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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기록

2017년 8월
• 응용 프로그램 스캔 설정 조정에 관한 지침이 업데이트되었습니다.

• 카드 인증에 관한 정보가 추가되었습니다.

2016년 1월
• 태블릿형 터치 스크린 디스플레이가 장착된 복합기 제품에 대한 초기 문서 릴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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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복합기 제품(MFP)에서 문서를 스캔하고 팩스 번호를 사용하여 OpenText RightFax
팩스 서버로 전송합니다. 이 응용 프로그램으로 MFP에서 외부로 전송된 팩스 메시지 모두를 팩스 서버에서
추적하고 선택적으로 보관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작업을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 팩스 대상에 대한 단축키를 만듭니다.

• 대상을 만듭니다.

• 팩스 작업 매개변수를 선택합니다.

• RightFax 팩스 서버로 팩스를 수동으로 보냅니다.

• 구성된 대상이 있는 RightFax 팩스 서버로 팩스를 보냅니다.

• 스캔 미리보기를 표시합니다.

• 작업이 완료되면 이메일을 수신하거나 알림 내용을 인쇄합니다.

• 개인 이메일에서 팩스를 보냅니다.

이 문서는 응용 프로그램을 구성 및 사용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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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준비 체크리스트
다음을 확인하십시오.

팩스에 대한 프린터 설정이 제대로 구성되었습니다.

RightFax 팩스 서버는 버전 10.6 Feature Pack 2 서비스 릴리즈 1 이상입니다.

RightFax 팩스 서버 호스트 이름 또는 IP 주소 및 버전 번호가 있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응용 프로그램 라이선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자세한 내용은 Lexmark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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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용 프로그램 구성
응용 프로그램을 구성하려면 관리자 권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mbedded Web Server에 액세스
1 프린터 IP 주소를 확보합니다.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프린터 홈 화면에서 IP 주소를 찾습니다.

• 프린터 기본 화면에서 설정 > 네트워크/포트 > 네트워크 개요를 누릅니다.

2 웹 브라우저를 열고 프린터 IP 주소를 입력합니다.

응용 프로그램 설정 구성
1 Embedded Web Server에서 응용 프로그램의 구성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앱 > Scan to RightFax > 구성

2 RightFax 서버 정보 섹션에서 RightFax 팩스 서버의 호스트 이름 또는 IP 주소를 입력합니다.

참고: 안정적인 연결을 위해 호스트 이름을 사용하십시오.

3 수동 팩스 섹션에서 확인 및 인증 설정을 구성합니다.

4 적용을 클릭합니다.

프로필 관리
1 Embedded Web Server에서 응용 프로그램의 구성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앱 > Scan to RightFax > 구성

2 RightFax 프로필 섹션에서 추가를 클릭합니다.

참고: 프로필을 편집하거나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3 RightFax 설정 섹션에서 팩스 이름과 팩스 번호를 지정합니다.

4 설정을 구성합니다.

참고:

• 확인을 위해 여러 개의 이메일 주소를 구분하려면 쉼표를 사용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마우스를 대면 표시되는 도움말을 참조하십시오.

5 적용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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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용 프로그램 아이콘 사용자 정의
1 Embedded Web Server에서 응용 프로그램의 구성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앱 > Scan to RightFax > 구성

2 기본 화면에 표시할 텍스트 및 이미지를 지정합니다.

참고: 자세한 내용은 마우스를 올려 놓으면 표시되는 도움말을 참조하십시오.

3 적용을 클릭합니다.

구성 파일 가져오기 또는 내보내기
참고: 구성 파일 가져오기는 기존 응용 프로그램 구성을 덮어씁니다.

1 Embedded Web Server에서 응용 프로그램의 구성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앱 > Scan to RightFax > 구성

2 가져오기 또는 내보내기를 클릭합니다.

프린터 제어판에서 설정 숨기기
이 기능을 통해 사용자가 프린터 제어판을 사용하는 스캔 설정을 편집하지 못 하도록 하여 보안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참고: 변경 사항은 응용 프로그램 및 후속 단축키에 반영됩니다.

1 Embedded Web Server에서 응용 프로그램의 구성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앱 > Scan to RightFax > 구성

2 프로필을 선택하고 편집을 클릭합니다.

