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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매뉴얼의 모델 정보 읽기

iX1600, iX1400 또는 iX1300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모델 정보를 읽습니다.

l iX1600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

모델명 "iX1500"을 "iX1600"으로 읽어 주십시오.

l iX1400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

모델명 "iX1500"을 "iX1400"으로 읽어 주십시오.

그러나 iX1400은 무선 LAN 연결 기능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무선 LAN에 대한 설명을 건너뜁니
다.

l iX1300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

모델명 "iX1500"을 "iX1300"으로 읽어 주십시오.

단, iX1300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스캔 방법이 있습니다. "유턴 스캔" 및 "반환 스캔"

스캔　수행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본 사용 설명서의 여기를 참조해 주십시오.

iX1300에는 두 가지 스캔 방법이 있으므로 iX1300에 대한 ScanSnap 설정 창의 설정 항목은 다
음과 같이 서로 다릅니다.

- [스캔] 탭

l [급지 옵션] 버튼이 표시됩니다.

[급지 옵션] 버튼을 클릭하면 나타나는 [급지 옵션] 창에서 유턴 스캔 및 반환 스캔의 급
지 방법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l [옵션] 버튼을 클릭하면 나타나는 [스캔 모드 옵션] 창에 [양면 이미지 병합] 확인란이
표시됩니다.

반환 스캔 방법으로 문서를 스캔하여 생성된 이미지의 앞면과 뒷면을 자동으로 병합하고
병합된 이미지를 단일 이미지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본 사용 설명서의 여기를 참조해 주십시오.

- [용지] 탭

각 스캔 방법(유턴 스캔 및 반환 스캔)에 사용할 수 있는 설정 항목이 표시됩니다.

ScanSnap에 대한 최신 정보에 대한 참조

l 하드웨어에 대한 정보

ScanSnap의 설정 순서, 기본 작업 및 청소 순서에 대한 최신 정보는 기본 사용 설명서를 참조해
주십시오.

컴퓨터가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은 환경에서 기본 사용 설명서를 읽으려면 인터넷에 연결된 환경
의 컴퓨터를 사용하여 여기에서 PDF 버전의 설명서를 다운로드하십시오.

l 소프트웨어에 대한 정보

소프트웨어에 지원되는 운영 체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해 주십시오.

ScanSnap을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해 주십시오.

이 매뉴얼의 모델 정보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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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매뉴얼에 관해서

l "안전 정보" (6 페이지 )

l "상표" (7 페이지 )

l "제조 업체" (8 페이지 )

l "본 매뉴얼에서 사용되는 화살표" (9 페이지 )

l "본 매뉴얼에 수록된 화면 예시" (10 페이지 )

l "본 매뉴얼에서 사용되는 약어" (11 페이지 )

본 매뉴얼에 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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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정보

첨부된 "안전상 주의사항" 매뉴얼은 ScanSnap을 안전하고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한 중요한 정보를
포함합니다. ScanSnap을 사용하기 전에 본 매뉴얼을 반드시 읽고 이해해 주십시오.

안전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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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Apple, App Store, the Apple 로고, Mac, Mac OS, OS X, macOS, iPad, iPadOS, iPhoto, iPod
touch 및 iTunes는 Apple Inc.의 상표입니다.

Adobe, Acrobat 및 Reader는 Adobe의 미국 및/또는 그 외의 국가에서 등록 상표 또는 상표입니다.

ABBYY™ FineReader™ Engine © ABBYY. OCR by ABBYY

ABBYY 및 FineReader는 일부 관할 지역에 등록될 수 있는 ABBYY Software, Ltd.의 상표입니다.

Google, Android, Google Play, Google 드라이브 및 Google Chrome는 Google LLC의 상표 또는
등록 상표입니다. 이러한 등록 상표 또는 상표의 사용은 Google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Wi-Fi, Wi-Fi Protected Setup 및 Wi-Fi Protected Setup 로고는 Wi-Fi Alliance의 상표입니다.

ScanSnap, the ScanSnap 로고, ScanSnap Home, ScanSnap Manager, ScanSnap Organizer 및
CardMinder는 일본에서 PFU Limited의 등록 상표 또는 상표입니다.

기타 회사명과 제품명은 각 회사의 등록 상표 또는 상표입니다.

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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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 업체

PFU Limited

YOKOHAMA i-MARK PLACE, 4-4-5 Minatomirai, Nishi-ku, Yokohama, Kanagawa, 220-8567,
Japan

© PFU Limited 2013-2021

제조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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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매뉴얼에서 사용되는 화살표

연속적으로 선택해야 하는 아이콘과 메뉴 옵션은 오른쪽 화살표 기호 (→)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Finder의 사이드바에서 [응용 프로그램] → [ScanSnap]을 선택합니다.

본 매뉴얼에서 사용되는 화살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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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매뉴얼에 수록된 화면 예시

본 매뉴얼에 기재된 예시화면은 iX1500이 연결되어 있는 경우 표시되는 화면입니다.

본 매뉴얼에 기재된 예시화면은 macOS Catalina v10.15의 화면입니다.

운영 체제에 따라 실제 창과 조작이 다를 수 있습니다.

본 매뉴얼의 화면 예제는 제품 개발을 위해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실제 창이 본 매뉴얼의 화면 예제와 다른 경우, 표시되는 실제 화면을 따라 조작하십시오.

힌트

ScanSnap Manager 아이콘 이 Dock에 표시되지 않으면, Finder의 사이드바에서 [응용 프로그
램]을 클릭하고, [ScanSnap]을 클릭한 다음, [ScanSnap Manager]를 더블 클릭합니다.

본 매뉴얼에 수록된 화면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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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매뉴얼에서 사용되는 약어

ScanSnap 모델이 본 매뉴얼에서 지칭될 때 "칼라 이미지 스캐너 ScanSnap"으로 생략됩니다.

또한 본 매뉴얼에는 다음 약어를 사용합니다.

사용되는 약어 명칭

Mac OS macOS Catalina v10.15

macOS Mojave v10.14

macOS High Sierra v10.13

macOS Sierra v10.12

OS X El Capitan v10.11

Office 365 Office 365®

Word Microsoft® Word

Excel Microsoft® Excel®

PowerPoint Microsoft® PowerPoint®

Outlook Microsoft® Outlook®

Adobe Acrobat Adobe®Acrobat®

Adobe® Acrobat® DC

Adobe Reader Adobe®Reader®

Adobe® Acrobat® Reader® DC

ABBYY FineReader for
ScanSnap

ABBYY FineReader for ScanSnap™

본 매뉴얼의 설명은 ScanSnap과 첨부된 ABBYY FineReader for ScanSnap의 사용을
전제로 합니다. 별다른 지시가 없는 이상 ABBYY FineReader for ScanSnap의 용어는
ScanSnap과 함께 제공된 ABBYY FineReader for ScanSnap을 참조하고 있습니다.

ABBYY FineReader for ScanSnap은 예고 없이 업데이트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 주십
시오. 본 매뉴얼의 설명과 실제 화면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ABBYY FineReader for
ScanSnap 사용자 취급 설명서를 참조해 주십시오.

Android Android®

ScanSnap 칼라 이미지 스캐너 ScanSnap 시리즈 (*1)

*1: ScanSnap N1800 시리즈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본 매뉴얼에서 사용되는 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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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캔의 실행 방법

이 단원에서는 ScanSnap을 사용한 스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가지 방법으로 문서를 스캔할 수 있습니다. 스캔한 이미지의 사용 용도에 따라 어느 한 방법을 선
택해 주십시오.

l "퀵 메뉴를 사용해서 스캔하기" (12 페이지 )

l "프로필을 사용해서 스캔하기" (12 페이지 )

힌트

SV600의 경우 바로 가기 키 (키보드 단축키)를 지원하는 풋 페달을 사용하여 문서 스캔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ScanSnap Manager 도움말을 참조해 주십시오.

퀵 메뉴를 사용해서 스캔하기

ScanSnap을 사용하여 문서를 스캔한 후 표시되는 메뉴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선택하기만 하면 스캔
한 이미지를 저장하고 이메일로 보내거나 인쇄할 수 있으며 ScanSnap Manager를 애플리케이션과
연계할 수 있습니다.

퀵 메뉴를 사용한 스캔은 기본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퀵 메뉴에서 조작 선택하기" (14 페이지 )를 참조해 주십시오.

프로필을 사용해서 스캔하기

이전 설정된 프로필(스캔 설정 및 연동된 애플리케이션)을 선택하고 간단하게 [Scan] 버튼을 누르
기만 하면 문서를 스캔하고 애플리케이션과 연동합니다.

이것은 동일한 스캔 설정을 반복적으로 사용해서 문서를 스캔하고자 할 때에 편리합니다.

스캔의 실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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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프로필" (37 페이지 )를 참조해 주십시오.

스캔의 실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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퀵 메뉴에서 조작 선택하기

퀵 메뉴를 사용하면 ScanSnap을 처음 사용할 경우에도 간단히 조작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원하는 조작을 실행하려면 퀵 메뉴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선택합니다.

l "스캔한 이미지 사용" (14 페이지 )

l "애플리케이션과의 연동" (15 페이지 )

스캔한 이미지 사용

스캔된 문서 파일을 다른 사람과 공유한다.

Scan to Folder

스캔을 완료한 뒤 스캔 이미지를 네트워크 상의 공유 폴더에 직접 저장하여 공유할 수 있으며 저
장 폴더 경로를 전자 메일에 첨부하여 모든 구성원들에게 작성된 경로를 자동으로 통지할 수 있습
니다.

문서 파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메일로 보낸다.

Scan to E-mail

스캔 이미지 파일을 전자 메일에 첨부하여 다른 구성원들에게 송신할 수 있습니다.

퀵 메뉴에서 조작 선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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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전자 메일에 최대 10개의 파일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다음 스캔 설정에서 한 개 이상의 문서를 스캔할 경우 여러 개의 파일이 작성됩니다. 스캔하는 문서
매수를 주의해 주십시오.

l 파일 형식: JPEG (*.jpg)

l [설정 페이지마다 PDF 파일을 만듭니다] 확인란이 선택되어 있음

종이 문서를 복사한다.

Scan to Print

프린터로 스캔 이미지를 인쇄할 수 있습니다.

스캔 문서를 모바일 장치로 저장한다.

Scan to Mobile

스캔한 이미지를 컴퓨터에 연결된 모바일 장치에 저장합니다.

PDF 또는 JPEG 파일을 볼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저장 파일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과의 연동

스캔한 문서 파일을 정리하고 관리한다.

문서 저장

스캔한 이미지는 문서 유형에 [문서]를 사용하여 ScanSnap Home에 콘텐츠 데이터 기록으로 저
장됩니다. 콘텐츠 데이터 기록은 ScanSnap Home으로 구성하거나 관리할 수 있습니다.

ScanSnap Home이 설치된 경우에 표시됩니다.

중요

l ScanSnap Manager와 ScanSnap Home이 모두 설치된 경우 ScanSnap Home을 사용하여 문
서를 스캔할 수 없습니다.

l ScanSnap Home을 사용하려면 먼저 라이선스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라이선스를 활성화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ScanSnap Home 도움말의 여기를 참조해
주십시오.

대량의 명함을 저장하고 관리한다.

명함 저장

스캔한 이미지는 문서 유형에 [명함]을 사용하여 ScanSnap Home에 콘텐츠 데이터 기록으로 저
장됩니다. 콘텐츠 데이터 기록은 ScanSnap Home으로 구성하거나 관리할 수 있습니다.

퀵 메뉴에서 조작 선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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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anSnap Home이 설치된 경우에 표시됩니다.

중요

l ScanSnap Manager와 ScanSnap Home이 모두 설치된 경우 ScanSnap Home을 사용하여 문
서를 스캔할 수 없습니다.

l ScanSnap Home을 사용하려면 먼저 라이선스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라이선스를 활성화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ScanSnap Home 도움말의 여기를 참조해
주십시오.

