시되는 기호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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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5 바코드 형식 및 검출 조건
이 단원에서는 사용할 수 있는 바코드 형식 및 검출 조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검출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바코드는 올바르게 인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1 차원 바코드
코드

문자 설정

자리수

UPC

숫자

12 (UPC-A 만 해당. 해당 확
인 자리수를 포함 )

EAN/JAN

숫자

8 또는 13(해당 확인 자리수를
포함 )

CODE39 Full
ASCII

Full ASCII

1 ~ 32( 시작 및 중지 코드는
제외 )

CODE128/
EAN128

Full ASCII

1 ~ 32( 확인 문자열은 제외 )

Codabar (NW7)

네 가지 형식의 시작 / 중지 문자,
숫자, 6 가지 기호

1 ~ 32( 시작 및 중지 코드는
제외 )

ITF

숫자

2 ~ 32 ( 항상 짝수 )

■ 1 차원 바코드의 검출 조건
항목

조건

바코드 높이

10 ~ 30 mm

바코드 너비 ( 길이 )

300 mm 이하

바코드 여백

바코드 여백 5 mm 이상
(ITF 왼쪽 및 오른쪽 가장자리는 5 mm 이상 또는 좁은 요소
너비의 최소 6 배 중 넓은 쪽 )

바코드 칼라

검정색

바코드 바탕색

흰색

해상도

200 ～ 600 dpi

바코드 각도

가로, 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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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좁은 요소 너비 / 모듈
너비

조건
z UPC-A/EAN/JAN
300 dpi 이상 0. 264 mm 이상
300 dpi 이하 : 0. 30 mm 이상
z CODE39/CODE128/EAN128/Codabar (NW7)
300 dpi 이상 0. 20 mm 이상
300 dpi 이하 : 0. 30 mm 이상
z ITF
300 dpi 이상 0. 254 mm 이상
300 dpi 이하 : 0. 30 mm 이상

넓은 요소 너비

14 mm 이하
(UPC-A/EAN/JAN/CODE128/EAN128 의 경우 이것이 최대
너비입니다. (4 모듈에 상응 ))

문자 간의 간격

z UPC-A/EAN/JAN/CODE128/EAN128/ITF
문자 간의 간격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z CODE39/Codabar (NW7)
( 좁은 요소 너비 이상이며 1. 52 mm 이하 또는 좁은 요소
너비의 3 배 중 넓은 쪽 )

주의
z 기울어진 바코드는 올바르게 인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z 동일한 시트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면 시트에 축적된 오염물로 인해 인식의 정확도가 저하될
수 있습니다. 시트가 올바르게 인식되지 않거나 더러워지면 새 시트로 교체해 주십시오.
z 제어 코드의 인식에 실패할 경우 다음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z 제어 코드는 숫자 문자로 인식되었을 수 있습니다.
z 제어 코드뿐만 아니라 일부 기타 문자도 전혀 인식되지 않고 무시됩니다.
z 제어 코드 [NUL] 이 바코드에 포함된 경우 " " ( 스페이스 ) 로 대체됩니다.
z 스캔할 문서가 비뚤어져 있거나 인쇄된 바코드가 양호한 상태가 아닐 경우 문서의 바코드가
올바르게 인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z 한 개 이상의 바코드가 바코드 인식 영역에 존재할 경우 어떤 바코드가 유효인지 알 수 없습
니다.
z 한 개 이상의 바코드가 바코드 인식 영역에 존재할 경우 어떤 바코드가 먼저 인식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z 바코드가 검은색이 아니거나 바탕색이 흰색이 아닐 경우에도 바코드가 인식될 수 있습니다.
칼라 바코드를 인식 가능하게 하려면 칼라 문서 스캔 설정을 구성하고 인식이 올바르게 작동
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힌트
z 권장 이미지 해상도는 200 ~ 600 dpi 입니다.
z 바코드를 사용하여 스캔 속도가 느려질 경우 선택할 바코드 종류의 수를 줄이면 스캔 속도를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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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E
SNMP 설정

Admin

User

이 부록에서는 SNMP 설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SNMP 설정은 SNMP manager 에서 SNMP 정보를 취득하고 SNMP 트랩 통지를 SNMP
manager 에 송신하는데 사용됩니다.

E. 1 해당 MIB............................................................................................. 425
E. 2 MIB 정보............................................................................................. 426
E. 3 SNMP 트랩 통지 .................................................................................. 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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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1 해당 MIB

E. 1 해당 MIB
해당 MIB 는 다음과 같습니다.
z PC MIB
z . iso. org. internet. mgmt. mib-2
z system(1)
z interfaces(2)
z ip(4)
z icmp(5)
z tcp(6)
z udp(7)
z PFU 넷 스캐너 MIB
z PFU- 고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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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2 MIB 정보

E. 2 MIB 정보
이 단원에서는 MIB 통지에서 취득한 MIB 정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 ScannerInfo
키 이름

키 값 설명

해당 MIB/OID

ModelName

스캐너 모델
N7100 ( 고정 )

modelName
1. 3. 6. 1. 4. 1. 18886. 1. 2. 2. 1

SerialNo

스캐너 시리얼 번호
예 : A6RCA12345

serialNo
1. 3. 6. 1. 4. 1. 18886. 1. 2. 2. 2

OperatingStatus

스캐너 전원 상태
1: 전원 끔
2: 전원 켬

operatingStatus
1. 3. 6. 1. 4. 1. 18886. 1. 2. 2. 4

AdfTotalThroughput

ADF 총 스캔 매수

adfTotalThroughput
1. 3. 6. 1. 4. 1. 18886. 1. 2. 2. 6

FirmwareVersion

스캐너 펌웨어 버전
예 : 0B08

firmwareVersion
1. 3. 6. 1. 4. 1. 18886. 1. 2. 2. 8

ErrorStatus

스캐너 오류 상태
0: 오류가 발생하지 않음
1: 오류가 발생함

errorStatus
1. 3. 6. 1. 4. 1. 18886. 1. 2. 2. 5

Vendor

판매원
fujitsu ( 고정 )

Vendor
1. 3. 6. 1. 4. 1. 18886. 1. 2. 2. 9

■ BrakeRoller
키 이름

키 값 설명

해당 MIB/OID
componentInfoStatus
1.3.6.1.4.1.18886.1.2.2.3.1.1.4.1

Status

브레이크 롤러 상태
1: 교환 필요 없음
2: 곧 교환
3: 교환 시간 지남

Descr

componentInfoDescr
상태의 설명
1: 브레이크 롤러가 정상적으로 작동 1.3.6.1.4.1.18886.1.2.2.3.1.1.7.1
합니다.
2: 브레이크 롤러를 곧 교환해 주십
시오.
3: 브레이크 롤러를 지금 교환해 주
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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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2 MIB 정보

■ PickRoller
키 이름

키 값 설명

해당 MIB/OID

Status

피크 롤러 상태
1: 교환 필요 없음
2: 곧 교환
3: 교환 시간 지남

componentInfoStatus
1.3.6.1.4.1.18886.1.2.2.3.1.1.4.2

Descr

상태의 설명
1: PICK ROLLER Normal
2: PICK ROLLER Replace soon
3: PICK ROLLER Replace now

componentInfoDescr
1.3.6.1.4.1.18886.1.2.2.3.1.1.7.2

■ TrapEvent
오류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TrapEvent 부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키 이름

키 값 설명

해당 MIB/OID

Status

하드웨어 오류 상태
3: 오류

componentInfoStatus
1.3.6.1.4.1.18886.1.2.2.3.1.1.4.3

Datetime

하드웨어 오류 발생 날짜 / 시간
예 : 2015/04/10 12:45:29

componentInfoDatetime
1.3.6.1.4.1.18886.1.2.2.3.1.1.5.3

DetailCode

하드웨어 오류 상세 코드
예 : 8F060001

componentInfoDatailCode
1.3.6.1.4.1.18886.1.2.2.3.1.1.6.3

Descr

하드웨어 오류 정보를 표시하는 문
자열 ( 최대 91 문자 )
예 : Scanner parts replacement
notification was detected.
[044400, 00:EEPROM error]

componentInfoDatailDescr
1.3.6.1.4.1.18886.1.2.2.3.1.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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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3 SNMP 트랩 통지

E. 3 SNMP 트랩 통지
SNMP 트랩 OID 는 다음과 같습니다.
1.3.6.1.4.1.18886.1.2.1
SNMP 트랩 형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발생 _ 날짜 / 시간,소스, IP_ 주소,모델,시리얼 _ 번호,이벤트 _ 유형,메시지 _ 코드,메시
지
발생 _ 날짜 / 시간
소스
IP_ 주소
모델
시리얼 _ 번호
이벤트 _ 유형
메시지 _ 코드
메시지

: 메시지 통지 날짜 / 시간
( 형식 : MM. DD. YYYY hh:mm:ss AM 또는 PM)
: 메시지를 보낸 컴퓨터명
: 메시지를 보낸 컴퓨터의 IP 주소
: 메시지 통지가 발생한 스캐너의 모델명
: 메시지 통지가 발생한 스캐너의 시리얼 번호
(10 자리수 )
: 메시지 유형 (*1)
: 메시지 코드 (*2)(*3)
: 메시지 설명 (*2)(*4)

(*1): 이벤트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Information : 정보의 경우
Error
: 오류의 경우
Warning
: 경고의 경우
Test
: 테스트의 경우
(*2): 메시지 코드 및 메시지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Scanner Central Admin 유저
가이드를 참조해 주십시오.
(*3): 테스트 송신의 경우 "0F090000" 이 표시됩니다.
(*4): 테스트 송신의 경우 "This is a test message from Network Scanner" 가 표시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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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F
User Editor 편집하기

Admin

User

이 부록에서는 전자 메일 주소록 및 User Editor 를 사용하는 로컬 계정을 편집하는 방법
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반 사용자는 관리자에게 User Editor 설정의 세부 사항에 대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F. 1 User Editor 란 무엇인가 ? ...................................................................... 430
F. 2 사전 설정 ............................................................................................ 431
F. 3 Windows 에서의 User Editor .................................................................. 433
F. 4 User Editor 시작하기 / 종료하기 ............................................................. 435
F. 5 메일 주소록 / 로컬 계정 보기.................................................................. 436
F. 6 메일 주소록에서 전자 메일 대상 편집하기 ................................................ 439
F. 7 로컬 계정 편집하기............................................................................... 445
F. 8 메일 주소록 또는 로컬 계정 지우기 ......................................................... 447
F. 9 메일 주소록 / 로컬 계정 저장하기............................................................ 448
F. 10 유저 로그에 표시되는 User Editor 정보 .................................................. 450
F. 11 시스템 로그에 표시되는 User Editor 정보 ............................................... 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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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1 User Editor 란 무엇인가 ?