3 스캔 설정 섹션에서 스캔 설정 표시를 지웁니다.

4 적용을 클릭합니다.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공개 액세스 제한
카드 리더를 사용하는 프린터에 대한 액세스를 보안합니다.

1 Embedded Web Server에서 설정 > 보안 > 로그인 방법을 클릭합니다.

2 공개 섹션에서 권한 관리를 클릭합니다.

3 앱을 펼치고 RightFax로 스캔을 지웁니다.

4 저장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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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용 프로그램 사용
각 프로필 내에서 사용자가 보게 되는 안내 메시지는 관리자가 구성한 설정으로 인해 나타납니다.

자동으로 문서 전송
1 문서를 ADF(자동 문서 급지대) 용지함에 넣거나 스캐너 유리에 놓으십시오.

2 응용 프로그램 아이콘을 누릅니다.

3 프로필을 선택하고 전송을 누릅니다.

4 필요한 경우, 스캔 설정을 조정합니다.

5 디스플레이에 표시되는 지침을 따릅니다.

수동으로 문서 전송
1 문서를 ADF 용지함에 넣거나 스캐너 유리에 놓습니다.

2 응용 프로그램 아이콘을 누릅니다.

3 전송 버튼 옆에 있는 을 누른 다음 수동 입력을 누릅니다.

4 수신자의 팩스 번호를 입력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5 필요한 경우, 스캔 설정을 조정합니다.

6 디스플레이에 표시되는 지침을 따릅니다.

응용 프로그램 사용 8



문제 해결

응용 프로그램 오류
다음 중 하나 이상을 시도해 보십시오.

진단 로그 확인

1 웹 브라우저를 열고 IP가 프린터 IP 주소인 IP/se를 입력합니다.

2 임베디드 솔루션을 클릭하고 다음을 수행하십시오.

a 로그 파일을 지웁니다.

b 수준 로깅을 예로 설정합니다.

c 로그 파일을 생성합니다.

3 로그를 분석하고 문제를 해결합니다.

참고: 로그 분석 후 메모리 부족으로 인한 문제를 예방하려면 수준 로깅을 아니요로 설정합니다.

프린터의 팩스 설정이 올바른지 확인

1 Embedded Web Server에서 설정 > 팩스를 클릭합니다.

2 팩스 모드 메뉴에서 아날로그를 선택합니다.

3 아날로그 팩스 설정을 클릭합니다.

4 설정을 확인한 다음 필요한 사항을 변경합니다.

5 저장을 클릭합니다.

스캔 설정 조정

1 Embedded Web Server에서 응용 프로그램의 구성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앱 > Scan to RightFax > 구성

2 스캔 설정 섹션에서 다음을 수행합니다.

참고: 각 프로필에 대하여 스캔 설정을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 스캔 해상도를 낮춥니다.

• 스캔 대비를 컨텐츠에 최적으로 설정합니다.

3 적용을 클릭합니다.

Lexmark 담당자에게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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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용 프로그램에 액세스할 수 없음
다음 중 하나 이상을 시도해 보십시오.

프로필을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6 페이지의 “프로필 관리”를 참조하십시오.

카드 인증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 응용 프로그램을 구성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카드 인증 관리자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카드 인증에 대한 공개 액세스 제한

자세한 내용은 7 페이지의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공개 액세스 제한”를 참조하십시오.

Lexmark 담당자에게 문의

사용자를 인증할 수 없음
다음 중 하나 이상을 시도해 보십시오.

응용 프로그램 설정이 RightFax 팩스 서버의 설정과 일치하는지 확인

자세한 내용은 6 페이지의 “응용 프로그램 구성”를 참조하십시오.

사용자 이름과 비밀번호가 올바른지 확인

Lexmark 담당자에게 문의

문제가 계속 해결되지 않으면 Lexmark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RightFax 팩스 서버에 연결할 수 없음
다음 중 하나 이상을 시도해 보십시오.

응용 프로그램 설정이 RightFax 팩스 서버의 설정과 일치하는지 확인

자세한 내용은 6 페이지의 “응용 프로그램 설정 구성”를 참조하십시오.