가계부에 영수증의 각 구매 품목 이름과 금액을 기록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영수증 저장

스캔한 이미지는 문서 유형에 [영수증]을 사용하여 ScanSnap Home에 콘텐츠 데이터 기록으로
저장됩니다. 콘텐츠 데이터 기록은 ScanSnap Home으로 구성하거나 관리할 수 있습니다.

ScanSnap Home이 설치된 경우에 표시됩니다.

중요

l ScanSnap Manager와 ScanSnap Home이 모두 설치된 경우 ScanSnap Home을 사용하여 문
서를 스캔할 수 없습니다.

l ScanSnap Home을 사용하려면 먼저 라이선스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라이선스를 활성화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ScanSnap Home 도움말의 여기를 참조해
주십시오.

사진을 디지털화하여 앨범을 제작합니다.

사진 저장

스캔한 이미지는 문서 유형에 [사진]을 사용하여 ScanSnap Home에 콘텐츠 데이터 기록으로 저
장됩니다. 콘텐츠 데이터 기록은 ScanSnap Home으로 구성하거나 관리할 수 있습니다.

ScanSnap Home이 설치된 경우에 표시됩니다.

중요

l ScanSnap Manager와 ScanSnap Home이 모두 설치된 경우 ScanSnap Home을 사용하여 문
서를 스캔할 수 없습니다.

l ScanSnap Home을 사용하려면 먼저 라이선스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라이선스를 활성화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ScanSnap Home 도움말의 여기를 참조해
주십시오.

퀵 메뉴에서 조작 선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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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 자료에서 텍스트를 인용한다.

ABBYY Scan to Word

ABBYY Scan to Excel(R)

ABBYY Scan to PowerPoint(R)

스캔 이미지를 텍스트 인식하고 Word, Excel, 또는 PowerPoint 문서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ABBYY FineReader for ScanSnap (5.0 이상)이 설치되어 있을 경우 표시됩니다.

힌트

ScanSnap 설정 창의 [스캐닝 모드] 탭에서 [이미지 화질]을 [자동 해상도] 또는 [Super Fine]으로
선택할 것을 권장합니다.

카탈로그 및 팜플렛을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하고 쉽게 관리하거나 표시한
다.

사진

카탈로그 및 팜플렛의 스캔 이미지를 사진에 저장하여 사진으로 스캔한 이미지를 관리하거나 표
시할 수 있습니다.

힌트

퀵 메뉴에 자유롭게 애플리케이션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연동 애플리케이션 관리하
기" (90 페이지 )를 참조해 주십시오.

퀵 메뉴에서 조작 선택하기

17



ScanSnap Home에서 문서 관리하기

이 단원에서는 스캔한 문서 이미지를 ScanSnap Home에 관련 정보와 함께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1. 퀵 메뉴에서 [문서 저장] 아이콘 을 클릭합니다.
a ScanSnap Home의 메인 창이 표시됩니다.

중요

l ScanSnap Home을 사용하려면 먼저 라이선스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라이선스를 활성화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ScanSnap Home 도움말의 여기를 참조해 주
십시오.

l 퀵 메뉴가 표시되면 스캔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다른 문서를 스캔하기 전에 ScanSnap Manager
가 ScanSnap Home과 연동될 때까지 기다려 주십시오.

l 퀵 메뉴가 표시되는 동안에는 다른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스캔한 이미지를 이동, 삭제 또는 이
름을 변경하지 마십시오.

l ScanSnap Manager와 ScanSnap Home이 모두 설치된 경우 ScanSnap Home을 사용하여 문서
를 스캔할 수 없습니다.

힌트

l ScanSnap Home의 기능과 사용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ScanSnap Home 도움말을 참조해 주
십시오.

l 프로필은 연동 기능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프로필" (37 페이지 )를 참조해
주십시오.

ScanSnap Home에서 문서 관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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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anSnap Home에서 명함 관리하기

이 단원에서는 스캔한 명함 이미지를 ScanSnap Home에 관련 정보와 함께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1. 퀵 메뉴에서 [명함 저장] 아이콘 을 클릭합니다.
a ScanSnap Home의 메인 창이 표시됩니다.

중요

l ScanSnap Home을 사용하려면 먼저 라이선스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라이선스를 활성화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ScanSnap Home 도움말의 여기를 참조해 주
십시오.

l 퀵 메뉴가 표시되면 스캔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다른 명함을 스캔하기 전에 ScanSnap Manager
가 ScanSnap Home과 연동될 때까지 기다려 주십시오.

l 퀵 메뉴가 표시되는 동안에는 다른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스캔한 이미지를 이동, 삭제 또는 이
름을 변경하지 마십시오.

l ScanSnap Manager와 ScanSnap Home이 모두 설치된 경우 ScanSnap Home을 사용하여 문서
를 스캔할 수 없습니다.

힌트

l ScanSnap Home의 기능과 사용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ScanSnap Home 도움말을 참조해 주
십시오.

l 프로필은 연동 기능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프로필" (37 페이지 )를 참조해
주십시오.

ScanSnap Home에서 명함 관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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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anSnap Home에서 영수증 관리하기

이 단원에서는 스캔한 영수증 이미지를 ScanSnap Home에 관련 정보와 함께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1. 퀵 메뉴에서 [영수증 저장] 아이콘 을 클릭합니다.
a ScanSnap Home의 메인 창이 표시됩니다.

중요

l ScanSnap Home을 사용하려면 먼저 라이선스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라이선스를 활성화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ScanSnap Home 도움말의 여기를 참조해 주
십시오.

l 퀵 메뉴가 표시되면 스캔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다른 영수증을 스캔하기 전에 ScanSnap
Manager가 ScanSnap Home과 연동될 때까지 기다려 주십시오.

l 퀵 메뉴가 표시되는 동안에는 다른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스캔한 이미지를 이동, 삭제 또는 이
름을 변경하지 마십시오.

l ScanSnap Manager와 ScanSnap Home이 모두 설치된 경우 ScanSnap Home을 사용하여 문서
를 스캔할 수 없습니다.

힌트

l ScanSnap Home의 기능과 사용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ScanSnap Home 도움말을 참조해 주
십시오.

l 프로필은 연동 기능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프로필" (37 페이지 )를 참조해
주십시오.

ScanSnap Home에서 영수증 관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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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anSnap Home에서 앨범 제작하기

이 단원에서는 스캔한 사진의 이미지를 ScanSnap Home에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1. 퀵 메뉴에서 [사진 저장] 아이콘 을 클릭합니다.
a ScanSnap Home의 메인 창이 표시됩니다.

중요

l ScanSnap Home을 사용하려면 먼저 라이선스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라이선스를 활성화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ScanSnap Home 도움말의 여기를 참조해 주
십시오.

l 퀵 메뉴가 표시되면 스캔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진을 스캔하기 전에 ScanSnap Manager
가 ScanSnap Home과 연동될 때까지 기다려 주십시오.

l 퀵 메뉴가 표시되는 동안에는 다른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스캔한 이미지를 이동, 삭제 또는 이
름을 변경하지 마십시오.

l ScanSnap Manager와 ScanSnap Home이 모두 설치된 경우 ScanSnap Home을 사용하여 문서
를 스캔할 수 없습니다.

힌트

l ScanSnap Home의 기능과 사용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ScanSnap Home 도움말을 참조해 주
십시오.

l 프로필은 연동 기능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프로필" (37 페이지 )를 참조해
주십시오.

ScanSnap Home에서 앨범 제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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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된 폴더에서 스캔 이미지 관리하기

이 단원에서는 지정된 폴더에서 스캔된 이미지 파일을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상에서 공유 폴더에 저장된 스캔 이미지를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로
가 메시지에 자동으로 언급되기 때문에 저장 폴더 경로를 전자 메일 메시지로 모든 구성원들에게 통
지할 수 있습니다.

힌트

Mail에서 [Mail] 메뉴 → [환경 설정] → [일반] 아이콘 → [기본 이메일 프로그램]에서 선택한 전자
메일 프로그램은 다음 프로그램과 연동하기 위한 전자 메일 프로그램으로 사용됩니다.

다음과 같은 전자 메일 프로그램이 지원됩니다.

l Mail

l Outlook 2019 (데스크톱 버전)

l Office 365용 Outlook (데스크톱 버전)

1. 퀵 메뉴에서 [Scan to Folder] 아이콘 를 클릭합니다.
a [Scan to Folder] 창이 표시됩니다.

2. 미리보기 영역에서 스캔된 이미지를 확인합니다.
[Scan to Folder] 창에서 파일명 또는 저장 폴더를 변경하고 전자 메일 메시지로 저장 폴더의
경로를 모든 구성원들에게 통지할 것인지 여부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Scan to Folder] 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ScanSnap Manager 도움말을 참조해 주십시오.

지정된 폴더에서 스캔 이미지 관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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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a 스캔 이미지 파일이 지정된 폴더에 저장됩니다.

힌트

[Scan to Folder] 창에서 [저장 폴더 경로를 메일 메시지에 기재] 확인란을 선택하면 파일이 저
장된 폴더 경로를 표시하는 새로운 메시지 창이 표시됩니다.

중요

l 퀵 메뉴가 표시되면 [Scan to Folder] 창을 닫기 전까지 스캔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다음 문서를
스캔하기 전 [Scan to Folder] 창을 닫아 주십시오.

l 퀵 메뉴가 표시되면 [Scan to Folder] 창을 닫기 전까지 다른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스캔 이미
지의 이동, 삭제 또는 이름 바꾸기를 실행하지 말아 주십시오.

힌트

또한 프로필을 연동 기능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프로필" (37 페이지 )를 참조해 주십
시오.

지정된 폴더에서 스캔 이미지 관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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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메일에 파일 첨부

이 단원에서는 스캔 이미지를 첨부한 전자 메일 메시지의 송신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힌트

Mail에서 [Mail] 메뉴 → [환경 설정] → [일반] 아이콘 → [기본 이메일 프로그램]에서 선택한 전자
메일 프로그램은 다음 프로그램과 연동하기 위한 전자 메일 프로그램으로 사용됩니다.

다음과 같은 전자 메일 프로그램이 지원됩니다.

l Mail

l Outlook 2019 (데스크톱 버전)

l Office 365용 Outlook (데스크톱 버전)

1. 퀵 메뉴에서 [Scan to E-mail] 아이콘 를 클릭합니다.
a [Scan to E-mail] 창이 표시됩니다.

힌트

[Scan to E-mail] 창을 표시하지 않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Scan to E-mail] 창을 표시하지
않도록 설정하면 파일이 첨부된 상태로 신규 메시지 창이 표시됩니다.

설정 변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연동 애플리케이션의 설정 변경하기" (89 페이지 )를 참조해
주십시오.

2. 미리보기 영역에서 스캔된 이미지를 확인합니다.
[Scan to E-mail] 창에서 전자 메일에 스캔 이미지의 첨부 설정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Scan to E-mail] 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ScanSnap Manager 도움말을 참조해 주십시오.

전자 메일에 파일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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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메일에 첨부] 버튼을 클릭합니다.
a 첨부된 파일과 함께 새 전자 메일 메시지 창이 표시됩니다.

중요

l 퀵 메뉴가 표시되면 [Scan to E-mail] 창을 닫기 전까지 스캔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다음 문서를
스캔하기 전 [Scan to E-mail] 창을 닫아 주십시오.

l 퀵 메뉴가 표시되면 [Scan to E-mail] 창을 닫기 전까지 다른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스캔 이미
지의 이동, 삭제 또는 이름 바꾸기를 실행하지 말아 주십시오.

