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TP 설명서
스캐너를 사용하여 문서를 스캔하여 FTP 서버로 바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문서를 스캔하여 한 번에 하나의 FTP 주
소로만 전송할 수 있습니다.

키패드를 사용하여 FTP 주소로 스캔

1 원본 문서 면을 위로 가게 하여 짧은 가장자리가 먼저 자동 급지대에 들어가도록 넣거나, 원본 문서 면이 스캐너
유리를 향하도록 스캐너에 올려 놓습니다.

참고: 우편 엽서, 사진, 작은 용지, 투명 용지, 사진 용지를 비롯하여 잡지에서 오려낸 종이처럼 얇은 용지를 자동
급지대에 넣지 마십시오. 이러한 용지는 스캐너 유리에 올려 놓으십시오.

2 문서를 자동 급지대로 넣을 때 용지 가이드를 조정하십시오.

3 기본 화면에서 FTP 를 누릅니다.

4 FTP 주소를 입력합니다.

5 전송을 누릅니다.

단축번호로 FTP 주소에 스캔

단축번호 만들기에 대한 내용은 이 장의 단축번호 만들기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1 원본 문서 면을 위로 가게 하여 짧은 가장자리가 먼저 자동 급지대에 들어가도록 넣거나, 원본 문서 면이 스캐너
유리를 향하도록 스캐너에 올려 놓습니다.

참고: 우편 엽서, 사진, 작은 것, 투명 용지, 사진 용지를 비롯하여 잡지 클리핑처럼 얇은 것을 자동 급지대에 넣
지 마십시오. 이러한 것은 스캐너 유리에 올려 놓으십시오.

2 문서를 자동 급지대에 넣는 경우 용지 가이드를 조정합니다.

3 #를 누르고 FTP 단축번호를 입력합니다.

4 전송을 누릅니다.

FTP 옵션 이해

원본크기

이 옵션은 복사하려는 문서의 크기를 선택할 수 있는 화면을 엽니다.

• 용지 크기 버튼을 눌러 용지 크기를 “원본 크기”로 선택합니다. FTP 화면에 새 설정이 반영되어 나타납니다.

• “원본 크기”가 혼합 크기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 혼합 용지 크기(Letter 및 Legal 크기 페이지)의 원본 문서를 스캔
할 수 있습니다.

면(양면 인쇄)

이 옵션은 원본 문서가 단면(한쪽 면만 인쇄)인지 양면(양쪽 면에 인쇄)인지를 프린터에 알려줍니다. 이를 통해 스캐
너가 스캔해야 할 문서의 내용을 인식합니다.

바인딩

원본 문서의 바인딩 위치가 긴 가장자리인지 또는 짧은 가장자리인지를 프린터에 알립니다.

해상도

이 옵션은 파일의 인쇄 품질을 조정합니다. 이미지 해상도를 높이면 파일의 크기가 커지고 원본 문서 스캔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됩니다. 해상도를 낮추면 파일 크기를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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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파일 형식으로 전송

이 옵션은 스캔한 이미지의 출력 형식(PDF, TIFF 또는 JPEG)을 설정합니다.

• PDF—단일 파일로 출력합니다.

• TIFF—단일 파일로 출력합니다. 구성 메뉴에 여러 페이지의 TIFF 가 꺼져 있으면 일련의 단일 페이지 파일이 출
력됩니다.

• JPEG—각 출력 페이지가 별도의 단일 페이지 파일에 저장됩니다. 여러 페이지가 스캔된 경우, 일련의 단일 페이
지 파일이 출력됩니다.

• 암호화된 PDF—파일 콘텐츠에 대해 무단 액세스를 방지하는 암호화된 PDF 파일을 생성합니다.

콘텐츠

이 옵션은 프린터에 원본 문서 형식을 알립니다. 문자, 문자/사진 또는 사진 중에서 선택합니다. 어떤 콘텐츠를 선택
하든지에 관계없이 컬러 옵션을 켜거나 끌 수 있습니다. 콘텐츠는 FTP 파일의 품질 및 크기에 영향을 줍니다.

• 문자—아무 것도 없는 흰색 배경에 선명하며 높은 해상도의 검정색 문자를 강조

• 문자/사진—원본 문서에 문자와 그래픽 또는 사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 사진—그래픽 및 사진을 더 정교하게 처리하도록 설정합니다. 이 설정은 스캔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반면 원본
문서의 이미지에 최대한 가깝게 처리합니다. 이에 따라 저장되는 정보량이 증가됩니다.

• 컬러—FTP 파일의 스캔 유형 및 출력 형식을 설정합니다. 컬러 문서는 스캔되어 FTP 사이트, 컴퓨터, 이메일 주
소 또는 프린터로 전송될 수 있습니다.

고급 옵션

이 버튼을 누르면 고급 이미지 처리, 사용자 정의 작업, 전송 로그, 스캔 미리보기, 가장자리 제거 및 농도 설정을 변
경하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 고급 이미지 처리—문서를 스캔하기 전에 배경 제거, 대비, 그림자 세부 설정 및 미러 이미지를 조정합니다.

• 사용자 정의 작업(작업 구성)—여러 스캔 작업을 단일 작업으로 통합

• 전송 로그—전송 로그 또는 전송 오류 로그 인쇄

• 스캔 미리보기—FTP 파일로 추가하기 전에 이미지의 첫 페이지를 표시합니다. 첫 페이지가 스캔되면 스캔 작업
이 잠시 중단되고 미리보기 이미지가 표시됩니다.

• 가장자리 제거—문서 가장자리의 얼룩짐이나 기타 내용을 제거합니다. 네 가장자리에 대해 동일한 영역을 제거
하거나, 한 가장자리에 대해서만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자리 제거는 선택한 영역 내의 모든 것을 지워서, 인
쇄할 때 용지의 해당 영역에 아무 것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 농도—밝거나 어둡게 스캔하도록 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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