문제 해결 10



모든 적합한 네트워크 케이블이 확실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및 프린터의 네트워크 설정이 올바

르게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

진단 로그 확인

1 웹 브라우저를 열고 IP가가 프린터 IP 주소인 IP/se를 입력합니다.

2 임베디드 솔루션을 클릭하고 다음을 수행하십시오.

a 로그 파일을 지웁니다.

b 수준 로깅을 예로 설정합니다.

c 로그 파일을 생성합니다.

3 로그를 분석하고 문제를 해결합니다.

참고: 로그 분석 후 메모리 부족으로 인한 문제를 예방하려면 수준 로깅을 아니요로 설정합니다.

첨부파일이 있는 팩스를 전송할 수 없음
다음 중 하나 이상을 시도해 보십시오.

스캔 설정 조정

1 Embedded Web Server에서 응용 프로그램의 구성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앱 > Scan to RightFax > 구성

2 스캔 설정 섹션에서 다음을 수행합니다.

참고: 각 프로필에 대하여 스캔 설정을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 스캔 해상도를 낮춥니다.

• 스캔 대비를 컨텐츠에 최적으로 설정합니다.

3 적용을 클릭합니다.

컴퓨터 하드 디스크에 최소한 10GB의 여유 공간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서버의 “Windows\Temp” 폴더에서 팩스와 관련된 이미지 파일을 삭제합니다.

응용 프로그램 구성 파일에서 서버 반응 시간 변경

1 Embedded Web Server에서 구성 파일을 내보냅니다.

참고: 자세한 내용은 7 페이지의 “구성 파일 가져오기 또는 내보내기”를 참조하십시오.

2 텍스트 편집기를 사용하여 구성 파일을 엽니다.

3 pollMaximumRetries 및 pollWaitingInterval 설정을 늘립니다.

4 pollTimeOutState를 true로 설정합니다.

5 변경 사항을 저장합니다.

6 Embedded Web Server에서 응용 프로그램 구성 파일을 가져옵니다.

문제 해결 11



Lexmark 담당자에게 문의

라이센스 오류

Lexmark 담당자에게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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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사항

발행 공지

2017 년 8 월

다음 내용은 이러한 조항이 현지법과 상충하는 국가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LEXMARK INTERNATIONAL,
INC.는 상업성 또는 특정 목적의 적합성에 대한 묵시적 보증을 포함하여 어떠한 종류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보
증도 없이 "있는 그대로" 이 출판물을 제공합니다. 특정 거래에 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보증의 면책을 허용
하지 않는 국가에서는 이러한 조항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출판물에는 기술적으로 부정확한 내용이나 오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설명서의 정보는 정기적으로 변경
되며 변경 사항은 이후 개정판에 통합됩니다. 제품 또는 프로그램의 개선이나 변경은 언제든 수행될 수 있습
니다.

이 설명서에서 언급하는 특정 제품, 프로그램, 서비스는 일부 지역에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정 제품,
프로그램, 서비스에 대한 언급이 해당 제품, 프로그램, 서비스만을 사용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기존 저
작권을 위반하지 않는다면 기능상 동급의 제품, 프로그램, 서비스를 대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조자가 명시
적으로 지정하지 않은 다른 제품, 프로그램 또는 서비스와 함께 사용할 때의 평가 또는 검증은 사용자의 책임
입니다.

Lexmark 기술 지원 관련 정보는 http://support.lexmark.com을 참조하십시오.

소모품 및 다운로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ww.lexmark.com을 방문하십시오.

© 2016 Lexmark International, Inc.

All rights reserved.

상표

Lexmark 및 Lexmark 로고는 미국 및/또는 기타 국가에서 등록된 Lexmark International, Inc.의 상표 또는 등록
상표입니다.

기타 상표는 해당 소유주의 자산입니다.