힌트

l [Scan to E-mail]의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연동 애플리케이션의 설정 변경
하기" (89 페이지 )를 참조해 주십시오.

l 또한 프로필을 연동 기능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프로필" (37 페이지 )를 참조해
주십시오.

전자 메일에 파일 첨부

25



ScanSnap을 복사기 용도로 사용하여 프린터로 스캔
이미지 인쇄하기

이 단원에서는 프린터로 스캔 이미지를 인쇄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프린터가 ScanSnap Manager와 연동할 때 ScanSnap을 복사기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중요

스캔 방법과 용지 상태에 따라서 문서 가장자리의 그림자로 인해 생성된 스캔 이미지에 사선 등이 나
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미지를 인쇄하는 경우 인쇄된 이미지에도 사선이 표시될 수 있습니다.

1. 퀵 메뉴에서 [Scan to Print] 아이콘 를 클릭합니다.
a [프린트] 창이 표시됩니다.

힌트

[프린트] 창을 표시하지 않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프린트] 창을 표시하지 않도록 설정하면
직접 인쇄됩니다.

설정 변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연동 애플리케이션의 설정 변경하기" (89 페이지 )를 참조해
주십시오.

2. [프린트] 창에서 스캔된 이미지를 확인합니다.
[프린트] 창에서 사용할 프린터의 지정, 인쇄 매수, 인쇄할 이미지 데이터의 크기 및 위치와 스
캔 이미지를 [이미지 저장]에서 지정된 폴더에 저장할 것인지 여부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프린트]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ScanSnap Manager 도움말을 참조해 주십시오.

ScanSnap을 복사기 용도로 사용하여 프린터로 스캔 이미지 인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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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프린트] 버튼을 클릭합니다.
a 스캔 이미지가 인쇄됩니다.

중요

l 퀵 메뉴가 표시되면 [Scan to Print] 창을 닫기 전까지 스캔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다음 문서를 스
캔하기 전 [Scan to Print] 창을 닫아 주십시오.

l 퀵 메뉴가 표시되면 [Scan to Print] 창을 닫기 전까지 다른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스캔 이미지
의 이동, 삭제 또는 이름 바꾸기를 실행하지 말아 주십시오.

힌트

l [Scan to Print]의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연동 애플리케이션의 설정 변경하
기" (89 페이지 )를 참조해 주십시오.

l 또한 프로필을 연동 기능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프로필" (37 페이지 )를 참조해
주십시오.

ScanSnap을 복사기 용도로 사용하여 프린터로 스캔 이미지 인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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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장치에데이터저장하기

이단원에서는스캔이미지를 PDF 또는 JPEG 파일로모바일장치에저장하는방법에대해서설명하고있
습니다.

중요

l 컴퓨터에는오직한대의모바일장치를연결할수있습니다.

l 본기능을사용하기위해서는모바일장치에 ScanSnap Connect Application을설치해야합니다. App
Store 또는 Google Play 등과같은애플리케이션스토어에서모바일장치용 ScanSnap Connect
Application을다운로드합니다.

모바일장치용 ScanSnap Connect Application이실행되는운영체제에대한자세한내용은다음웹페이
지를참조해주십시오.

https://scansnap.fujitsu.com/g-support/hn/

l 모바일 장치에 동시에 보낼수 있는 스캔 이미지 파일의 수 및 최대 파일 크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파일수: 최대 100개

- 파일크기: 1,024 MB

힌트

[Scan to Mobile]이 실행 중인 경우 메뉴바의 상태 메뉴에 아이콘 이 표시됩니다. 보다자세한내용
은ScanSnap Manager도움말을참조해주십시오.

1. 퀵 메뉴에서 [Scan to Mobile] 아이콘 을 클릭합니다.
a [Scan to Mobile] 창이표시됩니다.

모바일장치에데이터저장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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힌트

l [Scan to Mobile]이 처음 시작되면 표시되는 창의 [승인] 버튼을 클릭하여 [Scan to Mobile
- 기본] 창을 엽니다. [Scan to Mobile - 기본] 창에서모바일장치에연결하는암호를입력합
니다.

다른설정항목에대한보다자세한내용은ScanSnap Manager도움말을참조해주십시오.

l 방화벽경고가표시될수있습니다. 경고가표시되면[허용] 선택.

모바일장치에데이터저장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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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용하는모바일장치를컴퓨터에연결합니다.
사용하는모바일장치를컴퓨터에연결하기에대한자세한내용은사용하시는모바일장치의기본사용
설명서 (모바일연결)를참조해주십시오.

a 연결이개시되면 [Scan to Mobile] 창이나타나며컴퓨터에현재연결된모바일장치를표시합
니다. 그후스캔이미지는모바일장치로송신됩니다.

힌트

[Scan to Mobile - 기본] 창에서 [[송신] 버튼이클릭될때까지대기] 확인란을선택하면 [Scan
to Mobile] 창에 [송신] 버튼이표시됩니다. 모바일장치로이미지를송신하려면 [송신] 버튼을클
릭합니다.

3. 스캔이미지의송신이완료된후 [Scan to Mobile] 창을닫으려면 [닫기] 버튼을클릭합
니다.

힌트

컴퓨터에서모바일장치의연결을해제하면 [Scan to Mobile] 창은자동으로닫힙니다.

중요

l 퀵메뉴가표시되면스캔을시작할수없습니다. ScanSnap Manager와 [Scan to Mobile]의연동이완
료된후다른문서를스캔해주십시오.

l 퀵메뉴가표시되는중에는다른애플리케이션을사용하여스캔이미지의이동, 삭제, 이름을변경하지말
아주십시오.

힌트

l 모바일장치용 ScanSnap Connect Application의특징및사용방법에대한자세한내용은사용하시는모
바일장치의기본사용설명서 (모바일연결)를참조해주십시오.

l [Scan to Mobile]의설정을변경할수있습니다. 자세한내용은"연동 애플리케이션의 설정 변경하
기" (89 페이지 )를참조해주십시오.

l 또한프로필을연동기능에사용할수있습니다. 자세한내용은"프로필" (37 페이지 )를참조해주십시
오.

l ScanSnap Manager는 Scan to Mobile과자동으로연동시킬수있습니다. 자세한내용은"애플리케이
션과 자동 연동" (104 페이지 )를참조해주십시오.

모바일장치에데이터저장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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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장치에 기존 파일 저장하기

이 단원에서는 모바일 장치에 기존의 파일을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 Finder의 사이드바에서, [응용 프로그램] → [ScanSnap]을 선택한 다음, [Scan to
Mobile]을 더블 클릭합니다.
a [Scan to Mobile] 창이 표시됩니다.

2. 사용하는 모바일 장치를 컴퓨터에 연결합니다.
사용하는 모바일 장치를 컴퓨터에 연결하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사용하시는 모바일 장치의
기본 사용 설명서 (모바일 연결)를 참조해 주십시오.

a 연결이 개시되면 [Scan to Mobile] 창이 나타나며 컴퓨터에 현재 연결된 모바일 장치를 표
시합니다.

3. 메뉴바의 애플리케이션 메뉴에서 [파일] → [열기]를 선택합니다.
a [열기] 창이 표시됩니다.

4. 모바일 장치에 저장할 PDF 또는 JPEG 파일을 선택하고 [열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a 파일이 모바일 장치로 송신됩니다.

5. 스캔 이미지의 송신이 완료된 후 [Scan to Mobile] 창을 닫으려면 [닫기] 버튼을 클
릭합니다.

모바일장치에데이터저장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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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d, Excel 또는 PowerPoint 문서로 변환하기

이 단원에서는 ScanSnap에 첨부된 ABBYY FineReader for ScanSnap을 사용하여 스캔 이미지를
Word/Excel/PowerPoint 파일로 변환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중요

l 컴퓨터에 Word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TextEdit을 사용하여 변환된 파일을 보거나 확인할 수 있습
니다. Excel 또는 PowerPoint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Excel 또는 PowerPoint 파일로 변환된 문서
를 보거나 확인할 수 없습니다.

l Word, Excel 및 PowerPoint 파일로 변환된 문서를 보거나 확인하려면 이러한 애플리케이션을 설
치하고, 사용하시는 컴퓨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러한 애플리케이션의 사용자 등록 및 사용권
인증을 완료합니다.

l ABBYY FineReader for ScanSnap　및 해당 버전이 지원되는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는 ABBYY
FineReader for ScanSnap의 도움말을 참조해 주십시오. 지원되는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에 애
플리케이션을 유효로 합니다.

l Word, Excel 또는 PowerPoint에서 작업하는 동안 이 기능을 실행하지 말아 주십시오. 또한, 이 기
능을 실행하는 동안 Word, Excel 또는 PowerPoint를 사용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변
환 결과가 파일에 저장되고 [인식된 문서 열기] 확인란이 [기본 설정] 창에서 선택되더라도 표시되
지 않을 수 있습니다.

l ABBYY FineReader for ScanSnap의 OCR 기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BBYY FineReader for
ScanSnap의 OCR (광학 문자 인식) 기능" (33 페이지 )을 참조해 주십시오.

1. 퀵 메뉴에서 [ABBYY Scan to Word] 아이콘 , [ABBYY Scan to Excel(R)]

아이콘  또는 [ABBYY Scan to PowerPoint(R)] 아이콘 을 클릭합니
다.
a Word, Excel 또는 PowerPoint 파일로 변환 중인 스캔 이미지를 표시하는 창이 표시됩니다.

변환이 완료되면 Word, Excel, 또는 PowerPoint가 시작되며 변환 결과가 표시됩니다.

중요

l 퀵 메뉴가 표시되면 스캔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변환이 완료된 후 다음 문서를 스캔해 주십시오.

l 퀵 메뉴가 표시되는 중에는 다른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스캔 이미지의 이동, 삭제, 이름을 변경
하지 말아 주십시오.

힌트

l [ABBYY Scan to Word], [ABBYY Scan to Excel(R)] 또는 [ABBYY Scan to PowerPoint(R)]의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연동 애플리케이션의 설정 변경하기" (89 페이지 )를
참조해 주십시오.

l 또한 프로필을 연동 기능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프로필" (37 페이지 )를 참조해
주십시오.

Word, Excel 또는 PowerPoint 문서로 변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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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BYY FineReader for ScanSnap의 OCR (광학 문자 인식) 기능

이 단원에서는 ABBYY FineReader for ScanSnap의 OCR 기능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ABBYY FineReader for ScanSnap의 개요

ABBYY FineReader for ScanSnap은 ScanSnap의 전용 애플리케이션입니다. 본 프로그램은
ScanSnap에서 작성된 PDF 파일에서 텍스트 인식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Adobe Acrobat 또는 기
타 애플리케이션에서 작성된 파일의 텍스트 인식은 실행할 수 없습니다.

OCR 기능의 특성

OCR 기능의 특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텍스트 인식을 실행하기 전 다음 가이드 라인에 따라 변환에
적합한 문서인지 확인해 주십시오.

애플리케이션 텍스트 인식에 적합한 문서 텍스트 인식에 적합하지 않은 문서

ABBYY Scan to
Word

단일 또는 더블 열로 구성된 단순한 레이
아웃의 문서

도표, 테이블, 텍스트 등의 복잡한 레이아웃을 가진
문서(예. 브로슈어, 잡지 및 신문)

Word, Excel 또는 PowerPoint 문서로 변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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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리케이션 텍스트 인식에 적합한 문서 텍스트 인식에 적합하지 않은 문서

ABBYY Scan to
Excel(R)

모든 테두리가 외부 프레임에 연결되는 단
순 테이블이 있는 문서.