F. 1 User Editor 란 무엇인가 ?
User Editor 는 스캐너의 전자 메일 주소록 ( 내 목록 ) 또는 로컬 계정을 편집하는데 사용
하는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스캐너 전자 메일 주소록 또는 로컬 계정은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통해 User Editor 가
설치된 컴퓨터와 스캐너를 연결하여 컴퓨터에서 편집 가능합니다.
User Editor 는 파일의 (CSV 형식 ) 전자 메일 주소록 또는 로컬 계정을 출력하거나, 파일
의 전자 메일 주소를 스캐너에 가져오거나 저장하는 조작을 용이하게 합니다.
User Editor

TG⮈㢰G㨰㋀⦑
TG⦐䀠G᷸㥉

⦐☐GⵃG䓬㬅

䓬㬅
TG⮈㢰G㨰㋀⦑
TG⦐䀠G᷸㥉

䀨䘜䉤
㤴㣙
⦐☐GⵃG䓬㬅
㏘㿄∼

㤴㣙

CSV 䝉㐑
TG⮈㢰G㨰㋀⦑
TG⦐䀠G᷸㥉

z 메일 주소록 편집하기
일반 사용자는 전자 메일 주소록 ( 내 목록 ) 을 편집하거나 User Editor 를 사용하
여 전자 메일 주소록에 그룹을 작성하여 전자 메일 주소록을 목적에 따라 그룹화하
고 그룹에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z 로컬 계정 편집하기
관리자는 User Editor 를 사용하여 로컬 계정을 작성하고 스캐너에 저장할 수 있습
니다. 로컬 계정은 스캐너의 인증을 위해 사용됩니다.

430

F. 2 사전 설정

F. 2 사전 설정
User Editor 사용에 필요한 시스템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1. 5. 1 Admin Tool 및 User
Editor 의 시스템 요구 사항 " (41 페이지 ) 을 참조해 주십시오.
포트 번호에 대해서는 "1. 5. 3 포트 번호 목록 " (48 페이지 ) 을 참조해 주십시오.

F. 2. 1 User Editor 설치하기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스캐너의 메일 주소록 또는 로컬 계정을 편집하려면,
User Editor 를 컴퓨터에 설치해야 합니다.

1. "3.2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화면 표시 " (62 페이지 ) 에 따라 다운로드 화면을 표
시합니다.
 다운로드 화면이 표시됩니다.

2. [ 다음 ] 버튼을 눌러 [Network Scanner User Editor] 를 다운로드합니다.
 [Network Scanner User Editor 다운로드 ] 화면이 표시됩니다.

3. [ 다운로드 ] 버튼을 누릅니다.
주의
z 스캐너 조작이 처리되는 도중에는 다운로드를 할 수 없습니다.
z 설치 경로 ( 폴더 경로와 설치 파일명을 포함함 ) 의 길이가 258 문자열을 초과하면 설치
가 되지 않습니다. 이 기준을 준수하는 설치 폴더를 선택합니다.
힌트
. NET Framework 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 NET Framework 설치 확인 화면이 표시됩
니다.
[ 예 ] 버튼을 눌러 .NET Framework 를 설치한 다음 순서 순서 1 에서부터 다시 시도해 주
십시오.

 여기서부터는 화면의 지시에 따라서 조작을 실행해 주십시오.
" 설치 완료 " 가 표시되고, 설치가 완료됩니다. [ 닫기 ] 버튼을 누릅니다.
 설치 후 User Editor 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User Editor 시작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4 User Editor 시작하기 / 종료하
기 " (435 페이지 ) 을 참조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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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2. 2 User Editor 삭제하기
이 단원에서는 Windows 7 을 예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설치된 컴퓨터의 [ 제어판 ] → [ 프로그램 ] → [ 프로그램 및 기능 ] 에서 User Editor 을
제거합니다.
주의
제거하기 전에 User Editor 를 닫습니다.
User Editor 가 열려 있는 상태에서는, User Editor 의 정상적인 동작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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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3 Windows 에서의 User Editor
User Editor 화면은 [ 메일 주소록 ] 탭 및 [ 로컬 계정 ] 탭을 포함합니다.
다음은 각 탭에 대한 세부사항입니다.
z [ 메일 주소록 ] 탭
이 탭은 메일 주소록에서 전자 메일 대상을 편집하는 경우 사용합니다.
작업 표시줄

메뉴바

상태 표시줄
그룹 / 전자 메일 주소 목록
그룹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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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3 Windows 에서의 User Editor
z [ 로컬 계정 ] 탭
이 탭은 스캐너에 저장되어 있는 로컬 계정을 편집하는데 사용합니다.
작업 표시줄

메뉴바

상태 표시줄

로컬 계정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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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4 User Editor 시작하기 / 종료하기

F. 4 User Editor 시작하기 / 종료하기
■ User Editor 시작하기
1. User Editor 시작하기
z Windows Vista/Windows 7/Windows Server 2003/Windows Server 2008/
Windows Server 2008 R2
[ 시작 ] 메뉴 → [ 모든 프로그램 ] → [Network Scanner] → [Network Scanner
User Editor] 를 선택합니다.
z Windows 8/Windows Server 2012
시작 화면을 오른쪽 클릭하여 [ 앱 모두 보기 ] → [Network Scanner] →
[Network Scanner User Editor] 를 선택합니다.
z Windows 8. 1/Windows Server 2012 R2
시작 화면 왼쪽 아래의 [ ↓ ] → [Network Scanner] → [Network Scanner User
Editor] 를 선택합니다.
[ ↓ ] 를 표시하려면 마우스 커서를 이동합니다.
z Windows 10/Windows Server 2016
[ 시작 ] 메뉴 → [ 모든 앱 ] → [Network Scanner] → [Network Scanner User
Editor] 를 선택합니다.
 [Network Scanner User Editor] 화면이 표시됩니다.

■ User Editor 종료하기
1. [ 파일 ] 메뉴 → [ 종료 ] 를 선택합니다.
 종료 확인 화면이 나타납니다.

2. [OK] 버튼을 누릅니다.
 User Editor 가 닫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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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5 메일 주소록 / 로컬 계정 보기
메일 주소록 및 로컬 계정을 로드하거나 봅니다.

■ 스캐너에서 로드하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메일 주소록 또는 로컬 계정을 스캐너에서 로드합니다.

1. [ 메일 주소록 ] 탭을 선택하여 메일 주소록을 로드합니다.
[ 로컬 계정 ] 탭을 선택하여 로컬 계정을 로드합니다.
2. 다음의 조작을 실행해 주십시오.
z [ 파일 ] 메뉴 → [ 스캐너에서 로드함 ] 을 선택합니다.
z 작업 표시줄에서 [ 스캐너에서 로드함 ] 버튼을 누릅니다.
 [ 스캐너에서 로드함 ] 대화상자가 표시됩니다.

3. 스캐너와 연결하기 위해서 정보를 입력합니다.

z 스캐너 IP 주소, 호스트 이름, [ 연결하기 ] 에 FQDN 명을 입력합니다.
z IP 주소를 입력하려면 "xxx.xxx.xxx.xxx" 형식을 사용하며 xxx 는 0 ~ 255 이내
의 값입니다.
z 호스트 이름 또는 FQDN 명에는 최대 255 까지의 문자열을 입력할 수 있습니
다.
z [ 포트 번호 ] 에 1 ~ 65535 사이에서 스캐너와의 통신에 사용할 포트 번호를 입력
합니다. 기본값은 "80" 입니다.
스캐너와의 통신에 HTTPS 를 사용하려면 [HTTPS 사용 ]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z [ 유저명 ] 에 스캐너에 로그인 하는 사용자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z [ 암호 ] 에 스캐너에 로그인 하는 사용자의 암호를 입력합니다.
힌트
스캐너에 로그인 할 수 있는 사용자로 스캐너에 연결합니다.
z 메일 주소록을 편집하려면, 일반 사용자로 로그인합니다.
z 로컬 계정을 편집하려면, 관리자 및 User Editor 로 작성된 로컬 계정의 관리자 (admin)
로 로그인합니다. 새로운 로컬 계정에서는 관리자 (admin) 로 로그인하여 주십시오.