고지사항 13

http://support.lexmark.com
http://www.lexmark.com


색인

R
RightFax 팩스 서버에 연결할 수
없음  10

ᄀ
개요  4
구성 파일 
가져오기 또는 내보내기  7

구성 파일 가져오기  7
구성 파일 내보내기  7
기본 화면 아이콘 
사용자 정의  7

ᄅ
라이센스 오류  12

ᄆ
문서 
수동으로 전송  8
자동으로 전송  8

ᄉ
사용자 인증 
설정 구성  6

사용자를 인증할 수 없음  10
설정 
프린터 제어판에서 숨기기  7

설정 구성 
사용자 인증  6
수동 팩스  6
스캔  6
응용 프로그램  6

수동 팩스 
설정 구성  6

수동으로 문서 전송  8
스캔 
설정 구성  6

ᄋ
응용 프로그램 설정 
구성  6

응용 프로그램 아이콘 
사용자 정의  7

응용 프로그램 아이콘 사용자 정
의  7

ᄌ
자동으로 문서 전송  8

ᄑ
프로필 
삭제  6
추가  6
편집  6

프로필 삭제  6
프로필 추가  6
프로필 편집  6
프린터 제어판 
설정 숨기기  7

색인 14


	내용
	변경 기록
	개요
	설치 준비 체크리스트
	응용 프로그램 구성
	Embedded Web Server에 액세스
	응용 프로그램 설정 구성
	프로필 관리
	응용 프로그램 아이콘 사용자 정의
	구성 파일 가져오기 또는 내보내기
	프린터 제어판에서 설정 숨기기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공개 액세스 제한

	응용 프로그램 사용
	자동으로 문서 전송
	수동으로 문서 전송

	문제 해결
	응용 프로그램 오류
	진단 로그 확인
	프린터의 팩스 설정이 올바른지 확인
	스캔 설정 조정
	Lexmark 담당자에게 문의

	응용 프로그램에 액세스할 수 없음
	프로필을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카드 인증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 응용 프로그램을 구성합니다.
	카드 인증에 대한 공개 액세스 제한
	Lexmark 담당자에게 문의

	사용자를 인증할 수 없음
	응용 프로그램 설정이 RightFax 팩스 서버의 설정과 일치하는지 확인
	사용자 이름과 비밀번호가 올바른지 확인
	Lexmark 담당자에게 문의

	RightFax 팩스 서버에 연결할 수 없음
	응용 프로그램 설정이 RightFax 팩스 서버의 설정과 일치하는지 확인
	모든 적합한 네트워크 케이블이 확실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및 프린터의 네트워크 설정이 올바르게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
	진단 로그 확인

	첨부파일이 있는 팩스를 전송할 수 없음
	스캔 설정 조정
	컴퓨터 하드 디스크에 최소한 10GB의 여유 공간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응용 프로그램 구성 파일에서 서버 반응 시간 변경
	Lexmark 담당자에게 문의