다음을 포함하는 문서

l 경계선이 없는 테이블

l 복잡한 셀 형식의 테이블

l 하위 테이블이 포함된 복잡한 테이블

l 도표

l 그래프

l 사진

l 세로 쓰기 문자가 포함된 문서

ABBYY Scan to
PowerPoint(R)

흰색 또는 단일색의 배경에 텍스트 및 단
순한 도표/테이블을 포함한 문서

l 문자, 다이어그램 및 일러스트로 구성된 복잡한
페이지 레이아웃의 문서

l 사진 또는 무늬가 있는 배경에 문자가 있는 문서

l 짙은 색상의 배경에 밝은 색상의 문자가 포함된
문서

원본 문서대로 재현할 수 없는 파라미터

다음 항목은 원본 문서 그대로 재현할 수 없습니다. Word, Excel, 또는 PowerPoint에서 텍스트 인식
의 결과를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데이터를 편집할 것을 권장합니다.

l 글꼴 및 문자 크기

l 문자 간격 및 선 간격

l 밑줄, 굵은 문자 및 이탤릭체 문자

l 윗첨자/아랫첨자

올바르게 인식할 수 없는 문서

다음 타입의 문서는 올바로 인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칼라 모드 선택]을 [칼라]로
변경하거나 해상도 (이미지 화질)를 올려 스캔함으로서 인식 가능할 수 있습니다.

l 손으로 직접 적은 문서

l 너무 작은 문자를 포함한 텍스트 (폰트 크기가10 미만)

l 비뚤어진 문서

Word, Excel 또는 PowerPoint 문서로 변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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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지정된 언어 이외의 언어로 된 문서

l 불균일한 색상의 배경 위에 문자가 있는 문서

예: 음영 문자

l 장식 문자가 많이 포함된 문서

예: 장식 문자 (엠보스/아웃라인)

l 무늬가 있는 배경에 문자가 있는 문서

예: 그림과 도표에 겹치는 문자

l 많은 문자가 밑줄 또는 테두리를 포함하는 문서

l 복잡한 레이아웃과 이미지 노이즈가 많은 문서

(이러한 문서를 변환할 때에는 인식 처리에 시간이 걸립니다.)

기타 고려사항

l 문서를 Excel 파일로 변환할 때 인식 결과가 65,536행을 초과하면 그 이상의 결과는 출력되지
않습니다.

l 문서를 Excel 파일로 변환할 경우 문서 전체의 레이아웃 정보, 도면과 그래프 및 높이/너비의 정
보는 재현할 수 없습니다. 표와 문자만 재현됩니다.

l PowerPoint 문서로 변환할 경우 배경색 및 모형은 재현되지 않습니다.

l 문서의 앞뒤 또는 가로 방향이 바르게 변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스캔한 이미지를 올바른 방
향으로 회전하기" (56 페이지 )을 사용하거나 문서를 올바른 방향으로 올려 놓습니다.

l 블리드 스루 감소가 유효로 되면 인식률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로 무
효로 하십시오.

키보드의 [control] 키를 누른 상태에서 Dock에서 ScanSnap Manager 아이콘 을 클릭하
고 ScanSnap Manager 메뉴에서 [설정] → [스캔 중] 탭 → [옵션] 버튼을 클릭하여 [스캔 모
드 옵션] 창을 표시합니다. 그런 다음 [스캔 모드 옵션] 확인란의 선택을 해제합니다(SV600의
경우 [블리드 스루를 줄입니다] 확인란은 [스캔 모드 옵션] 창의 [이미지 화질] 탭에 있습니다).

Word, Excel 또는 PowerPoint 문서로 변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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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캔 이미지를 사진으로 저장하기

이 단원에서는 스캔 이미지를 사진으로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1. 퀵 메뉴에서 [사진] 아이콘 을 클릭합니다.

중요

l 퀵 메뉴가 표시되면 스캔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ScanSnap Manager와 사진의 연동이 완료된 후
다른 문서를 스캔해 주십시오.

l 퀵 메뉴가 표시되는 중에는 다른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스캔 이미지의 이동, 삭제, 이름을 변경
하지 말아 주십시오.

힌트

l 스캔 이미지가 사진으로 저장되면, ScanSnap 설정 창의 [저장 중] 탭의 [이미지 저장]에서 지정
한 폴더에도 저장됩니다. 불필요한 경우 삭제해 주십시오.

l 또한 프로필을 연동 기능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프로필" (37 페이지 )를 참조해
주십시오.

스캔 이미지를 사진으로 저장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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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이 단원에서는 프로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주 사용하는 스캔 설정을 프로필로 일단 저장하면 프로필을 선택해서 스캔 목적에 따라 스캔 설정
을 쉽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최대 20개의 프로필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프로필을 선택하려면 ScanSnap Manager 아이콘 을 클릭해서 프로필 메뉴를 표시합니다.

l 프로필을 사용한 스캔 실행 방법

"프로필을 사용한 스캔 실행" (38 페이지 )

l 스캔한 이미지의 사용 목적에 따른 프로필의 스캔 설정 구성 방법

"스캔 설정의 구성 방법" (81 페이지 )

힌트

l 프로필을 사용하려면 ScanSnap 설정 창에서 [퀵 메뉴의 사용] 확인란의 선택을 해제할 필요가 있
습니다.

l ScanSnap Manager 메뉴에서 [프로필]을 선택하여 프로필 메뉴를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l ScanSnap 설정 창의 [프로필]에서 프로필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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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을 사용한 스캔 실행

이 단원에서는 프로필을 사용한 스캔 실행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스캔 이미지 파일이 ScanSnap Home에 저장되는 예를 설명합니다.

1. 키보드의 [control] 키를 누른 채 Dock에서 ScanSnap Manager 아이콘 을 클
릭한 후 ScanSnap Manager 메뉴에서 [설정]을 선택합니다.
a ScanSnap 설정 창이 표시됩니다.

2. [퀵 메뉴의 사용] 확인란의 선택을 해제합니다.

힌트

SV600과 또 다른 ScanSnap을 한 대의 컴퓨터에 연결하는 경우, 사용할 ScanSnap을 변경하기
위한 팝업 메뉴가 표시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두 대의 ScanSnap이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는 경
우(SV600)" (105 페이지 )를 참조해 주십시오.

3. ScanSnap 설정 창에서 [적용]을 클릭합니다.

4. 창 왼쪽 상단의 [ ]을 클릭하여 ScanSnap 설정 창을 닫습니다.

5. 프로필 메뉴에서 [표준]을 선택합니다.

프로필을 사용한 스캔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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힌트

SV600과 또 다른 ScanSnap을 한 대의 컴퓨터에 연결하는 경우, 각 ScanSnap만의 특정한 프로
필 메뉴가 표시됩니다. 이 경우, 사용 중인 ScanSnap 모델의 프로필 메뉴에서 프로필을 선택합
니다.

6. ScanSnap으로 문서를 스캔합니다.
문서 스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본 사용 설명서의 여기를 참조해 주십시오.

a 스캔이 완료되면 ScanSnap Home의 기본 창이 나타납니다.

프로필을 사용한 스캔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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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관리

이 단원에서는 프로필 관리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프로필의 추가, 변경 또는 삭제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해 주십시오.

l "프로필의 추가" (41 페이지 )

l "프로필 변경하기" (44 페이지 )

l "프로필 이름 바꾸기" (46 페이지 )

l "프로필의 표시 순서 변경하기" (48 페이지 )

l "프로필의 삭제" (49 페이지 )

힌트

SV600과 또 다른 ScanSnap을 한 대의 컴퓨터에 연결하는 경우, 각 ScanSnap의 설정을 변경할 수 있
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두 대의 ScanSnap이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는 경우(SV600)" (105 페이지 )를
참조해 주십시오.

프로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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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의 추가

이 단원에서는 프로필의 추가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표준] 프로필을 포함하여 최대 20개까지 저장할 수 있습니다.

1. 키보드의 [control] 키를 누른 채 Dock에서 ScanSnap Manager 아이콘 을 클
릭한 후 ScanSnap Manager 메뉴에서 [설정]을 선택합니다.
a ScanSnap 설정 창이 표시됩니다.

2. [퀵 메뉴의 사용] 확인란의 선택을 해제합니다.

3. 각 탭에서 스캔 설정을 구성합니다.
각 탭에 대해서는 ScanSnap Manager 도움말을 참조해 주십시오.

4. [프로필]에서 [추가된 프로필]을 선택합니다.

프로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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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신규 프로필의 추가] 창이 표시됩니다.

5. 새로운 프로필의 이름을 입력하고 [승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a ScanSnap 설정 창의 [프로필]에 추가된 프로필이 표시됩니다.

프로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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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적용] 버튼을 클릭합니다.

7. 창 왼쪽 상단의 [ ]을 클릭하여 ScanSnap 설정 창을 닫습니다.

프로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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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변경하기

이 단원에서는 프로필의 스캔 설정 변경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 키보드의 [control] 키를 누른 채 Dock에서 ScanSnap Manager 아이콘 을 클
릭한 후 ScanSnap Manager 메뉴에서 [설정]을 선택합니다.
a ScanSnap 설정 창이 표시됩니다.

2. [퀵 메뉴의 사용] 확인란의 선택을 해제합니다.

3. [프로필]에서 변경할 프로필을 선택합니다.

4. 각 탭에서 스캔 설정을 구성합니다.
각 탭에 대해서는 ScanSnap Manager 도움말을 참조해 주십시오.

프로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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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선택된 프로필의 설정 변경이 완료되면 [적용] 버튼을 클릭합니다.

6. 창 왼쪽 상단의 [ ]을 클릭하여 ScanSnap 설정 창을 닫습니다.

프로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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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이름 바꾸기

이 단원에서는 프로필 이름을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표준] 프로필 이외의 프로필 이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1. 키보드의 [control] 키를 누른 채 Dock에서 ScanSnap Manager 아이콘 을 클
릭한 후 ScanSnap Manager 메뉴에서 [프로필 관리]를 선택합니다.
a [ScanSnap Manager - 프로필 관리] 창이 표시됩니다.

힌트

l ScanSnap Manager 메뉴에서 [프로필 관리]를 선택할 수 없는 경우 ScanSnap 설정 창에서
[퀵 메뉴의 사용] 확인란의 선택을 해제합니다.

l ScanSnap 설정 창의 [프로필]에서 [프로필 관리]를 선택하여 [ScanSnap Manager - 프로
필 관리] 창을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2. 프로필을 선택하고 창 왼쪽 하단의 [ ] 버튼을 클릭하여 [이름 바꾸기]를 선택합
니다.

a 프로필 이름 필드에 새로운 이름을 입력할 수 있게 됩니다.

3. 새로운 이름을 입력합니다.

프로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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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프로필의 이름이 변경됩니다.

4. 창 왼쪽 상단의 [ ] 버튼을 클릭하여 [ScanSnap Manager - 프로필 관리] 창을 닫
습니다.
a 메시지 창이 표시됩니다.

5. [적용] 버튼을 클릭합니다.

프로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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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의 표시 순서 변경하기

이 단원에서는 프로필의 표시 순서 변경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단, [표준] 표시 순서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1. 키보드의 [control] 키를 누른 채 Dock에서 ScanSnap Manager 아이콘 을 클
릭한 후 ScanSnap Manager 메뉴에서 [프로필 관리]를 선택합니다.
a [ScanSnap Manager - 프로필 관리] 창이 표시됩니다.

힌트

l ScanSnap Manager 메뉴에서 [프로필 관리]를 선택할 수 없는 경우 ScanSnap 설정 창에서
[퀵 메뉴의 사용] 확인란의 선택을 해제합니다.

l ScanSnap 설정 창의 [프로필]에서 [프로필 관리]를 선택하여 [ScanSnap Manager - 프로
필 관리] 창을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2. 목록에서 원하는 위치로 프로필을 드래그합니다.

3. 창 왼쪽 상단의 [ ] 버튼을 클릭하여 [ScanSnap Manager - 프로필 관리] 창을 닫
습니다.