4. [ 열기 ] 버튼을 선택합니다.
 메일 주소록 또는 로컬 계정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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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에서 로드하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메일 주소록 또는 로컬 계정을 파일에서 로드합니다.

1. [ 메일 주소록 ] 탭을 선택하여 메일 주소록을 로드합니다.
[ 로컬 계정 ] 탭을 선택하여 로컬 계정을 로드합니다.
2. 다음의 조작을 실행해 주십시오.
z [ 파일 ] 메뉴 → [ 파일에서 로드함 ] 을 선택합니다.
z 작업 표시줄에서 [ 파일에서 로드함 ] 버튼을 누릅니다.
 파일을 여는 대화상자가 표시됩니다.

3. 파일을 선택한 다음 [ 로드 ] 버튼을 누릅니다.
 메일 주소록 또는 로컬 계정이 표시됩니다.

■ 파일에서 메일 주소록의 파일 형식 로드하기
이 단원에서는 파일에서 로드할 수 있는 메일 주소록에서 사용 가능한 파일 형식에 대해
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User Editor 로 CSV 형식의 메일 주소록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z UNICODE (UTF-8) 를 파일 문자 설정에 사용합니다.
z CSV 형식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저명 ", " 그룹 이름 ", " 배포 리스트 이름 ", " 성 ", " 이름 ", " 전자 메일 주소 "
각 항목의 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값과 형식

유저명

사용자의 이름을 지정합니다.

그룹 이름

그룹명을 지정합니다. (*)
그룹명의 맨 앞에 "\" 가 첨가됩니다. ( 예 : \group01)
그룹의 레벨을 설정하려면 "\" 를 사용하여 구분합니다. ( 예 :
\group01\group02)
";" 및 "@" 는 "_" 로 대체됩니다.

배포 리스트 이름

배포 리스트의 이름을 지정합니다. (*)
여러 개의 메일 주소는 세미 콜론 (";") 을 사용하여 분리해야 합니
다.
";" 및 "@" 는 "_" 로 대체됩니다.

성

성을 지정합니다. (*)

이름

이름을 지정합니다. (*)

전자 메일 주소

전자 메일 주소 설정 값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B. 1 전자 메
일 주소의 설정값 " (405 페이지 ) 를 참조해 주십시오.
배포 리스트에는 전자 메일 주소가 최대 100 개까지 포함될 수 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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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 64 문자까지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름의 맨 앞과 뒤의 공란은 지정될 경우 생략됩니다.

■ 파일에서 로컬 계정의 파일 형식 로드하기
이 단원에서는 파일에서 로드할 수 있는 로컬 계정에서 사용 가능한 파일 형식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User Editor 로 CSV 형식의 로컬 계정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z UNICODE (UTF-8) 를 파일 문자 설정에 사용합니다.
z CSV 형식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저명 "," 암호 "," 전자 메일 주소 "," 설명 "," 사용 / 사용 안 함 "," 계정 형식 "
각 항목의 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값과 형식

유저명

사용자의 이름을 지정합니다.

암호

암호를 지정합니다.

설명

계정에 대한 설명을 지정합니다.

전자 메일 주소

전자 메일 주소 설정 값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B. 1 전자 메
일 주소의 설정값 " (405 페이지 ) 를 참조해 주십시오.

사용 / 사용 안 함

로컬 계정의 사용 여부를 지정합니다.
"0": 로컬 계정이 무효일 경우를 표시합니다.
"1": 로컬 계정이 유효일 경우를 표시합니다.

계정 형식

로컬 계정에 관리자 권한을 부여할 것인지의 여부를 지정합니다.
"0": 관리자 권한을 가지지 않는 일반 사용자를 표시합니다.
"1": 관리자 권한을 가지는 사용자를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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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6 메일 주소록에서 전자 메일 대상 편집하기
이 단원에서는 메일 주소록에서 전저 메일 대상을 편집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
니다.
메일 주소록은 최대 5, 000 그룹, 배포 리스트, 전자 메일 주소를 포함합니다.

F. 6. 1 그룹 설정하기
메일 주소록에서 그룹을 설정합니다.
여러 개의 배포 리스트 및 전자 메일 주소를 포함하는 그룹은 각각의 목적에 따라서 전자
메일 위치를 정렬할 수 있습니다. 그룹의 아래에 하위 그룹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메일 배포로 그룹을 지정하면, 그룹에 등록된 모든 배포 리스트 및 전자 메일 주소로 동시
에 전자 메일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룹은 최대 5 개까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 그룹 추가하기
1. [ 메일 주소록 ] 탭을 선택합니다.
2. 그룹 목록에서 새로운 그룹이 추가될 그룹을 선택합니다.
3. 다음의 방법으로 [ 그룹 추가 ] 화면이 열립니다.
z [ 메일 주소록 ] 메뉴 → [ 그룹 추가 ] 를 선택합니다.
z [ 그룹 추가 ] 버튼을 누릅니다.

4. [ 그룹 이름 ] 을 입력합니다.
최대 64 자까지 입력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기호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5. [OK] 버튼을 누릅니다.
 새로운 그룹이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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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룹 이름 변경하기
1. [ 메일 주소록 ] 탭을 선택합니다.
2. 그룹 목록에서 변경할 그룹명을 선택합니다.
3. 다음의 방법으로 [ 그룹 편집 ] 화면이 열립니다.
z [ 메일 주소록 ] 메뉴 → [ 속성 ] 을 선택합니다.
z 작업 표시줄에서 [ 속성 ] 버튼을 누릅니다.

4. [ 그룹 이름 ] 을 입력합니다.
5. [OK] 버튼을 누릅니다.
 그룹 이름이 변경됩니다.

■ 그룹 삭제하기
주의
그룹을 제거할 경우 그 그룹에 속해 있는 하위 그룹 및 전자 메일 주소도 제거됩니다.

1. [ 메일 주소록 ] 탭을 선택합니다.
2. 그룹 목록에서 삭제할 그룹을 선택합니다.
3. 다음의 조작을 실행해 주십시오.
z [ 메일 주소록 ] 메뉴 → [ 삭제 ] 를 선택합니다.
z 작업 표시줄에서 [ 삭제 ] 버튼을 누릅니다.
 삭제 확인 화면이 표시됩니다.

4. [OK] 버튼을 누릅니다.
 그룹이 삭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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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6. 2 배포 리스트 설정하기
메일 주소록에서 배포 리스트를 설정합니다.
여러 개의 전자 메일 주소를 배포 리스트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e-mail destination 으로 배포 리스트를 지정하면, 목록에 등록된 모든 배포 전자 메일 주
소로 동시에 전자 메일을 보낼 수 있습니다.

■ 배포 리스트 추가하기
1. [ 메일 주소록 ] 탭을 선택합니다.
2. 새로운 배포 리스트에 추가될 그룹을 선택합니다.
3. 다음의 방법으로 [ 배포 리스트 추가 ] 화면이 열립니다.
z [ 메일 주소록 ] 메뉴 → [ 배포 리스트 추가 ] 를 선택합니다.
z 작업 표시줄에서 [ 배포 리스트 추가 ] 버튼을 누릅니다.

4. 추가할 배포 리스트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 배포 목록명 ] 및 [ 메일 주소록 ] 이 배포 리스트에 포함됩니다.
[ 배포 목록명 ] 은 최대 64 자까지 입력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기호는 사용할 수 없
습니다.
;@
전자 메일 주소 설정 값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B. 1 전자 메일 주소의 설정
값 " (405 페이지 ) 를 참조해 주십시오.
배포 리스트에는 전자 메일 주소가 최대 100 개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여러 개의
전자 메일 주소는 세미 콜론 (";") 을 사용하여 분리해야 합니다.

5. [OK] 버튼을 누릅니다.
 배포 리스트가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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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포 리스트 편집하기
1. [ 메일 주소록 ] 탭을 선택합니다.
2. 편집할 배포 리스트를 선택합니다.
3. 다음의 방법으로 [ 주소 편집 ] 화면이 열립니다.
z [ 메일 주소록 ] 메뉴 → [ 속성 ] 을 선택합니다.
z 작업 표시줄에서 [ 속성 ] 버튼을 누릅니다.

4. 연락처 정보를 편집합니다.
5. [OK] 버튼을 누릅니다.
 배포 리스트의 설정이 변경됩니다.

■ 배포 리스트 삭제하기
1. [ 메일 주소록 ] 탭을 선택합니다.
2. 삭제할 배포 리스트를 선택합니다.
3. 다음의 조작을 실행해 주십시오.
z [ 메일 주소록 ] 메뉴 → [ 삭제 ] 를 선택합니다.
z 작업 표시줄에서 [ 삭제 ] 버튼을 누릅니다.
 삭제 확인 화면이 표시됩니다.

4. [OK] 버튼을 누릅니다.
 배포 리스트가 삭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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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6. 3 메일 주소 설정하기
메일 주소록에서 전자 메일 주소를 설정합니다.

■ 전자 메일 주소 추가하기
1. [ 메일 주소록 ] 탭을 선택합니다.
2. 새로운 주소에 추가될 그룹을 선택합니다.
3. 다음의 방법으로 [ 주소 편집 ] 대화상자가 열립니다.
z [ 메일 주소록 ] 메뉴 → [ 주소 추가 ] 를 선택합니다.
z 작업 표시줄에서 [ 주소 추가 ] 버튼을 누릅니다.