	라이센스 오류
	Lexmark 담당자에게 문의


	고지사항
	발행 공지
	상표

	색인


<<
  /ASCII85EncodePages false
  /AllowTransparency false
  /AutoPositionEPSFiles true
  /AutoRotatePages /All
  /Binding /Left
  /CalGrayProfile (Dot Gain 20%)
  /CalRGBProfile (sRGB IEC61966-2.1)
  /CalCMYKProfile (U.S. Web Coated \050SWOP\051 v2)
  /sRGBProfile (sRGB IEC61966-2.1)
  /CannotEmbedFontPolicy /Warning
  /CompatibilityLevel 1.4
  /CompressObjects /Tags
  /CompressPages true
  /ConvertImagesToIndexed true
  /PassThroughJPEGImages true
  /CreateJobTicket false
  /DefaultRenderingIntent /Default
  /DetectBlends false
  /DetectCurves 0.0000
  /ColorConversionStrategy /LeaveColorUnchanged
  /DoThumbnails false
  /EmbedAllFonts true
  /EmbedOpenType false
  /ParseICCProfilesInComments true
  /EmbedJobOptions true
  /DSCReportingLevel 0
  /EmitDSCWarnings false
  /EndPage -1
  /ImageMemory 1048576
  /LockDistillerParams false
  /MaxSubsetPct 100
  /Optimize true
  /OPM 1
  /ParseDSCComments true
  /ParseDSCCommentsForDocInfo true
  /PreserveCopyPage true
  /PreserveDICMYKValues true
  /PreserveEPSInfo true
  /PreserveFlatness true
  /PreserveHalftoneInfo false
  /PreserveOPIComments false
  /PreserveOverprintSettings true
  /StartPage 1
  /SubsetFonts true
  /TransferFunctionInfo /Apply
  /UCRandBGInfo /Preserve
  /UsePrologue false
  /ColorSettingsFile ()
  /AlwaysEmbed [ true
  ]
  /NeverEmbed [ true
  ]
  /AntiAliasColorImages false
  /CropColorImages true
  /ColorImageMinResolution 300
  /Color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ColorImages true
  /ColorImageDownsampleType /Bicubic
  /ColorImageResolution 300
  /ColorImageDepth -1
  /ColorImageMinDownsampleDepth 1
  /Color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ColorImages true
  /Color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ColorImages true
  /ColorImageAutoFilterStrategy /JPEG
  /Color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Color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JPEG2000Color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JPEG2000Color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AntiAliasGrayImages false
  /CropGrayImages true
  /GrayImageMinResolution 300
  /Gray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GrayImages true
  /GrayImageDownsampleType /Bicubic
  /GrayImageResolution 300
  /GrayImageDepth -1
  /GrayImageMinDownsampleDepth 2
  /Gray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GrayImages true
  /Gray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GrayImages true
  /GrayImageAutoFilterStrategy /JPEG
  /Gray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Gray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JPEG2000Gray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JPEG2000Gray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AntiAliasMonoImages false
  /CropMonoImages true
  /MonoImageMinResolution 1200
  /Mono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MonoImages true
  /MonoImageDownsampleType /Bicubic
  /MonoImageResolution 1200
  /MonoImageDepth -1
  /Mono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MonoImages true
  /MonoImageFilter /CCITTFaxEncode
  /MonoImageDict <<
    /K -1
  >>
  /AllowPSXObjects false
  /CheckCompliance [
    /None
  ]
  /PDFX1aCheck false
  /PDFX3Check false
  /PDFXCompliantPDFOnly false
  /PDFXNoTrimBoxError true
  /PDFXTrimBoxToMedia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SetBleedBoxToMediaBox true
  /PDFXBleedBoxToTrim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OutputIntentProfile ()
  /PDFXOutputConditionIdentifier ()
  /PDFXOutputCondition ()
  /PDFXRegistryName ()
  /PDFXTrapped /False

  /CreateJDFFile false
  /Description <<
    /ENU ()
  >>
  /Namespace [
    (Adobe)
    (Common)
    (1.0)
  ]
  /OtherNamespaces [
    <<
      /AsReaderSpreads false
      /CropImagesToFrames true
      /ErrorControl /WarnAndContinue
      /FlattenerIgnoreSpreadOverrides false
      /IncludeGuidesGrids false
      /IncludeNonPrinting false
      /IncludeSlug false
      /Namespace [
        (Adobe)
        (InDesign)
        (4.0)
      ]
      /OmitPlacedBitmaps false
      /OmitPlacedEPS false
      /OmitPlacedPDF false
      /SimulateOverprint /Legacy
    >>
    <<
      /AddBleedMarks false
      /AddColorBars false
      /AddCropMarks false
      /AddPageInfo false
      /AddRegMarks false
      /ConvertColors /NoConversion
      /DestinationProfileName ()
      /DestinationProfileSelector /NA
      /Downsample16BitImages true
      /FlattenerPreset <<
        /PresetSelector /MediumResolution
      >>
      /FormElements false
      /GenerateStructure true
      /IncludeBookmarks false
      /IncludeHyperlinks false
      /IncludeInteractive false
      /IncludeLayers false
      /IncludeProfiles true
      /MultimediaHandling /UseObjectSettings
      /Namespace [
        (Adobe)
        (CreativeSuite)
        (2.0)
      ]
      /PDFXOutputIntentProfileSelector /NA
      /PreserveEditing true
      /UntaggedCMYKHandling /LeaveUntagged
      /UntaggedRGBHandling /LeaveUntagged
      /UseDocumentBleed false
    >>
  ]
>> setdistillerparams
<<
  /HWResolution [2400 2400]
  /PageSize [612.000 792.000]
>> setpagedevi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