프로필 관리

48



프로필의 삭제

이 단원에서는 프로필의 삭제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표준] 프로필 이외의 프로필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키보드의 [control] 키를 누른 채 Dock에서 ScanSnap Manager 아이콘 을 클
릭한 후 ScanSnap Manager 메뉴에서 [프로필 관리]를 선택합니다.
a [ScanSnap Manager - 프로필 관리] 창이 표시됩니다.

힌트

l ScanSnap Manager 메뉴에서 [프로필 관리]를 선택할 수 없는 경우 ScanSnap 설정 창에서
[퀵 메뉴의 사용] 확인란의 선택을 해제합니다.

l ScanSnap 설정 창의 [프로필]에서 [프로필 관리]를 선택하여 [ScanSnap Manager - 프로
필 관리] 창을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2. 프로필을 선택하고 [ ] 버튼을 클릭합니다.

a 선택된 프로필이 삭제됩니다.

3. 창 왼쪽 상단의 [ ] 버튼을 클릭하여 [ScanSnap Manager - 프로필 관리] 창을 닫
습니다.
a 메시지 창이 표시됩니다.

4. [적용] 버튼을 클릭합니다.

프로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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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목적에 따른 스캔 설정

이 단원에서는 스캔한 이미지의 사용 목적에 따른 스캔 설정 구성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
다.

스캔 설정은 ScanSnap 설정 창에서 구성할 수 있습니다.

l "문서의 단면만을 스캔하기 (iX1500, iX500 또는 S1300i)" (51 페이지 )

l "흑백 또는 회색톤 모드에서 칼라 문서 스캔하기" (52 페이지 )

l "빈 페이지 삭제하기 (SV600에는 적용되지 않음)" (53 페이지 )

l "기울어진 문자열 보정하기" (54 페이지 )

l "스캔한 이미지를 올바른 방향으로 회전하기" (56 페이지 )

l "블리드 스루 줄이기" (58 페이지 )

l "조명 영향 줄이기 (SV600)" (60 페이지 )

l "희미한 색상 및 하이라이트가 날아가는 현상 줄이기 (SV600)" (62 페이지 )

l "비뚤어진 텍스트 보정하기 (SV600)" (64 페이지 )

l "스캔 이미지를 여러 개의 PDF 파일로 나눠 저장하기" (66 페이지 )

l "책의 스캔 이미지를 분리 단일 페이지 이미지로 저장하기 (SV600)" (68 페이지 )

l "PDF 파일에키워드설정하기" (70 페이지 )

l "자동으로 스캔 시작하기(SV600)" (76 페이지 )

사용 목적에 따른 스캔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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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의 단면만을 스캔하기 (iX1500, iX500 또는
S1300i)

문서의 단면만을 스캔 하려면 ScanSnap 설정 창의 [스캐닝 모드] 탭의 [스캐닝할 면] 드롭다운 목
록에서 [단면 스캔]을 선택합니다.

힌트

키보드의 [control] 키를 누른 상태에서 Dock에서 ScanSnap Manager 아이콘 을 클릭하고
ScanSnap Manager 메뉴에서 [단면 스캔]을 선택하면 [스캔 중] 탭의 [스캔할 면]에 [양면 스캔]을
지정하더라도 단면 모드로 스캔을 실행합니다.

문서의 단면만을 스캔하기 (iX1500, iX500 또는 S1300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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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백 또는 회색톤 모드에서 칼라 문서 스캔하기

칼라 문서를 스캔하고 회색톤 또는 흑백으로 저장하려면 ScanSnap 설정 창의 [스캔 중] 탭의 [칼
라 모드 선택] 드롭다운 목록에서 [회색톤] 또는 [흑백]을 선택합니다.

흑백 또는 회색톤 모드에서 칼라 문서 스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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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페이지 삭제하기 (SV600에는 적용되지 않음)

ScanSnap은 스캔 이미지에서 빈 페이지를 자동으로 검출하여 삭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양면
모드로 양면 및 단면 문서를 섞어서 스캔할 때 이미지는 단면 문서의 뒷면 (빈 페이지)를 제외하여
생성됩니다.

빈 페이지를 삭제하려면 ScanSnap 설정 창의 [스캐닝 모드] 탭에서 [빈 페이지를 자동으로 제거합
니다]를 선택합니다.

중요

다음 문서는 빈 페이지로 검출될 수 있습니다.

l 적은 문자만을 포함하는 거의 빈 문서

l 패턴, 선 또는 문자없이 단색 (검정 포함)으로만 이루어진 문서

이런 문서를 스캔할 경우 [빈 페이지를 자동으로 제거합니다] 확인란의 선택을 해제해 주십시오.

스캔 문서를 삭제할 때에는 이미지 데이터에서 실수로 삭제된 페이지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해 주
십시오.

빈 페이지 삭제하기 (SV600에는 적용되지 않음)

53



기울어진 문자열 보정하기

기울어진 문자열이 있는 문서가 스캔되면 ScanSnap은 문자열의 기울어짐을 감지하고 이 기울어짐
을 보정합니다.

중요

캐리어 시트를 스캔에 사용하는 경우 비뚤어진 문자열은 보정되지 않습니다.

힌트

ScanSnap 설정 창의 [용지] 탭에서 [용지 크기]에 [자동 검출]이 지정된 경우, 이미지의 기울어짐이
항상 보정됩니다. 따라서 [비뚤어진 문자열을 자동으로 보정합니다]를 활성화할 필요가 없습니다.

1. ScanSnap 설정 창에서 [스캐닝 모드] 탭을 선택한 다음 [옵션] 버튼을 클릭합니다.

a [읽기 모드 옵션] 창이 표시됩니다.

2. [비뚤어진 문자열을 자동으로 보정합니다]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SV600의 경우, [비뚤어진 문자열을 자동으로 보정합니다] 확인란은 [읽기 모드 옵션] 창의
[이미지 화질] 탭에 있습니다.

기울어진 문자열 보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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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읽기 모드 옵션] 창을 닫으려면 [승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4. ScanSnap 설정 창에서 [적용]을 클릭합니다.

5. 창 왼쪽 상단의 [ ]을 클릭하여 ScanSnap 설정 창을 닫습니다.

중요

l 기울어짐은 최대 ±5 도까지 보정될 수 있습니다.

l 비뚤어진 문자는 문서에 인쇄된 문자열을 기준으로 보정됩니다. 그러므로 다음 문서 타입의 스캔된
이미지는 잘못된 각도로 조절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비뚤어진 문자열을 자동으로 보정합니다] 확인란의 선택을 해제합니다.

- 문자간 또는 행간의 선단이 너무 좁거나, 문자가 서로 겹쳐 있을 때

- 아웃라인 또는 장식이 많은 문자가 있는 문서

- 문서에 이미지가 (예. 사진 및 그림) 너무 많고 문자가 매우 적을 때

- 무늬가 있는 배경에 문자가 있는 문서

예: 그림과 도표에 겹치는 문자

- 긴 사선이 있는 문서

- 손으로 직접 적은 문서

기울어진 문자열 보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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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캔한 이미지를 올바른 방향으로 회전하기

ScanSnap에서 각 스캔된 이미지를 자동으로 또는 지정된 방향으로 회전할 수 있습니다.

Office 환경에서 사용되는 문서 중 용지 크기가 같더라도 텍스트 방향이 가로 세로로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텍스트 방향에 대한 자동 검출은 그러한 문서 묶음에 유용합니다.

스캔한 이미지를 회전하려면 ScanSnap 설정 창의 [스캐닝 모드] 탭에서 [이미지 회전]을 선택합니
다.

중요

SV600의 경우, 문서 스캔을 위해 ScanSnap 설정 창의 [용지] 탭의 [문서 타입]에서 [나중에 선택]을
선택한 다음 [ScanSnap Manager - 이미지 스캐닝과 파일 저장] 창에서 [양면 페이지 펼치기(책/잡
지)]를 선택하면, 스캔 이미지가 올바른 방향으로 자동 회전되지 않습니다.

중요

스캔된 이미지의 올바른 방향은 문서에 인쇄된 문자열로 결정합니다. 그러므로 다음 문서 타입의 스캔
된 이미지는 [이미지 회전]에 대해 [자동]이 선택된 경우 회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동]을 선택하지 말아 주십시오.

l 지나치게 크거나 지나치게 작은 문자로 이루어진 문서

l 문자간 또는 행간의 선단이 너무 좁거나, 문자가 서로 겹쳐 있을 때

l 많은 문자가 밑줄 또는 테두리를 포함하는 문서

l 문서에 이미지가 (예. 사진 및 그림) 너무 많고 문자가 매우 적을 때

l 불균일한 색상의 배경 위에 문자가 있는 문서

예: 음영 문자

l 장식 문자가 많이 포함된 문서

예: 장식 문자 (엠보스/아웃라인)

l 무늬가 있는 배경에 문자가 있는 문서

예: 그림과 도표에 겹치는 문자

l 문자가 드로잉처럼 여러 방향으로 인쇄된 문서

스캔한 이미지를 올바른 방향으로 회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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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대문자로만 작성된 문서

l 손으로 직접 적은 문서

l 비뚤어진 문서

l 복잡한 레이아웃의 문서

l 이미지 노이즈가 많은 문서

l 옅은 문자로 이루어진 문서

l 희미한 문자로 이루어진 문서

스캔한 이미지를 올바른 방향으로 회전하기

57



블리드 스루 줄이기

문서 뒷면에 텍스트 또는 그림이 있을 때 스캔 이미지에 표시되는 블리드 스루를 줄일 수 있습니다.

1. ScanSnap 설정 창에서 [스캐닝 모드] 탭을 선택한 다음 [옵션] 버튼을 클릭합니다.

a [읽기 모드 옵션] 창이 표시됩니다.

2. [블리드 스루를 줄입니다]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SV600의 경우, [블리드 스루를 줄입니다] 확인란은 [읽기 모드 옵션] 창의 [이미지 화질] 탭
에 있습니다.

a 다음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블리드 스루 줄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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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메시지를 닫으려면 [승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4. [읽기 모드 옵션] 창을 닫으려면 [승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5. ScanSnap 설정 창에서 [적용]을 클릭합니다.

6. 창 왼쪽 상단의 [ ]을 클릭하여 ScanSnap 설정 창을 닫습니다.

중요

다음에 설명된 문서의 경우 블리드 스루 감소가 효과적으로 기능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는 [블리드 스루를 줄입니다] 확인란을 해제합니다.

l 연한 색상의 문자 또는 화상이 있는 문서 / 가는 문자 또는 선이 있는 문서 / 배경색이 어두운 문서

칼라가 재현되지 않거나 바뀔 수 있습니다. 마크된 문자열을 인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문자에 대
한 인식률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l 문서 색상이 연하거나 문자가 가는 문서

문자 인식률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l 블리드 스루가 많은 문서

블리드 스루가 눈에 띌 수 있습니다.

블리드 스루 줄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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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 영향 줄이기 (SV600)

형광등 또는 다른 조명의 영향으로 스캔 이미지에 가로 줄무늬가 생기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중요

l 이 처리로 인하여 평소보다 스캔 속도가 줄어 듭니다. 연속 스캐닝에서도 스캔을 시작하기 위한 대
기 시간이 길어집니다.

l 사용하시는 컴퓨터의 시스템 환경에 따라 처리에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1. ScanSnap 설정 창에서 [스캐닝 모드] 탭을 선택한 다음 [옵션] 버튼을 클릭합니다.

a [읽기 모드 옵션] 창이 표시됩니다.

2. [이미지 화질] 탭을 클릭하고, [형광등 깜박임을 줄입니다]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조명 영향 줄이기 (SV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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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다음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3. 메시지를 닫으려면 [승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4. [읽기 모드 옵션] 창을 닫으려면 [승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5. ScanSnap 설정 창에서 [적용]을 클릭합니다.

6. 창 왼쪽 상단의 [ ]을 클릭하여 ScanSnap 설정 창을 닫습니다.