4. 추가할 전자 메일 정보를 입력합니다.
[ 파일명 ] 및 [ 성 ] 은 최대 64 자까지 입력할 수 있습니다. [ 성 ] 과 [ 이름 ] 은 생
략해도 됩니다.
전자 메일 주소 설정 값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B. 1 전자 메일 주소의 설정
값 " (405 페이지 ) 를 참조해 주십시오.

5. [OK] 버튼을 누릅니다.
 전자 메일 주소가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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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일 주소 편집하기
1. [ 메일 주소록 ] 탭을 선택합니다.
2. 편집할 전자 메일 주소를 선택합니다.
3. 다음의 방법으로 [ 주소 편집 ] 화면이 열립니다.
z [ 메일 주소록 ] 메뉴 → [ 속성 ] 을 선택합니다.
z 작업 표시줄에서 [ 속성 ] 버튼을 누릅니다.

4. 연락처 정보를 편집합니다.
5. [OK] 버튼을 누릅니다.
 전자 메일 주소의 정보가 변경됩니다.

■ 전자 메일 주소 삭제하기
1. [ 메일 주소록 ] 탭을 선택합니다.
2. 삭제할 전자 메일 주소를 선택합니다.
3. 다음의 조작을 실행해 주십시오.
z [ 메일 주소록 ] 메뉴 → [ 삭제 ] 를 선택합니다.
z 작업 표시줄에서 [ 삭제 ] 버튼을 누릅니다.
 삭제 확인 화면이 표시됩니다.

4. [OK] 버튼을 누릅니다.
 메일 주소록에서 전자 메일 대상이 삭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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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7 로컬 계정 편집하기
이 단원에서는 스캐너에 저장된 로컬 계정을 편집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최대 100 개의 로컬 계정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F. 7. 1 로컬 계정 추가하기
1. [ 로컬 계정 ] 탭을 선택합니다.
2. 다음의 방법으로 [ 계정 추가 ] 화면이 열립니다.
z [ 메일 주소록 ] 메뉴 → [ 계정 추가 ] 를 선택합니다.
z 작업 표시줄에서 [ 계정 추가 ] 버튼을 누릅니다.

3. 추가할 로컬 계정 정보를 입력합니다.

z [유저명], [암호] 또는 [확인 암호]는 최대 64자까지 입력할 수 있습니다. 암
호는 대소문자를 구분합니다.
z 전자 메일 주소 설정 값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B. 1 전자 메일 주소의 설
정값 " (405 페이지 ) 를 참조해 주십시오.
z [ 설명 ] 에 계정의 설명을 입력합니다. 최대 256 문자까지 입력할 수 있습니다.
[ 설명 ] 은 대소문자를 구분합니다.
z [사용/사용 안 함]에서, 계정을 사용할 것인지의 여부를 선택합니다. [사용 안
함 ] 이 선택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로그인할 수 없습니다.
z [계정 타입]에서 일반 사용자에는 [일반 사용자]를 관리자에는 [관리자]를 선
택합니다.
주의
z 다음의 사용자 이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guest, admin, fi-maintenance, fi-maintenance-ad
z 사용자 이름의 맨 앞과 뒤의 공란은 지정될 경우 생략됩니다.
z 공백 문자도 암호 또는 설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OK] 버튼을 누릅니다.
 로컬 계정이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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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7. 2 로컬 계정 편집하기
1. [ 로컬 계정 ] 탭을 선택합니다.
2. 편집하려는 로컬 계정을 선택합니다.
3. 다음의 방법으로 [ 계정 편집 ] 화면이 열립니다.
z [ 로컬 계정 ] 메뉴 → [ 속성 ] 을 선택합니다.
z 작업 표시줄에서 [ 속성 ] 버튼을 누릅니다.

4. 연락처 정보를 편집합니다.
5. [OK] 버튼을 누릅니다.
 로컬 계정의 정보가 변경됩니다.

F. 7. 3 로컬 계정 삭제하기
1. [ 로컬 계정 ] 탭을 선택합니다.
2. 삭제하려는 로컬 계정을 선택합니다.
3. 다음의 조작을 실행해 주십시오.
z [ 로컬 계정 ] 메뉴 → [ 삭제 ] 를 선택합니다.
z 작업 표시줄에서 [ 삭제 ] 버튼을 누릅니다.
 삭제 확인 화면이 표시됩니다.

4. [OK] 버튼을 누릅니다.
 로컬 계정이 삭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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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8 메일 주소록 또는 로컬 계정 지우기
메일 주소록 또는 로컬 계정의 편집된 정보를 버리고 원래 상태로 복원합니다.

1. 메일 주소록의 편집된 정보를 버리려면 [ 메일 주소록 ] 탭을 선택합니다.
로컬 계정의 편집된 정보를 버리려면 [ 로컬 계정 ] 탭을 선택합니다.
2. [ 파일 ] 메뉴 → [ 버리기 ] 를 선택합니다.
 버리기 확인 대화상자가 표시됩니다.

3. [OK] 버튼을 누릅니다.
 편집된 정보는 버려지고 메일 주소록 또는 로컬 계정은 원래 상태로 복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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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9 메일 주소록 / 로컬 계정 저장하기
편집된 메일 주소록 또는 로컬 계정을 스캐너에 저장합니다.

■ 편집 정보를 스캐너에 저장하기
편집된 메일 주소록 또는 로컬 계정을 스캐너에 저장합니다.
스캐너에 메일 주소록을 저장하면 내 목록이 변경과 함께 업데이트됩니다.

1. [ 메일 주소록 ] 탭을 선택하여 메일 주소록을 저장합니다.
[ 로컬 계정 ] 탭을 선택하여 로컬 계정을 저장합니다.
2. 다음의 조작을 실행해 주십시오.
z [ 파일 ] 메뉴 → [ 스캐너에 저장 ] 을 선택합니다.
z 작업 표시줄에서 [ 스캐너에 저장 ] 버튼을 누릅니다.
 [ 스캐너에 저장 ] 대화상자가 표시됩니다.

3. 스캐너와 연결하기 위해서 정보를 입력합니다.

z 스캐너 IP 주소, 호스트 이름, [ 연결하기 ] 에 FQDN 명을 입력합니다.
z IP 주소를 입력하려면 "xxx.xxx.xxx.xxx" 형식을 사용하며 xxx 는 0 ~ 255 이내
의 값입니다.
z 호스트 이름 또는 FQDN 명에는 최대 255 까지의 문자열을 입력할 수 있습니
다.
z [ 포트 번호 ] 에 1 ~ 65535 사이에서 스캐너와의 통신에 사용할 포트 번호를 입력
합니다. 기본값은 "80" 입니다.
스캐너와의 통신에 HTTPS 를 사용하려면 [HTTPS 사용 ]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z [ 유저명 ] 에 스캐너에 로그인 하는 사용자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z [ 암호 ] 에 스캐너에 로그인 하는 사용자의 암호를 입력합니다.
힌트
스캐너에 로그인 할 수 있는 사용자로 스캐너에 연결합니다.
z 메일 주소록을 편집하려면, 일반 사용자로 로그인합니다.
z 로컬 계정을 편집하려면, 관리자로 로그인합니다.

4. [ 저장 ] 버튼을 누릅니다.
 스캐너에 메일 주소록 또는 로컬 계정이 저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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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 정보를 파일에 저장하기
편집된 메일 주소록 또는 로컬 계정을 CSV 형식의 파일로 저장합니다.

1. [ 메일 주소록 ] 탭을 선택하여 메일 주소록을 저장합니다.
[ 로컬 계정 ] 탭을 선택하여 로컬 계정을 저장합니다.
2. 다음의 조작을 실행해 주십시오.
z [ 파일 ] 메뉴 → [ 파일의 저장 ] 을 선택합니다.
z 작업 표시줄에서 [ 파일의 저장 ] 버튼을 누릅니다.
 파일 저장 대화상자가 표시됩니다.

3. 파일의 디렉토리 및 이름을 지정하고, [ 저장 ] 버튼을 누릅니다.
 스캐너에 메일 주소록 또는 로컬 계정이 CSV 형식으로 저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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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10유저 로그에 표시되는 User Editor 정보
관리자 또는 일반 사용자의 [ 유저 로그 ] 화면에서 User Editor 의 유저 로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User Editor 의 유저 로그 항목은 다음과 같이 표시됩니다.
로그 항목

정보옵션

설명

조작

Remote

User Editor 가 메일 주소록에 로드됩니
다. 또는 User Editor 가 메일 주소록에 업
데이트됩니다.

페이지

0

이 항목은 항상 0 으로 표시됩니다.

다른 항목 또는 유저 로그에 대한 세부 정보를 확인하려면, 다음을 참조해 주십시오.
z 관리자가 [ 유저 로그 ] 화면에서 정보를 확인하는 경우
" 유저 로그 상세 정보 보기 " (163 페이지 )
z 일반 사용자가 [ 유저 로그 ] 화면에서 정보를 확인하는 경우
"5. 12. 1 완료된 송신 조작의 상세 정보 보기 ( 유저 로그 )" (324 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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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11시스템 로그에 표시되는 User Editor 정보
관리자의 [ 시스템 로그 ] 화면에서 User Editor 의 시스템 로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User Editor 의 시스템 로그 항목은 다음과 같이 표시됩니다.
로그 항목
형식

정보옵션
정보

설명
User Editor 가 로컬 계정 정보에 로드됩니다. 또는
User Editor 가 로컬 계정 정보에 업데이트됩니다.

다른 항목 또는 유저 로그에 대한 세부 정보를 확인하려면, " 시스템 로그 상세 정보 보
기 " (165 페이지 ) 를 참조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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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G
IPv6 설정

Admin

User

이 장에서는 IPv6 설정에 관한 사양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
G.1 스캐너의 IPv6 지원 개요 ........................................................................ 453
G.2 스캐너에 IPv6 설정 구성하기 .................................................................. 454
G.3 IPv6 통신 환경 구성하기 ........................................................................ 458
G.4 다른 스캐너에서 스캐너의 IPv6 기능의 설정 사용하기 ................................ 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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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1 스캐너의 IPv6 지원 개요
이 단원에서는 시스템 업데이트 (ns001 01.07.01.xxxx 이상 ) 가 스캐너에 적용된 경우 ,
스캐너가 IPv6 를 지원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
IPv6 지원 설정 항목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G.2.2 연동 서버 " (455 페이지 ) 를 참조해 주
십시오 .

■ IPv6 를 지원하는 소프트웨어
z 시스템 소프트웨어
IPv6 기능이 스캐너 ( 기능은 초기값으로 무효임 ) 에 추가됩니다 .
IPv6 기능을 유효로 함으로써 , IPv6 기능을 구성하는 메뉴 항목이 관리자 화면에 표시
됩니다 . 게다가 서버 연결은 IPv6 를 통해 일반 사용자 모드로 사용 가능하게 됩니다 .
IPv6 기능이 무효일 경우 , 화면은 평사시와 같이 유지됩니다 .
z Admin Tool
Admin Tool 은 IPv6 를 지원할 수 있도록 업데이트되며 IPv6 주소로 컴퓨터와 N7100
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 IPv4 주소로 연결하는 것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

■ IPv6 를 지원하지 않는 소프트웨어
z User Editor
IPv6 주소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
IPv4 네트워크 환경 또는 IPv4/IPv6 이중 스택 네트워크 환경의 IPv4 주소로 컴퓨터를
스캐너에 연결해 주십시오 .
z Central Admin Server/Central Admin Console
IPv6 주소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
IPv4 네트워크 환경 또는 IPv4/IPv6 이중 스택 네트워크 환경의 IPv4 주소로 컴퓨터를
스캐너에 연결해 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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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 스캐너에 IPv6 설정 구성하기
G.2.1 IPv6 기능 설치
IPv6 기능을 다음 순서로 설치합니다 .

■ 시스템 버전 확인하기
1. Admin Tool 또는 터치 패널을 통해 스캐너의 시스템 버전이 "ns001
01.07.01.xxxx" 이상인지 관리자가 확인합니다 .
시스템 버전이 낮은 ("ns001 01.07.01.xxxx" 보다 ) 경우 , Admin Tool 을 통해 시
스템을 업데이트합니다 .
시스템 버전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4.15.1 시스템 상태 보기 "
(160 페이지 ) 를 참조해 주십시오 .
스캐너를 업데이트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4.17.1 스캐너의 시스템 소프
트웨어 업데이트하기 " (175 페이지 ) 를 참조해 주십시오 .

■ IPv6 기능을 유효로 하기
1. Admin Tool 또는 터치 패널을 통해 스캐너에 관리자가 로그인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4.2 관리자 로그인 " (72 페이지 ) 을 참조해 주십시오 .

2. 터치 패널을 사용하는 경우, [Admin 메뉴] 화면에서 설정 모드의 [고급]을 선
택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4.3.1 설정 모드 구성하기 " (77 페이지 ) 를 참조해 주십시오 .

3. [ 네트워크 설정 ] 아래의 [ 네트워크 고급 설정 ] 화면에서 IPv6 기능을 [ 유효 ]
로 설정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4.7.7 네트워크 고급 설정 구성하기 " (108 페이지 ) 를 참조해 주십
시오 .

■ IPv6 통신 환경 구성하기
1. Admin Tool 또는 터치 패널을 통해 스캐너에 관리자가 로그인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4.2 관리자 로그인 " (72 페이지 ) 을 참조해 주십시오 .

2. 네트워크 설정을 구성합니다 .
3. 모든 항목을 구성한 후에 [ 로그아웃 ] 버튼을 누릅니다 .

454

G.2 스캐너에 IPv6 설정 구성하기

■ IPv6 을 통해 오피스 기능 사용하기
1. 터치 패널을 통해 일반 사용자가 스캐너에 로그인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5.3 로그인 하기 일반 사용자 모드 " (227 페이지 ) 를 참조해 주십시
오.

2. IPv6 통신 환경을 구성하는 서버를 지정하고 스캔을 실행합니다 .

G.2.2 연동 서버
다음 표는 IPv6 기능이 유효인 경우에 IPv6 주소를 연동 서버 설정 및 스캐너 액세스에
사용할 수 있을지를 표시합니다 .

항목
관리자 설정

IPv4 주소

IPv6 주소

설명

IPv4 주소

예

지원되지
않음

[IP 주소 ] 화면은 [IPv4 주소 ]
화면으로 변경됩니다 .

IPv6 주소

지원되지
않음

예

[IPv6 주소 ] 화면이 추가됩니
다.

DNS 서버 (IPv4)

예

지원되지
않음

[DNS 서버] 화면이 [DNS 서버
(IPv4)] 화면으로 변경됩니다 .

DNS 서버 (IPv6)

지원되지
않음

예

[DNS 서버 (IPv6)] 화면이 추가
됩니다 .

NTP 서버

예

—

프록시 서버

예

예

SNMP 설정

예

—

Ping

예

예

네트워크 상태

예

예

Scanner Central
Admin Server

예

—

로그인 LDAP 서버

예

예

전자 메일 LDAP
서버

예

예

SMTP 서버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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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IPv4 주소

IPv6 주소

설명

FAX 서버

예

예

IPv6 와 일치하는 전체 도메인
을 FAX 서버의 전자 메일 주소
에서 @ 다음에 지정할 수 있습
니다 .
IPv6 주소는 전자 메일 주소에
서 @ 다음에 지정할 수 없음에
주의해 주십시오 .

네트워크 폴더

예

예

직접 입력하여 IPv6 주소를 지
정할 수 있습니다 .

FTP 서버 폴더

예

예

FTP 서버 폴더의 경로에서 IPv6
주소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

SharePoint 폴더

예

예

URL 에서 IPv6 주소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

네트워크 프린터

예

예

직접 입력하여 IPv6 주소를 지
정할 수 있습니다 .

오류 통지

예

예

IPv6 와 일치하는 전체 도메인
을 전자 메일 주소에서 @ 다음
에 지정할 수 있습니다 .
IPv6 주소는 전자 메일 주소에
서 @ 다음에 지정할 수 없음에
주의해 주십시오 .

Admin Tool

로그인 화면

예

예

User Editor

로그인 화면

예

—

Internet
Explorer

컴퓨터를 N7100
에 연결할 때 사용
하는 로그인 화면

예

예

관리자 설정

예 : 사용할 수 있음 .

—: 사용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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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3 포트 번호 목록
기능

송신 / 수신

포트 번호

프로토콜 번호

DHCP
( 주소 자동 구성 )

스캐너  DHCP 서버

546 (DHCPv6)

17 (UDP)

Ping

스캐너  또 다른 컴퓨터 또

없음

58 (IPv6-ICMP)

는 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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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3 IPv6 통신 환경 구성하기
[ 네트워크 설정 ] 아래의 [ 네트워크 고급 설정 ] 이 선택된 경우에 표시된 화면에서
[IPv6 기능 ] 을 [ 유효 ] 로 설정하면 , IPv6 와 연계된 설정을 지정할 수 있도록 화면에 표
시되는 메뉴가 IPv6 기능을 지원하는 메뉴로 전환됩니다 .
이 단원에서는 IPv6 기능이 유효인 경우에 변경되는 설정 항목의 화면에 대해서 설명합니
다.
z "G.3.1 스캐너에 IPv4 주소 지정하기 " (458 페이지 )
z "G.3.2 스캐너에 IPv6 주소 지정하기 " (459 페이지 )
z "G.3.3 DNS 서버 (IPv4) 설정하기 " (461 페이지 )
z "G.3.4 DNS 서버 (IPv6) 설정하기 " (462 페이지 )
z "G.3.5 네트워크 가동 상태 확인하기 " (463 페이지 )

G.3.1 스캐너에 IPv4 주소 지정하기

Touch
Panel

스캐너를 네트워크에 연결할 수 있도록 IPv4 주소가 설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

1. [ 네트워크 설정 ] 아래의 [IPv4 주소 ] 를 선택합니다 .
 [IPv4 주소 ] 화면이 표시됩니다 .

2. 각 항목을 지정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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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OK] 버튼을 누릅니다 .
 입력된 정보가 설정됩니다 .