조명 영향 줄이기 (SV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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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미한 색상 및 하이라이트가 날아가는 현상 줄이기
(SV600)

스캔 이미지에서 희미한 색상 및 하이라이트가 날아가는 현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중요

[칼라 이미지를 진하게 합니다] 확인란이 선택될 경우 다음 확인란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l [블리드 스루를 줄입니다] 확인란

l [밝기 (흑백에만)] 확인란

l [문서에서 문자만 선명하게 합니다] 확인란

1. ScanSnap 설정 창에서 [스캐닝 모드] 탭을 선택한 다음 [칼라 모드 선택]에 [칼라]
를 선택하고 [옵션] 버튼을 클릭합니다.

a [읽기 모드 옵션] 창이 표시됩니다.

2. [이미지 화질] 탭을 클릭하고, [칼라 이미지를 진하게 합니다]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희미한 색상 및 하이라이트가 날아가는 현상 줄이기 (SV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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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다음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3. 메시지를 닫으려면 [승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4. [읽기 모드 옵션] 창을 닫으려면 [승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5. ScanSnap 설정 창에서 [적용]을 클릭합니다.

6. 창 왼쪽 상단의 [ ]을 클릭하여 ScanSnap 설정 창을 닫습니다.

희미한 색상 및 하이라이트가 날아가는 현상 줄이기 (SV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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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뚤어진 텍스트 보정하기 (SV600)

스캔 이미지에서 가로로 비뚤어진 텍스트, 선 또는 그래픽을 보정할 수 있습니다.

중요

다음 타입의 문서에서는 비뚤어짐이 보정되지 않습니다.

l 가로 선이 포함되지 않은 문서

l 아주 가는 선 (0.5 포인트 이하의 두께), 파선, 점선, 물결선 또는 밝은 색상의 선을 포함하는 문서

1. ScanSnap 설정 창에서 [스캐닝 모드] 탭을 선택한 다음 [옵션] 버튼을 클릭합니다.

a [읽기 모드 옵션] 창이 표시됩니다.

2. [이미지 화질] 탭을 클릭하여 [다음 문서 타입의 비뚤어진 텍스트를 보정합니다] 확
인란을 선택한 다음 [타입]에서 보정할 문서를 선택합니다.

비뚤어진 텍스트 보정하기 (SV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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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읽기 모드 옵션] 창을 닫으려면 [승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4. ScanSnap 설정 창에서 [적용]을 클릭합니다.

5. 창 왼쪽 상단의 [ ]을 클릭하여 ScanSnap 설정 창을 닫습니다.

힌트

책이 스캔될 경우 [책 이미지 뷰어] 창에서 [비뚤어진 텍스트 보정] 확인란을 선택하여 스캔 이미지에
서 가로로 비뚤어진 텍스트, 선 또는 그래픽을 보정할 수 있습니다.

비뚤어진 텍스트 보정하기 (SV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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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캔 이미지를 여러 개의 PDF 파일로 나눠 저장하기

ScanSnap은 스캔 이미지를 지정된 페이지 수에 따라 각각의 PDF 파일로 나눠 저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형 크기의 전표를 한 번에 스캔하고 한 장씩 PDF 파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1. ScanSnap 설정 창에서 [파일 형식] 탭을 선택하고 [파일 형식] 드롭다운 목록에서
[PDF (*.pdf)]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 [옵션] 버튼을 클릭해 주십시오.

a [PDF 파일 형식 옵션] 창이 표시됩니다.

2. [설정 페이지마다 PDF 파일을 만듭니다]를 선택하고 페이지 수를 입력합니다.
지정된 페이지 수에 따라 스캔을 실행할 때마다 PDF 파일이 한 개씩 작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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힌트

양면 모드에서 2 페이지(앞/뒤)가 각 문서로 작성됩니다.

[스캐닝 모드] 탭에서 [빈 페이지를 자동으로 제거합니다] 확인란을 선택할 경우 빈 페이지가 삭
제되면 원본 문서와 스캔 이미지의 페이지 번호는 달라지게 됩니다. 원본 페이지 순서를 유지하
려면 이 확인란의 선택을 해제해 주십시오.

3. [PDF 파일 형식 옵션] 창을 닫으려면 [승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4. ScanSnap 설정 창에서 [적용]을 클릭합니다.

5. 창 왼쪽 상단의 [ ]을 클릭하여 ScanSnap 설정 창을 닫습니다.

스캔 이미지를 여러 개의 PDF 파일로 나눠 저장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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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의 스캔 이미지를 분리 단일 페이지 이미지로 저장하
기 (SV600)

책이 스캔되는 경우 2 페이지를 펼친 이미지를 왼쪽 및 오른쪽에 1 페이지 씩 두 개의 이미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ScanSnap 설정 창에서 [용지] 탭을 선택한 다음 [옵션] 버튼을 클릭합니다.

a [옵션] 창이 표시됩니다.

2. 2 페이지를 펼친 이미지에 저장할 단일 페이지의 순서를 선택합니다.

3. [옵션] 창을 닫으려면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책의 스캔 이미지를 분리 단일 페이지 이미지로 저장하기 (SV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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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ScanSnap 설정 창에서 [적용]을 클릭합니다.

5. 창 왼쪽 상단의 [ ]을 클릭하여 ScanSnap 설정 창을 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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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파일에키워드설정하기

문서가 흑백인 경우, 문자열(페이지 서두 및 제목)을 키워드로 설정하여 PDF 파일 검색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에키워드를설정하려면키워드로설정하는문자열을수성형광펜으로완전히커버되도록긋습니
다. 스캔을실행할때마커한문자열이인식되어 PDF 파일의키워드로설정됩니다.

수성형광펜으로문자열마커하기에대한보다자세한내용은"문자열 마커 방법" (74 페이지 )를참조해
주십시오.

중요

퀵 메뉴에서 다음 애플리케이션 중 하나를 선택하면 이 기능이 비활성화됩니다.

l 명함 저장

l 영수증 저장

l 사진 저장

1. ScanSnap 설정창에서 [파일형식] 탭의 [파일형식] 드롭다운목록에서 [PDF (*.pdf)]
를선택합니다.

힌트

ScanSnap 설정창의 [스캐닝모드] 탭에서 [이미지화질]을 [Fine] 또는 [Super Fine]으로선택
할것을권장합니다.

2. [마커부분의문자열을 PDF 파일키워드로설정합니다] 확인란을선택합니다.

PDF 파일에키워드설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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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지원되지 않는 언어가 [언어]에서 지정된 경우에는 이 확인란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음 언어는 지원됩니다.

일본어/영어/프랑스어/독일어/이탈리아어/스페인어/중국어 (간체)/중국어 (번체)/한국어/러시아
어/포르투갈어

a 다음메시지가표시됩니다.

3. 메시지를닫으려면 [승인] 버튼을클릭합니다.

4. [OCR 선택] 및 [OCR 옵션]을지정합니다.

PDF 파일에키워드설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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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문서의텍스트방향이세로이면 [모든마커부분]을선택해주십시오.

힌트

[OCR 선택]에서설정할수있는 [첫마커부분]은다음과같이사용됩니다.

l PDF 파일의키워드로문서의타이틀과같은문자열을설정하려면이버튼을선택합니다.

예: 문서의제목만마커하면마커된문자열이 PDF 파일의키워드로설정되며제목문자열로
PDF 파일을검색할수있게됩니다.

l 한줄에여러부분이마커되어있으면문서의상단과가장가까운마커된문자열이키워드로설정됩니
다.

예: 다음의경우마커부분 B에서문자열은마커부분 A보다높으므로키워드로설정됩니다.

5. ScanSnap 설정창에서 [적용]을클릭합니다.

6. 창 왼쪽 상단의 [ ]을 클릭하여 ScanSnap 설정 창을 닫습니다.

중요

l [마커부분의문자열을 PDF 파일키워드로설정합니다] 확인란을선택한경우사용하시는컴퓨터의시스
템환경에따라텍스트인식처리에다소시간이걸릴수있습니다.

PDF 파일에키워드설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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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다음타입의문서 (문자열)의스캔이미지는올바로인식되지않을수있습니다.

이경우 [이미지화질] 에서높은해상도를지정하면보다나은텍스트인식결과를얻을수있습니다.

- 손으로직접적은문서

- 아주작은문자로적혀있거나낮은해상도로스캔된문서

- 비뚤어진문서

- 지정된언어이외의언어로된문서

- 이탤릭체의문자를포함하는문서

- 윗첨자/아랫첨자의문자를포함하고있거나, 복잡한레이아웃의문서

- 불균일한색상의배경위에문자가있는문서

예: 음영문자

- 장식문자가많이포함된문서

예: 장식문자 (엠보스/아웃라인)

- 무늬가있는배경에문자가있는문서

예: 그림과도표에겹치는문자

- 많은문자가밑줄또는테두리를포함하는문서

l 이러문서의인식처리에는시간이더걸립니다.

- 복잡한레이아웃의문서

- 텍스트이외의정보를포함하고있는문서

예: 어두운배경이있는텍스트

l 블리드스루감소가유효로되면인식률이떨어질수있으며, 마커가삭제또는연하게될수있습니다. 그경
우다음과같은절차로무효로하십시오.

키보드의 [control] 키를 누른 상태에서 Dock에서 ScanSnap Manager 아이콘 을 클릭하고
ScanSnap Manager 메뉴에서 [설정] → [스캔 중] 탭 → [옵션] 버튼을 클릭하여 [스캔 모드 옵
션] 창을 표시합니다. 그런 다음 [스캔 모드 옵션] 확인란의 선택을 해제합니다(SV600의 경우 [블
리드 스루를 줄입니다] 확인란은 [스캔 모드 옵션] 창의 [이미지 화질] 탭에 있습니다).

힌트

l 문서에같은문자열이여러번마커되어있으면 PDF 파일에는같은키워드가여러번추가됩니다.

l 모든키워드의총길이는키워드간의구두점을포함해서최대 255문자까지입니다.

l Adobe Acrobat 또는 Adobe Reader를 사용하여 키워드를 확인하면 추가된 키워드가 따옴표 마크
(예: "ABC")와 함께 표시될 수 있습니다.

l ScanSnap Manager를 ScanSnap Home과 연결하면 콘텐츠 데이터 기록 보기의 [문서 정보] 아래
에 있는 [메모]에 키워드에 대한 정보가 적용됩니다.

PDF 파일에키워드설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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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열 마커 방법

PDF 파일에 키워드를 설정하려면 키워드로 설정하는 문자열을 수성 형광펜으로 완전히 커버되도록
긋습니다. 스캔을 실행할 때 마커한 문자열이 인식되어 PDF 파일의 키워드로 설정됩니다.

ScanSnapScanSnap

Scan

Scan

ScanSnapScanSnap

다음 방법으로 흑백 문서를 마커합니다.

l 일반 형광펜이면 어느 것이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권장하는 형광펜의 색상와 두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핑크 노랑 파랑 녹색

l 단일 문자열을 직선으로 반듯하게 그어 주십시오.

l 지원되는 마커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소: 3 mm (짧은 쪽) × 10 mm (긴 쪽)

최대: 20 mm (짧은 쪽) × 150 mm (긴 쪽)

l 마커는 한 페이지에 한 색상만 사용해 주십시오.

l 마커할 때 문자열 전체가 덮히도록 그어졌는지 확인합니다.

마커 전체 색상이 균일하도록 마커합니다.

좋은 예 나쁜 예 1
(전체 부분이 커버되지 않음)

나쁜 예 2
(색상이 균일하지 않음)

l 페이지마다 10 개 이상 마커할 수 없습니다.