힌트
z IP 주소가 이미 사용 중인 것과 같은 경우 , 네트워크 통신 문제가 발생합니다 . 이 경우 , 다음
순서를 시도해 주십시오 .
1. LAN 케이블을 분리합니다 .
2. 터치 패널의 [ 전원 끄기 ] 버튼을 눌러 스캐너의 전원을 끕니다 .
3. LAN 케이블이 분리된 상태에서 전원 버튼을 눌러 스캐너를 시작합니다 .
4. 중복되지 않는 IP 주소를 입력합니다 .
5. LAN 케이블을 스캐너에 다시 연결합니다 .
z Admin Tool 을 통해 IP 주소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스캐너와의 연결이 손실됩니다 . 다른 설
정을 사용하여 계속하려면 , Admin Tool 을 닫은 다음 , Admin Tool 을 통해 다시 스캐너에
액세스해 주십시오 . IP 주소로 스캐너에 액세스 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IP 주소를 사용해 주
십시오 .

G.3.2 스캐너에 IPv6 주소 지정하기

Touch
Panel

스캐너를 네트워크에 연결할 수 있도록 IPv6 주소가 설정되어야 합니다 .

1. [ 네트워크 설정 ] 아래의 [IPv6 주소 ] 를 선택합니다 .
 [IPv6 주소 ] 화면이 표시됩니다 .

2. 각 항목을 지정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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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OK] 버튼을 누릅니다 .
 입력된 정보가 설정됩니다 .

힌트
z IP 주소가 이미 사용 중인 것과 같은 경우 , 네트워크 통신 문제가 발생합니다 . 이 경우 , 다음
순서를 시도해 주십시오 .
1. LAN 케이블을 분리합니다 .
2. 터치 패널의 [ 전원 끄기 ] 버튼을 눌러 스캐너의 전원을 끕니다 .
3. LAN 케이블이 분리된 상태에서 전원 버튼을 눌러 스캐너를 시작합니다 .
4. 중복되지 않는 IP 주소를 입력합니다 .
5. LAN 케이블을 스캐너에 다시 연결합니다 .
z Admin Tool 을 통해 IP 주소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스캐너와의 연결이 손실됩니다 . 다른 설
정을 사용하여 계속하려면 , Admin Tool 을 닫은 다음 , Admin Tool 을 통해 다시 스캐너에
액세스해 주십시오 . IP 주소로 스캐너에 액세스 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IP 주소를 사용해 주
십시오 .
z IPv6 주소 구성 방법에서 [자동]이 선택되거나 또는 IPv6 주소 구성 방법에서 [수동] 및 RA
수신에서 [ 유효 ] 가 설정된 경우에 배포되는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DHCP
IP 주소
DNS
DNS 접미사
RA
서브넷 접두사 길이
기본 게이트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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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3.3 DNS 서버 (IPv4) 설정하기

Touch
Panel

Central Admin
Console

기본 DNS 와 보조 DNS 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

1. [ 네트워크 설정 ] 아래의 [DNS 서버 (IPv4)] 를 선택합니다 .
 [DNS 서버 (IPv4)] 화면이 표시됩니다 .

2. 각 항목을 설정합니다 .
3. [OK] 버튼을 누릅니다 .
 입력된 정보가 설정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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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3.4 DNS 서버 (IPv6) 설정하기

Touch
Panel

Central Admin
Console

기본 DNS 와 보조 DNS 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

1. [ 네트워크 설정 ] 아래의 [DNS 서버 (IPv6)] 를 선택합니다 .
 [DNS 서버 (IPv6)] 화면이 표시됩니다 .

2. 각 항목을 설정합니다 .
3. [OK] 버튼을 누릅니다 .
 입력된 정보가 설정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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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3.5 네트워크 가동 상태 확인하기

Touch
Panel

네트워크의 가동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보가 표시되지 않을 경우 , 네트워크는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
"7.2 네트워크 연결 문제 해결 " (369 페이지 ) 을 참조하여 설정을 확인해 주십시오 .

1. [ 네트워크 상태 확인 ] 아래의 [ 네트워크 상태 ] 를 선택합니다 .
 [ 네트워크 상태 ] 화면에서 현재 가동되고 있는 네트워크 연결이 표시됩니다 .

힌트
z LDAP 서버에 연결할 수 없는 경우 다음 절차를 시도합니다 .
1. LAN 케이블을 분리합니다 .
2. 터치 패널의 [ 전원 끄기 ] 버튼을 눌러 스캐너의 전원을 끕니다 .
3. LAN 케이블이 분리된 상태에서 전원 버튼을 눌러 스캐너를 시작합니다 .
4. 중복되지 않는 IP 주소를 입력합니다 .
5. LAN 케이블을 스캐너에 다시 연결합니다 .
z IP 주소 구성 방법에 따라 , DHCP 서버에 연결된 경우에 표시되는 네트워크 설정이 다음과
같이 다양하게 사용할 수 없습니다 .
z IPv4 주소 구성 방법에서 [DHCP]가 선택된 경우, IPv4 주소가 "169.254.X.X" (으)로 표
시됩니다 . (X 는 0 과 255 사이의 임의의 값 )
z IPv6 주소 구성 방법에서 [자동] 이 선택된 경우 또는 IPv6 주소 구성 방법에서 [수동]
및 RA 수신에서 [ 유효 ] 가 선택된 경우 , IPv6 주소 (DHCPv6) 의 [ 값 ] 에서는 아무것
도 표시되지 않습니다 .
RA 가 없는 경우 , IPv6 주소 (RA) 의 [ 값 ] 에서는 아무것도 표시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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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4 다른 스캐너에서 스캐너의 IPv6 기능의 설정 사용하기
G.4.1 Central Admin Server 로 부터 시스템 설정 배포하기
다음 표는 시스템 설정이 Central Admin Server 에서 IPv6 (01.07.01 이상 ) 를 지원하는
N7100 으로 배포된 경우 , 각 설정 항목의 상태를 표시합니다 .

IPv6 를 지원하는 N7100
IPv6 기능

—

DNS 서버 (IPv4)

예

DNS 서버 (IPv6)

—

이 외의 설정 항목

예 (*)

예 : 적용
(*):

—: 미적용
IPv6 주소를 직접 설정할 수 없습니다 . 호스트명 또는 FQDN 으로 설정을
구성해 주십시오 .

G.4.2 시스템 설정 백업 및 복원
다음 표는 IPv6 (01.07.01 이상 ) 를 지원하는 N7100 및 IPv6 (01.07.01 이하 ) 를 지원하
지 않는 N7100 의 백업 된 시스템 설정이 다른 스캐너에 복원되는지를 표시합니다 .
백업 된 데이터

IPv6 를 지원하는 N7100 : IPv6 기능 유효
IPv6 를 지원하는 N7100:
IPv6 기능 유효

IPv6 기능 무효

IPv6 를 지원하지
않는 N7100

유효

유효

—

IP 주소 (IPv4)

예

예

—

IP 주소 (IPv6)

예

예

—

DNS 서버 (IPv4)

예

예

—

DNS 서버 (IPv6)

예

예

—

이 외의 설정 항목

예

예

—

복원 장소
IPv6 기능

예 : 복원 가능

—: 복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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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업 된 데이터

IPv6 를 지원하는 N7100 : IPv6 기능 무효
IPv6 를 지원하는 N7100:
IPv6 기능 유효

IPv6 기능 무효

IPv6 를 지원하지
않는 N7100

무효

무효

—

IP 주소 (IPv4)

예

예

예

IP 주소 (IPv6)

예 (*)

예 (*)

—

DNS 서버 (IPv4)

예

예

예

DNS 서버 (IPv6)

예 (*)

예 (*)

—

이 외의 설정 항목

예

예

예

복원 장소
IPv6 기능

예 : 복원 가능
(*):

—: 복원 불가

IPv6 기능이 무효인 설정이 복원되므로 IPv6 정보는 복원되지 않습니다 .

백업 된 데이터

IPv6 를 지원하지 않는 N7100
IPv6 를 지원하는 N7100:
IPv6 기능 유효

IPv6 기능 무효

IPv6 를 지원하지
않는 N7100

무효

무효

—

IP 주소 (IPv4)

예

예

예

IP 주소 (IPv6)

—

—

—

DNS 서버 (IPv4)

예

예

예

DNS 서버 (IPv6)

—

—

—

이 외의 설정 항목

예

예

예

복원 장소
IPv6 기능

예 : 복원 가능

—: 복원 불가

465

용어집

ADF ( 자동 급지 장치 )
연속해서 용지를 스캔하도록 허락하는 장치이다.
스캐닝 영역의 ADF 용지 츄트를 통해서 스태커로 문서가 이동된다. 실제 스캐닝
은 이 장치 내부의 CCD 센서에 의해 실행된다.

MMR
ITU-T (CCITT) T. 6 압축
스캔 설정 화면의 이미지 모드가 [ 흑백 ] 으로 설정되어 있을 때, 압축 방법이 사
용된다.

가로 방향
문서 긴쪽으로 급지되고 수직으로 이동된다.

감마
이미지의 밝기의 변경하기 위한 변환 단위이다. 감마는 장치 (스캐너, 디스플레이
등 ) 의 입력 전압과 이미지 밝기를 표현한다. 감마 비율이 1 보다 경우, 이미지의
밝기는 반대로 증가하고 그 반대의 경우는 감소한다. 보통, 문서 그대로 같은 밝기
를 재현하려면 감마율은 1 로 설정한다.

노이즈
고립된 흰색 ( 검정 ) 점에 나타나는 이미지의 검정 ( 흰색 ) 영역

단면 스캔 모드
각 문서가 스캔될 때 문서 단면만 스캔하는 모드 " 양면 스캔 모드 " 를 참조

멀티 피드 검출
ADF 에 여러 장의 용지가 동시에 급지되어 감지하는 스캐너 기능 ( 복수 급지 감
지라고도 함 )

무아레
격자 패턴을 가지는 문서를 스캔하는 경우와 같이, 음영에 규칙적인 변경을 가지
는 문서를 스캔하는 경우에 스캔 이미지에 발생할 수 있는 회귀 패턴이다.