중요

l iX100/S1300i/S1100i/S1100

PDF 파일에키워드설정하기

74



- 파랑색 또는 녹색 형광펜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핑크색 또는 노란색으로 그어진 마커 문자열은
키워드로 인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신문과 같이 바탕이 어두운 문서를 마커할 때에는 파란색의 형광펜을 사용해 주십시오. 파란색
이외의 색상이 사용될 때 마커된 부분이 검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l 다음 문서의 경우, 마커된 부분은 인식되지 않으며 키워드로 설정할 수 없습니다.

- 카탈로그 또는 팜플렛과 같은 칼라 문서

- 2 색 이상의 색을 사용하여 마킹된 문서

- 마커 이외의 색상을 포함하는 문서 (형광펜 이외의 펜을 사용하거나 더럽혀진 문서)

- 한 페이지에 너무 많은 부분이 마커된 문서

l 다음과 같이 마커된 문자열은 키워드로 설정할 수 없습니다.

- 마커된 부분 크기가 지원 범위 밖일 때

- 마킹이 일정하지 않을 때 (예. 기울어짐)

- 여러 개를 마커할 때 서로 근접해 있을 경우

- 형광펜 색상이 너무 연하거나 색상이 흐릿할 때

l 문자열이 한 개 이상 마킹될 때 마커된 부분의 사이에 최소 5 mm의 간격이 있는지를 확인해 주십
시오. 마크된 부분이 너무 가까우면, 하나로 마크된 것으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l 마커 부분이 선 위 아래에 서로 겹쳐질 경우 마커 부분 주위에 겹쳐진 문자열 또한 키워드로 설정될
수 있습니다.

l 다음의 경우, 마커되지 않은 문자열은 키워드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카탈로그 또는 팜플렛과 같은 칼라 문서

- 칼라 텍스트, 도표, 사진, 표 또는 선이 들어간 문서

- 형광펜으로 테두리 한 부분을 포함하는 문서

- 더렵혀진 문서

힌트

l 키워드의 설정의 문제를 개선하려면, 해상도를 높여 주십시오.

l PDF 파일에 설정한 키워드는 미리보기의 "Inspector", Adobe Acrobat 또는 Adobe Reader의 [문
서 속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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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으로 스캔 시작하기(SV600)

다음 기능을 사용하여 스캔을 자동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l 페이지 넘김 검출

ScanSnap이 페이지 넘김을 자동으로 검출하고 연속 스캔을 시작합니다.

복수 페이지의 책을 연속으로 스캔 시에 유용합니다.

중요

- 페이지 넘김 검출을 사용할 경우 한 개의 책만 올려 놓아 주십시오.

- 페이지가 빨리 넘어가는 경우 페이지 넘김 검출은 올바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페이지
넘김 검출이 올바르게 작동하지 않을 경우, 페이지를 천천히 넘기십시오.

힌트

페이지 넘김 검출은 문서를 스캔하기 전에 ScanSnap의 [Scan] 버튼을 2 초 이상 눌러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하나의 스캔 작업이 완료되면 페이지 넘김 검출이 미사용으로 돌아갑니다.

l 타이머 모드

[Scan] 버튼을 누른 후 스캔을 시작할 때까지의 대기 시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지정된 시간
간격으로 계속해서 문서를 스캔할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문서를 연속으로 스캔 시에 유용합니다.

1. ScanSnap 설정 창에서 [스캐닝 모드] 탭을 선택한 다음 [옵션] 버튼을 클릭합니다.

a [읽기 모드 옵션] 창이 표시됩니다.

2. [스캔] 탭을 클릭합니다.

자동으로 스캔 시작하기(SV600)

76



l 페이지 넘김 검출 설정하기

[다음 스캔 시작을 위한 설정을 구성합니다] 확인란을 선택한 다음 [페이지 넘김 검출 모
드]를 선택합니다.

l 타이머 모드 설정하기

- ScanSnap이 문서의 스캔을 시작하기 전에 시간을 설정할 경우:

[[Scan] 버튼을 누른 후 스캔을 시작하기까지의 대기 시간을 지정합니다] 확인란을
선택한 다음 [대기 시간]을 지정합니다.

자동으로 스캔 시작하기(SV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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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지정된 시간 간격 후에 문서 스캔을 반복할 경우:

1. [다음 스캔 시작을 위한 설정을 구성합니다] 확인란을 선택한 다음 [타이머 간격
(타이머 모드)]를 선택합니다.

2. [스캔 간격]을 지정합니다.

3. [읽기 모드 옵션] 창을 닫으려면 [승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4. ScanSnap 설정 창에서 [적용]을 클릭합니다.

자동으로 스캔 시작하기(SV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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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창 왼쪽 상단의 [ ]을 클릭하여 ScanSnap 설정 창을 닫습니다.

자동으로 스캔 시작하기(SV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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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anSnap Manager 설정하기

ScanSnap Manager에서는 문서 스캔을 위한 설정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l "스캔 설정의 구성 방법" (81 페이지 )

l "퀵 메뉴 설정" (83 페이지 )

l "연동 애플리케이션의 설정 변경하기" (89 페이지 )

l "연동 애플리케이션 관리하기" (90 페이지 )

l "사용자 지정 용지 크기 관리하기" (98 페이지 )

l "애플리케이션과 자동 연동" (104 페이지 )

l "두 대의 ScanSnap이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는 경우(SV600)" (105 페이지 )

l "ScanSnap을 무선 LAN에 연결하기 (iX1500/iX500/iX100)" (107 페이지 )

ScanSnap Manager 설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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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캔 설정의 구성 방법

스캔 이미지의 사용 목적에 따라 ScanSnap 설정 창에서 ScanSnap Manager 스캔 설정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1. 키보드의 [control] 키를 누른 채 Dock에서 ScanSnap Manager 아이콘 을 클
릭한 후 ScanSnap Manager 메뉴에서 [설정]을 선택합니다.

a ScanSnap 설정 창이 표시됩니다.

2. 각 탭에서 스캔 설정을 구성합니다.

각 탭에 대해서는 ScanSnap Manager 도움말을 참조해 주십시오.

3. [적용] 버튼을 클릭합니다.
a 스캔 설정이 변경됩니다.

l 퀵 메뉴를 사용할 경우 스캔 설정의 [사용자 지정] 버튼이 변경됩니다.

l 프로필을 사용하는 경우, 현재 선택한 프로필에 대한 스캔 설정이 변경됩니다.

힌트

ScanSnap 설정 창이 표시된 상태에서 ScanSnap의 [Scan] 버튼을 누르면 ScanSnap 설정 창
이 닫히고 스캔이 시작됩니다. 변경한 스캔 설정이 저장되고 문서가 이러한 설정에 따라 스캔됩
니다.

다른 창이 열린 상태에서는 ScanSnap의 [Scan] 버튼을 눌러도 창이 닫히지 않고 스캔이 시작
되지 않습니다.

스캔 설정의 구성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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힌트

l SV600과 또 다른 ScanSnap을 한 대의 컴퓨터에 연결하는 경우, 각 ScanSnap의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두 대의 ScanSnap이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는 경우(SV600)" (105 페
이지 )를 참조해 주십시오.

l [command ]와 [S] 키를 동시에 눌러서 ScanSnap 설정 창을 열 수도 있습니다. 이 조작은
ScanSnap Manager를 사용할 때 유효합니다. (ScanSnap Manager 메뉴가 메뉴바에 표시됩니다.)

스캔 설정의 구성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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퀵 메뉴 설정

다음 설정을 퀵 메뉴에서 구성할 수 있습니다.

l "표시 모드 변경하기" (84 페이지 )

l "표시 순서 변경하기" (85 페이지 )

l "즐겨찾기에 애플리케이션 추가하기" (88 페이지 )

퀵 메뉴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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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 모드 변경하기

다음 두 모드를 퀵 메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즐겨찾기] 모드

즐겨찾기로 지정된 애플리케이션을 표시됩니다.

자주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즐겨찾기로 설정하고 [즐겨찾기] 모드에서 표시하면 신속하고 간
편하게 애플리케이션을 찾을 수 있습니다.

즐겨찾기 지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즐겨찾기에 애플리케이션 추가하기" (88 페이지 )를 참조
해 주십시오.

[모든 애플리케이션] 모드

퀵 메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애플리케이션이 표시됩니다.

기본값으로 퀵 메뉴가 모든 애플리케이션을 포함하는 [즐겨찾기] 모드에 표시됩니다.

표시 모드를 변환하려면 퀵 메뉴에서 [모든 애플리케이션 표시] 또는 [즐겨찾기 표시]를 클릭하십
시오.

퀵 메뉴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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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 순서 변경하기

퀵 메뉴에 표시된 애플리케이션의 순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퀵 메뉴에 를 클릭합니다.

a [애플리케이션을 표시하기/숨기기] 창이 표시됩니다.

2. 퀵 메뉴에서 애플리케이션이 표시되는 순서를 지정합니다.
[애플리케이션을 표시하기/숨기기] 창에 표시된 동일한 순서로 애플리케이션이 퀵 메뉴에 표
시됩니다.

애플리케이션을 원하는 위치로 드래그하여 애플리케이션의 표시 순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퀵 메뉴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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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리케이션은 퀵 메뉴에서 아래의 순서로 표시되고, [애플리케이션을 표시하기/숨기기] 창
의 애플리케이션 목록에 표시됩니다.

퀵 메뉴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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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창 왼쪽 상단의 [ ] 버튼을 클릭하여 [애플리케이션을 표시하기/숨기기] 창을 닫습
니다.
a 퀵 메뉴에서 애플리케이션이 표시되는 순서가 변경됩니다.

퀵 메뉴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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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겨찾기에 애플리케이션 추가하기

퀵 메뉴에서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자주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즐겨찾기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퀵 메뉴에서 [모든 애플리케이션 표시]를 클릭합니다.
a 퀵 메뉴가 [모든 애플리케이션] 모드로 변환됩니다.

2. 키보드에서 [control] 키를 누르면서 즐겨찾기로 설정할 애플리케이션을 클릭하고
표시되는 메뉴에서 [즐겨찾기에 추가]를 클릭합니다.
a 애플리케이션이 즐겨찾기로 설정됩니다.

표시된 메뉴에서 [즐겨찾기에 추가]가 선택되며 애플리케이션 아이콘 오른쪽 상단에 별이
표시됩니다.

힌트

l 초기설정에서는 모든 애플리케이션이 즐겨찾기로 설정됩니다. 애플리케이션의 즐겨찾기 설정을 해
제하려면 [즐겨찾기에 추가]를 해제해 주십시오.

l [애플리케이션을 표시하기/숨기기] 창에서도 즐겨찾기 애플리케이션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퀵 메뉴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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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 애플리케이션의 설정 변경하기

연동 애플리케이션 형태에 따라 애플리케이션 특정 설정을 사용하거나 연동 애플리케이션에 지정된
설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단원에서는 연동 애플리케이션의 설정을 지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퀵 메뉴를 사용하여 설정을 변경하려면

마우스 커서를 애플리케이션 아이콘으로 이동한 다음 을 클릭합니다.

설정을 변경할 수 없는 애플리케이션의 경우에는 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ScanSnap 설정 창에서 설정을 변경하려면

ScanSnap 설정 창의 [애플리케이션] 탭에서 연동 애플리케이션을 선택하고 [애플리케이션의 설
정] 버튼을 클릭합니다. 설정을 변경할 수 없는 애플리케이션의 경우에는 [애플리케이션의 설정]
버튼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각 애플리케이션에서 구성 가능한 설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ScanSnap Manager 도움말 또는 관
련 애플리케이션의 매뉴얼을 참조해 주십시오.