문서 센서
문서 길이의 차이를 감지하여 복수 급지와 용지 걸림 등 용지 급지 오류를 감지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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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기
스캔 데이터의 밝기 레벨을 의미한다.

배출 롤러
문서를 ADF 에서 스태커로 급지하는 롤러

브레이크 롤러
ADF 용지 츄트에 올려진 문서를 각 시트로 분리하는 롤러이다.

세로 방향
문서 짧은 쪽으로 급지되고 가로로 이동된다.

양면 스캔 모드
각 문서가 스캔될 때 문서 양면을 스캔하는 모드 " 단면 스캔 모드 " 를 참조

용지 걸림
문서 시트가 문서 급지 경로에 걸리거나, 용지 미끄러짐에 의해 용지 급지의 방해
로 인해 나타나는 경고

인터페이스
컴퓨터와 스캐너의 통신을 허락하는 커넥션

임계값
검정과 흰색을 판정하기 위한 측정 기준으로 사용되는 값이다. 그레이스케일의
그라데이션으로 이미지를 스캔하기 위해서 임계값을 설정한다. 지정된 값에 따라
서 검정 또는 흰색 픽셀로 변환되는지 결정한다.

초음파 센서
초음파를 감지하는 센서 타입으로, 초음파 양의 차이를 인식하여 문서 멀티 피드
를 감지한다.

캐리어 시트
캐리어 시트는 비표준 문서를 스캐너에 급지할 때 사용하는 플라스틱 시트

플라스틱 롤러
ADF 를 통해 문서를 급지하는 롤러

피드 롤러
ADF 용지 츄트에 올려져 있는 문서를 한 장씩 분리시켜, ADF 로 문서를 급지시키
는 롤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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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집

피크 롤러
문서를 ADF 용지 츄트에서 스태커로의 이동을 도와주는 롤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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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관리
본 제품의 수리는 구입하신 FUJITSU 스캐너 대리점 또는 지정된 FUJITSU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웹 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
http://imagescanner.fujitsu.com/warranty.html
주의
안전을 위해 절대로 고객 자신이 수리하지 말아 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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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DTOOLS for .NET
Copyright© 2005 LEAD Technologies, Inc.

WinPcap
Copyright© 1999 - 2005 NetGroup, Politecnico di Torino (Italy).
Copyright© 2005 - 2010 CACE Technologies, Davis (California).
Copyright© 2010 - 2013 Riverbed Technology, Inc.
All rights reserved.
Redistribution and use in source and binary forms, with or without
modification, are permitted provided that the following conditions are met:
1) Redistributions of source code must retain the above copyright notice, this list of
conditions and the following disclaimer.
2) Redistributions in binary form must reproduce the above copyright notice, this list of
conditions and the following disclaimer in the documentation and/or other materials
provided with the distribution.
3) Neither the name of the Politecnico di Torino, CACE Technologies nor the names of
its contributors may be used to endorse or promote products derived from this
software without specific prior written permission.
THIS SOFTWARE IS PROVIDED BY THE COPYRIGHT HOLDERS AND CONTRIBUTORS
"AS IS" AND ANY EXPRESS OR IMPLIED WARRANTIE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THE IMPLIED WARRANTIES OF MERCHANTABILITY AND FITNESS FOR A
PARTICULAR PURPOSE ARE DISCLAIMED. IN NO EVENT SHALL THE COPYRIGHT
OWNER OR CONTRIBUTORS BE LIABLE FOR ANY DIRECT, INDIRECT, INCIDENTAL,
SPECIAL, EXEMPLARY, OR CONSEQUENTIAL DAMAGE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PROCUREMENT OF SUBSTITUTE GOODS OR SERVICES; LOSS OF USE,
DATA, OR PROFITS; OR BUSINESS INTERRUPTION) HOWEVER CAUSED AND ON ANY
THEORY OF LIABILITY, WHETHER IN CONTRACT, STRICT LIABILITY, OR TORT
(INCLUDING NEGLIGENCE OR OTHERWISE) ARISING IN ANY WAY OUT OF THE USE
OF THIS SOFTWARE, EVEN IF ADVISED OF THE POSSIBILITY OF SUCH DAMAGE.
This product includes software developed by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Lawrence Berkeley
Laboratory and its contributors.
This product includes software developed by the Kungliga Tekniska Hogskolan and its
contributors.
This product includes software developed by Yen Yen Lim and North Dakota State University.
Portions Copyright©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The Regents of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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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istribution and use in source and binary forms, with or without
modification, are permitted provided that the following conditions are met:
1) Redistributions of source code must retain the above copyright notice, this list of
conditions and the following disclaimer.
2) Redistributions in binary form must reproduce the above copyright notice, this list of
conditions and the following disclaimer in the documentation and/or other materials
provided with the distribution.
3) All advertising materials mentioning features or use of this software must display the
following acknowledgement: "This product includes software developed by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and its contributors."
4) Neither the name of the University nor the names of its contributors may be used to
endorse or promote products derived from this software without specific prior written
permission.
THIS SOFTWARE IS PROVIDED BY THE INSTITUTE AND CONTRIBUTORS "AS IS" AND
ANY EXPRESS OR IMPLIED WARRANTIE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THE
IMPLIED WARRANTIES OF MERCHANTABILITY AND FITNESS FOR A PARTICULAR
PURPOSE ARE DISCLAIMED. IN NO EVENT SHALL THE REGENTS OR
CONTRIBUTORS BE LIABLE FOR ANY DIRECT, INDIRECT, INCIDENTAL, SPECIAL,
EXEMPLARY, OR CONSEQUENTIAL DAMAGE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PROCUREMENT OF SUBSTITUTE GOODS OR SERVICES; LOSS OF USE, DATA, OR
PROFITS; OR BUSINESS INTERRUPTION) HOWEVER CAUSED AND ON ANY THEORY
OF LIABILITY, WHETHER IN CONTRACT, STRICT LIABILITY, OR TORT (INCLUDING
NEGLIGENCE OR OTHERWISE) ARISING IN ANY WAY OUT OF THE USE OF THIS
SOFTWARE, EVEN IF ADVISED OF THE POSSIBILITY OF SUCH DAMAGE.

Portions Copyright© 1983 Regents of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All rights reserved.
Redistribution and use in source and binary forms are permitted provided that the above
copyright notice and this paragraph are duplicated in all such forms and that any
documentation, advertising materials, and other materials related to such distribution and use
acknowledge that the software was developed by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The
name of the University may not be used to endorse or promote products derived from this
software without specific prior written permission.
THIS SOFTWARE IS PROVIDED "AS IS" AND WITHOUT ANY EXPRESS OR IMPLIED
WARRANTIES, INCLUDING, WITHOUT LIMITATION, THE IMPLIED WARRANTIES OF
MERCHANTIBILITY AND FITNESS FOR A PARTICULAR PURPOSE.
Portions Copyright© 1995, 1996, 1997 Kungliga Tekniska Hogskolan (Royal Institute of
Technology, Stockholm, Sweden).
All rights reserved.
Redistribution and use in source and binary forms, with or without modification, are permitted
provided that the following conditions are met:
1) Redistributions of source code must retain the above copyright notice, this list of
conditions and the following disclai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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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Redistributions in binary form must reproduce the above copyright notice, this list of
conditions and the following disclaimer in the documentation and/or other materials
provided with the distribution.
3) All advertising materials mentioning features or use of this software must display the
following acknowledgement: "This product includes software developed by the
Kungliga Tekniska Hogskolan and its contributors."
4) Neither the name of the University nor the names of its contributors may be used to
endorse or promote products derived from this software without specific prior written
permission.
THIS SOFTWARE IS PROVIDED BY THE INSTITUTE AND CONTRIBUTORS "AS IS" AND
ANY EXPRESS OR IMPLIED WARRANTIE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THE
IMPLIED WARRANTIES OF MERCHANTABILITY AND FITNESS FOR A PARTICULAR
PURPOSE ARE DISCLAIMED. IN NO EVENT SHALL THE INSTITUTE OR
CONTRIBUTORS BE LIABLE FOR ANY DIRECT, INDIRECT, INCIDENTAL, SPECIAL,
EXEMPLARY, OR CONSEQUENTIAL DAMAGE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PROCUREMENT OF SUBSTITUTE GOODS OR SERVICES; LOSS OF USE, DATA, OR
PROFITS; OR BUSINESS INTERRUPTION) HOWEVER CAUSED AND ON ANY THEORY
OF LIABILITY, WHETHER IN CONTRACT, STRICT LIABILITY, OR TORT (INCLUDING
NEGLIGENCE OR OTHERWISE) ARISING IN ANY WAY OUT OF THE USE OF THIS
SOFTWARE, EVEN IF ADVISED OF THE POSSIBILITY OF SUCH DAMAGE.