연동 애플리케이션의 설정 변경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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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 애플리케이션 관리하기

퀵 메뉴와 ScanSnap 설정 창의 [애플리케이션] 탭에서 [애플리케이션]에 추가된 애플리케이션을
추가, 변경 및 삭제할 수 있습니다.

l "애플리케이션 추가하기" (91 페이지 )

l "애플리케이션 설정 변경하기" (95 페이지 )

l "애플리케이션 삭제하기" (97 페이지 )

연동 애플리케이션 관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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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리케이션 추가하기

이 단원에서는 애플리케이션 추가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최대 10개의 애플리케이션까지 추가할 수 있습니다.

1. 키보드의 [control] 키를 누른 채 Dock에서 ScanSnap Manager 아이콘 을 클
릭한 후 ScanSnap Manager 메뉴에서 [설정]을 선택합니다.
a ScanSnap 설정 창이 표시됩니다.

2. [애플리케이션] 탭에서 [애플리케이션의 설정] 버튼을 클릭합니다.
a [애플리케이션을 표시하기/숨기기] 창이 표시됩니다.

3. [설정] 버튼을 클릭합니다.
a [애플리케이션의 추가 및 제거] 창이 표시됩니다.

4. [추가] 버튼을 클릭합니다.

a [애플리케이션의 설정] 창이 표시됩니다.

5. [참조] 버튼을 클릭합니다.

연동 애플리케이션 관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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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애플리케이션의 선택 창이 표시됩니다.

6. 추가할 애플리케이션을 선택하고, [선택] 버튼을 클릭합니다.
a [애플리케이션의 설정] 창의 [애플리케이션의 장소]에 애플리케이션의 경로가 표시됩니

다.

7. 다음 항목을 입력합니다.
l 애플리케이션 이름

l 설명

8. [사용 가능한 파일 형식]에서, 연동할 파일 형식의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연동 애플리케이션 관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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힌트

필요할 경우 추가하려는 애플리케이션이 원하는 파일 형식을 지원하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확인란 옆의 [테스트] 버튼을 클릭합니다.

a 확인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2. [승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a [파일을 선택해 주십시오] 창이 표시됩니다.

3. 연동하려는 파일과 같은 형식을 선택하고 [열기] 버튼을 클릭해 주십시오.

a 추가하려는 애플리케이션이 파일 형식을 지원하는 경우 선택된 파일을 엽니다. 선택된 파
일이 열리지 않으면 다른 파일 형식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선택해 주십시오.

9. 설정 지정이 완료되면 [승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a 애플리케이션이 [애플리케이션의 추가 및 제거] 창에 추가됩니다.

10. 창을 닫으려면 [닫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a 애플리케이션 이름이 [애플리케이션]에 추가됩니다.

연동 애플리케이션 관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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힌트

ScanSnap 설정 창에서 [퀵 메뉴의 사용] 확인란의 선택을 해제한 경우, [애플리케이션] 탭에서 [추가
및 제거] 버튼을 클릭하면 [애플리케이션의 추가 및 제거] 창이 표시됩니다.

연동 애플리케이션 관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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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리케이션 설정 변경하기

1. 키보드의 [control] 키를 누른 채 Dock에서 ScanSnap Manager 아이콘 을 클
릭한 후 ScanSnap Manager 메뉴에서 [설정]을 선택합니다.
a ScanSnap 설정 창이 표시됩니다.

2. [애플리케이션] 탭에서 [애플리케이션의 설정] 버튼을 클릭합니다.
a [애플리케이션을 표시하기/숨기기] 창이 표시됩니다.

3. [설정] 버튼을 클릭합니다.
a [애플리케이션의 추가 및 제거] 창이 표시됩니다.

4. 설정을 변경하고 싶은 애플리케이션을 선택하고 [변경] 버튼을 클릭합니다.

a [애플리케이션의 설정] 창이 표시됩니다.

5. 다음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l 애플리케이션의 장소

l 애플리케이션 이름

l 설명

l 사용 가능한 파일 형식

6. 설정 변경이 완료되면 [승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a 애플리케이션 설정이 변경되고 [애플리케이션의 추가 및 제거] 창이 표시됩니다.

7. 창을 닫으려면 [닫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연동 애플리케이션 관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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힌트

ScanSnap 설정 창에서 [퀵 메뉴의 사용] 확인란의 선택을 해제한 경우, [애플리케이션] 탭에서 [추가
및 제거] 버튼을 클릭하면 [애플리케이션의 추가 및 제거] 창이 표시됩니다.

연동 애플리케이션 관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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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리케이션 삭제하기

이 단원에서는 애플리케이션 삭제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 키보드의 [control] 키를 누른 채 Dock에서 ScanSnap Manager 아이콘 을 클
릭한 후 ScanSnap Manager 메뉴에서 [설정]을 선택합니다.
a ScanSnap 설정 창이 표시됩니다.

2. [애플리케이션] 탭에서 [애플리케이션의 설정] 버튼을 클릭합니다.
a [애플리케이션을 표시하기/숨기기] 창이 표시됩니다.

3. [설정] 버튼을 클릭합니다.
a [애플리케이션의 추가 및 제거] 창이 표시됩니다.

4. 삭제할 애플리케이션을 선택하려면 [제거] 버튼을 클릭합니다.

a 확인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5. 메시지를 읽은 다음 [예] 버튼을 클릭합니다.
a 애플리케이션이 [애플리케이션의 추가 및 제거] 창에서 삭제됩니다.

6. 창을 닫으려면 [닫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a [애플리케이션] 및 퀵 메뉴에서 애플리케이션이 삭제됩니다.

힌트

ScanSnap 설정 창에서 [퀵 메뉴의 사용] 확인란의 선택을 해제한 경우, [애플리케이션] 탭에서 [추가
및 제거] 버튼을 클릭하면 [애플리케이션의 추가 및 제거] 창이 표시됩니다.

연동 애플리케이션 관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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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지정 용지 크기 관리하기

모든 용지 크기를 사용자 지정 용지 크기로 관리(추가, 변경 또는 삭제)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지정 용지 크기는 ScanSnap 설정 창의 [용지] 탭에서 [용지 크기]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l "용지 크기 추가하기" (99 페이지 )

l "용지 크기 설정 변경하기" (101 페이지 )

l "용지 크기 삭제하기" (103 페이지 )

사용자 지정 용지 크기 관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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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지 크기 추가하기

이 단원에서는 사용자 용지 크기 추가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용자 용지 크기는 최대 10개까지 추가할 수 있습니다.

1. 키보드의 [control] 키를 누른 채 Dock에서 ScanSnap Manager 아이콘 을 클
릭한 후 ScanSnap Manager 메뉴에서 [설정]을 선택합니다.
a ScanSnap 설정 창이 표시됩니다.

2. ScanSnap 설정 창에서 [용지] 탭을 선택한 다음 [사용자 지정] 버튼을 클릭합니다.
a [사용자 지정 크기의 추가 및 제거] 창이 표시됩니다.

3. [추가] 버튼을 클릭합니다.

a [추가 사용자 지정 크기 설정] 창이 표시됩니다.

4. 다음 항목을 입력합니다.
l 너비

l 길이

l 이름

사용자 지정 용지 크기 관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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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승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a [사용자 지정 크기의 추가 및 제거] 창에는 추가된 사용자 지정 크기 명이 표시됩니다.

6. 창을 닫으려면 [닫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a 사용자 지정 크기 명이 [용지 크기]에 추가됩니다.

사용자 지정 용지 크기 관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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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지 크기 설정 변경하기

이 단원에서는 사용자 용지 크기 변경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 키보드의 [control] 키를 누른 채 Dock에서 ScanSnap Manager 아이콘 을 클
릭한 후 ScanSnap Manager 메뉴에서 [설정]을 선택합니다.
a ScanSnap 설정 창이 표시됩니다.

2. ScanSnap 설정 창에서 [용지] 탭을 선택한 다음 [사용자 지정] 버튼을 클릭합니다.
a [사용자 지정 크기의 추가 및 제거] 창이 표시됩니다.

3. [변경] 버튼을 클릭합니다.

a [추가 사용자 지정 크기 설정] 창이 표시됩니다.

4. 다음 항목을 필요에 맞게 변경하십시오.
l 너비

l 길이

l 이름

사용자 지정 용지 크기 관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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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승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a [사용자 지정 크기의 추가 및 제거] 창에는 변경된 사용자 지정 크기 이름이 표시됩니다.

6. 창을 닫으려면 [닫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사용자 지정 용지 크기 관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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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지 크기 삭제하기

이 단원에서는 사용자 용지 크기 삭제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 키보드의 [control] 키를 누른 채 Dock에서 ScanSnap Manager 아이콘 을 클
릭한 후 ScanSnap Manager 메뉴에서 [설정]을 선택합니다.
a ScanSnap 설정 창이 표시됩니다.

2. ScanSnap 설정 창에서 [용지] 탭을 선택한 다음 [사용자 지정] 버튼을 클릭합니다.
a [사용자 지정 크기의 추가 및 제거] 창이 표시됩니다.

3. [제거] 버튼을 클릭합니다.

a 확인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4. 메시지를 읽은 다음 [예] 버튼을 클릭합니다.
a 사용자 지정 크기가 [사용자 지정 크기의 추가 및 제거] 창에서 삭제됩니다.

5. 창을 닫으려면 [닫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a [용지 크기]에서 사용자 지정 크기가 삭제됩니다.

사용자 지정 용지 크기 관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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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리케이션과 자동 연동

ScanSnap Manager와 자동으로 연동되는 애플리케이션 중 하나가 실행되고 스캔을 실행하는 경우
ScanSnap Manager는 현재 스캔 설정 또는 사용하고 있는 퀵 메뉴와 상관없이 관련 애플리케이션
과 자동으로 연동됩니다.

다음의 애플리케이션은 ScanSnap Manager와 자동 연동됩니다.

l Scan to Mobile (*1)

스캔 이미지는 모바일 장치로 송신됩니다.

중요

[Scan to Mobile]과의 자동 연동을 사용하려면 모바일 장치는 사전에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어야
만 합니다.

사용하는 모바일 장치를 컴퓨터에 연결하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사용하시는 모바일 장치의 기본
사용 설명서 (모바일 연결)를 참조해 주십시오.

*1: 자동 연결은 애플리케이션이 작동하고 있을 때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과 자동 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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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대의 ScanSnap이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는 경우
(SV600)

이 단원에서는 두 대의 ScanSnap이 한 대의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을 때 수행할 수 있는 작업에 대
해 설명합니다.

연결할 수 있는 ScanSnap 모델

SV600과 또 다른 ScanSnap을 한 대의 컴퓨터에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ScanSnap 모델을 한 대의 컴퓨터에 연결하여 SV600과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l iX1500

l iX500

l iX100

l S1300i

l S1100i

l S1100

각 ScanSnap의 설정 변경하기

SV600과 또 다른 ScanSnap을 한 대의 컴퓨터에 연결하는 경우, 다음 창에서 각 ScanSnap의 스캔
설정을 변경하거나 프로필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l ScanSnap 설정 창

[스캐너]에서 모델 이름을 선택한 다음, 연결된 각 ScanSnap 모델의 스캔 설정을 변경합니다.

스캔 설정 변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스캔 설정의 구성 방법" (81 페이지 )를 참조해 주십시오.

l [ScanSnap Manager - 프로필 관리] 창

연결된 각 ScanSnap 모델의 프로필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스캐너]에서 모델 이름을 선택한 다음, 원하는 작업을 실행합니다.

두 대의 ScanSnap이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는 경우(SV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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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프로필 관리" (40 페이지 )를 참조해 주십시오.

두 대의 ScanSnap이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는 경우(SV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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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anSnap을 무선 LAN에 연결하기 (iX1500/iX500/
iX100)

무선 LAN을 통해 ScanSnap Manager가 설치된 컴퓨터를 iX1500, iX500 또는 iX100에 연결하여 문
서를 스캔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려면 무선 LAN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본 사용 설명서를 참조해 주십시오.

ScanSnap을 무선 LAN에 연결하기 (iX1500/iX500/iX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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