Portions Copyright© 1997 Yen Yen Lim and North Dakota State University.
All rights reserved.
Redistribution and use in source and binary forms, with or without modification, are permitted
provided that the following conditions are met:
1) Redistributions of source code must retain the above copyright notice, this list of
conditions and the following disclaimer.
2) Redistributions in binary form must reproduce the above copyright notice, this list of
conditions and the following disclaimer in the documentation and/or other materials
provided with the distribution.
3) All advertising materials mentioning features or use of this software must display the
following acknowledgement: "This product includes software developed by Yen Yen
Lim and North Dakota State University"
4) The name of the author may not be used to endorse or promote products derived
from this software without specific prior written permission.
THIS SOFTWARE IS PROVIDED BY THE AUTHOR "AS IS" AND ANY EXPRESS OR
IMPLIED WARRANTIE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THE IMPLIED
WARRANTIES OF MERCHANTABILITY AND FITNESS FOR A PARTICULAR PURPOSE
ARE DISCLAIMED. IN NO EVENT SHALL THE AUTHOR BE LIABLE FOR ANY DIRECT,
INDIRECT, INCIDENTAL, SPECIAL, EXEMPLARY, OR CONSEQUENTIAL DAMAGE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PROCUREMENT OF SUBSTITUTE GOODS OR
SERVICES; LOSS OF USE, DATA, OR PROFITS; OR BUSINESS INTERRUPTION)
HOWEVER CAUSED AND ON ANY THEORY OF LIABILITY, WHETHER IN CONTRACT,
STRICT LIABILITY, OR TORT (INCLUDING NEGLIGENCE OR OTHERWISE) ARISING IN
ANY WAY OUT OF THE USE OF THIS SOFTWARE, EVEN IF ADVISED OF THE
POSSIBILITY OF SUCH DA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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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tions Copyright© 1993 by Digital Equipment Corporation.
Permission to use, copy, modify, and distribute this software for any purpose with or without
fee is hereby granted, provided that the above copyright notice and this permission notice
appear in all copies, and that the name of Digital Equipment Corporation not be used in
advertising or publicity pertaining to distribution of the document or software without specific,
written prior permission.
THE SOFTWARE IS PROVIDED "AS IS" AND DIGITAL EQUIPMENT CORP. DISCLAIMS
ALL WARRANTIES WITH REGARD TO THIS SOFTWARE, INCLUDING ALL IMPLIED
WARRANTIES OF MERCHANTABILITY AND FITNESS. IN NO EVENT SHALL DIGITAL
EQUIPMENT CORPORATION BE LIABLE FOR ANY SPECIAL, DIRECT, INDIRECT, OR
CONSEQUENTIAL DAMAGES OR ANY DAMAGES WHATSOEVER RESULTING FROM
LOSS OF USE, DATA OR PROFITS, WHETHER IN AN ACTION OF CONTRACT,
NEGLIGENCE OR OTHER TORTIOUS ACTION, ARISING OUT OF OR IN CONNECTION
WITH THE USE OR PERFORMANCE OF THIS SOFTWARE.

Portions Copyright© 1995, 1996, 1997, 1998, and 1999 WIDE Project.
All rights reserved.
Redistribution and use in source and binary forms, with or without modification, are permitted
provided that the following conditions are met:
1) Redistributions of source code must retain the above copyright notice, this list of
conditions and the following disclaimer.
2) Redistributions in binary form must reproduce the above copyright notice, this list of
conditions and the following disclaimer in the documentation and/or other materials
provided with the distribution.
3) Neither the name of the project nor the names of its contributors may be used to
endorse or promote products derived from this software without specific prior written
permission.
THIS SOFTWARE IS PROVIDED BY THE PROJECT AND CONTRIBUTORS "AS IS" AND
ANY EXPRESS OR IMPLIED WARRANTIE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THE
IMPLIED WARRANTIES OF MERCHANTABILITY AND FITNESS FOR A PARTICULAR
PURPOSE ARE DISCLAIMED. IN NO EVENT SHALL THE PROJECT OR
CONTRIBUTORS BE LIABLE FOR ANY DIRECT, INDIRECT, INCIDENTAL, SPECIAL,
EXEMPLARY, OR CONSEQUENTIAL DAMAGE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PROCUREMENT OF SUBSTITUTE GOODS OR SERVICES; LOSS OF USE, DATA, OR
PROFITS; OR BUSINESS INTERRUPTION) HOWEVER CAUSED AND ON ANY THEORY
OF LIABILITY, WHETHER IN CONTRACT, STRICT LIABILITY, OR TORT (INCLUDING
NEGLIGENCE OR OTHERWISE) ARISING IN ANY WAY OUT OF THE USE OF THIS
SOFTWARE, EVEN IF ADVISED OF THE POSSIBILITY OF SUCH DA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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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tions Copyright© 1996 Juniper Networks, Inc. All rights reserved.
Redistribution and use in source and binary forms, with or without modification, are permitted
provided that: (1)source code distributions retain the above copyright notice and this
paragraph in its entirety, (2) distributions including binary code include the above copyright
notice and this paragraph in its entirety in the documentation or other materials provided with
the distribution.
The name of Juniper Networks may not be used to endorse or promote products derived
from this software without specific prior written permission.
THIS SOFTWARE IS PROVIDED "AS IS" AND WITHOUT ANY EXPRESS OR IMPLIED
WARRANTIES, INCLUDING, WITHOUT LIMITATION, THE IMPLIED WARRANTIES OF
MERCHANTABILITY AND FITNESS FOR A PARTICULAR PURPOSE.

Portions Copyright© 2001 Daniel Hartmeier
All rights reserved.
Redistribution and use in source and binary forms, with or without modification, are permitted
provided that the following conditions are met:
z Redistributions of source code must retain the above copyright notice, this list of
conditions and the following disclaimer.
z Redistributions in binary form must reproduce the above copyright notice, this list of
conditions and the following disclaimer in the documentation and/or other materials
provided with the distribution.
THIS SOFTWARE IS PROVIDED BY THE COPYRIGHT HOLDERS AND CONTRIBUTOR
"AS IS" AND ANY EXPRESS OR IMPLIED WARRANTIE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THE IMPLIED WARRANTIES OF MERCHANTABILITY AND FITNESS FOR A
PARTICULAR PURPOSE ARE DISCLAIMED. IN NO EVENT SHALL THE COPYRIGHT
HOLDERS OR CONTRIBUTORS BE LIABLE FOR ANY DIRECT, INDIRECT, INCIDENTAL,
SPECIAL, EXEMPLARY, OR CONSEQUENTIAL DAMAGE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PROCUREMENT OF SUBSTITUTE GOODS OR SERVICES; LOSS OF USE,
DATA, OR PROFITS; OR BUSINESS INTERRUPTION) HOWEVER CAUSED AND ON ANY
THEORY OF LIABILITY, WHETHER IN CONTRACT, STRICT LIABILITY, OR TORT
(INCLUDING NEGLIGENCE OR OTHERWISE) ARISING IN ANY WAY OUT OF THE USE
OF THIS SOFTWARE, EVEN IF ADVISED OF THE POSSIBILITY OF SUCH DAMAGE.

Portions Copyright 1989 by Carnegie Mellon.
Permission to use, copy, modify, and distribute this program for any purpose and without fee
is hereby granted, provided that this copyright and permission notice appear on all copies
and supporting documentation, the name of Carnegie Mellon not be used in advertising or
publicity pertaining to distribution of the program without specific prior permission, and notice
be given in supporting documentation that copying and distribution is by permission of
Carnegie Mellon and Stanford University. Carnegie Mellon makes no representations about
the suitability of this software for any purpose. It is provided "as is" without express or implied
warra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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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Dump
Copyright© 1999 - 2005 NetGroup, Politecnico di Torino (Italy).
Copyright© 2005 - 2006 CACE Technologies, Davis (California).
All rights reserved.
Redistribution and use in source and binary forms, with or without modification, are permitted
provided that the following conditions are met:
1) Redistributions of source code must retain the above copyright notice, this list of
conditions and the following disclaimer.
2) Redistributions in binary form must reproduce the above copyright notice, this list of
conditions and the following disclaimer in the documentation and/or other materials
provided with the distribution.
3) Neither the name of the Politecnico di Torino, CACE Technologies nor the names of
its contributors may be used to endorse or promote products derived from this
software without specific prior written permission.
THIS SOFTWARE IS PROVIDED BY THE COPYRIGHT HOLDERS AND CONTRIBUTORS
"AS IS" AND ANY EXPRESS OR IMPLIED WARRANTIE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THE IMPLIED WARRANTIES OF MERCHANTABILITY AND FITNESS FOR A
PARTICULAR PURPOSE ARE DISCLAIMED. IN NO EVENT SHALL THE COPYRIGHT
OWNER OR CONTRIBUTORS BE LIABLE FOR ANY DIRECT, INDIRECT, INCIDENTAL,
SPECIAL, EXEMPLARY, OR CONSEQUENTIAL DAMAGE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PROCUREMENT OF SUBSTITUTE GOODS OR SERVICES; LOSS OF USE,
DATA, OR PROFITS; OR BUSINESS INTERRUPTION) HOWEVER CAUSED AND ON ANY
THEORY OF LIABILITY, WHETHER IN CONTRACT, STRICT LIABILITY, OR TORT
(INCLUDING NEGLIGENCE OR OTHERWISE) ARISING IN ANY WAY OUT OF THE USE
OF THIS SOFTWARE, EVEN IF ADVISED OF THE POSSIBILITY OF SUCH DAMAGE.
This product includes software developed by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Lawrence Berkeley
Laboratory and its contributors.

Secure iNetSuite
Copyright© 2008-2013 Dart Commun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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