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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안내서에서는 Kodak i5200V 및 i5600V 스캐너와 함께 사용할 수 있
는 스캐너별 기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일반 Kofax VRS® 기능 사
용은 이 문서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일반 VRS 기능에 대한 내용은 VRS
온라인 도움말을 참조하십시오.

하드웨어 VRS가 내장된 Kodak i5000V 시리즈 스캐너를 사용할 때 스캐너
기능 및 VRS 옵션을 설정하기 위한 컨트롤 기능 경로는 스캐닝 응용 프로
그램이 VRS에 연결하는 데 사용하는 인터페이스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미지 컨트롤 응용 프로그램은 VRS에 직접 연결하는 반면, ISIS 및 TWAIN
이미지 지원 응용 프로그램은 PixKofax 또는 TWAIN Kofax라는 번역 계층
을 사용합니다. 아래 도표는 스캐닝 응용 프로그램과 이 응용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인터페이스의 예를 보여줍니다. 모든 응용 프로그램은 VRS 인터
랙티브 뷰어, 스캐너 고급 속성 및 VRS 관리 콘솔을 사용합니다. 사용 중인
응용 프로그램에 따라 본 안내서의 해당 인터페이스 항목을 선택하십시오. 

참고: VRS 테스트 콘솔은 이미지 컨트롤 응용 프로그램이 아닌 해당 인
터페이스 아래에 나타납니다.

 

여러 스캐너에서 Kofax VRS 이미지 처리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VRS
의 기본 기능은 다른 스캐너를 사용할 때와 같습니다. 고급 속성 화면의 기
능은 스캐너마다 다릅니다. 

* VRS는 Kofax의 등록 상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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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RS 테스트 콘솔을 통해
스캐너 고급 기능 액세스 

고급 기능 사용 컨트롤은 Kofax VRS 인터랙티브 뷰어에서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아래 예에서는 VRS 인터랙티브 뷰어를 사용하여 스캐너 고급
기능에 액세스합니다. 사용 중인 응용 프로그램에서 이러한 기능에 액세
스하기 위한 경로가 다릅니다. 

VRS 테스트 콘솔 참고: VRS 테스트 콘솔은 제작 스캐닝 응용 프로그램으로 사용되지 않습
니다. 배치당 99페이지만 스캔할 수 있습니다. VRS 테스트 콘솔에
서는 i5600V 수동 또는 패널 급지 모드에 액세스할 수 없습니다.
VRS 테스트 콘솔 사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VRS 온라인 도움말을
참조하십시오.

VRS 테스트 콘솔에서 VRS 인터랙티브 뷰어를 시작하려면:

1. Windows 시작 메뉴에서 Kofax VRS 테스트 콘솔을 선택합니다.

2. 선택을 클릭하고 원하는 Kodak 스캐너를 선택한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3. 대부분의 경우 AIPE가 설치된 스캐너를 사용해야 합니다. AIPE는 바
코드 판독과 같은 추가 옵션을 제공하는 개별 프로세서인 고급 이미
지 처리 엔진입니다. 

참고:

• AIPE 라이센스는 Kodak i5000V 시리즈 스캐너와 함께 포함되어 있
습니다. 

• 또한 Kofax VRS 테스트 콘솔, VCDemo 프로그램, PixKofax 및 TWAIN
Kofax 번역 인터페이스 또는 사용 중인 스캐닝 응용 프로그램에서
VRS 설정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4 A-61685_ko/VRS  2011년 12월 

4. 설정을 클릭하거나 F8 키를 눌러 VRS 인터랙티브 뷰어를 시작합니다.

5. 드라이버 설정을 클릭합니다. 고급 속성 화면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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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속성 고급 속성 중 하나를 선택하면 화면 오른쪽에 구성 가능한 옵션이 표시됩
니다.

다음 버튼은 모든 고급 속성 화면에 공통적으로 표시됩니다.

확인 - 변경 내용을 저장하고 화면을 닫습니다.

취소 - 마지막 저장된 설정으로 되돌립니다.

도움말 - 고급 속성 화면에 있는 컨트롤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표시합니다.

항목을 선택했으면 확인을 클릭하여 현재 스캔 세션 설정을 저장합니다. 

기타 스캔 세션에 대한 이러한 설정을 저장하려면 VRS 인터랙티브 뷰어
에서 저장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VRS는 고급 속성 설정을 VRS 프로파일의 부분으로 저장합니다. 프로파
일마다 고급 속성 설정 집합이 다릅니다. 현재 VRS 프로파일에 대한 설정
이 저장된 경우 VRS 인터랙티브 뷰어는 프로파일 이름에 *(별표)를 포함
하여 저장되지 않은 변경 사항이 있음을 나타냅니다. 저장되지 않은 변경
사항이 있는 VRS 프로파일로 스캔할 수 있지만, 응용 프로그램을 닫으면
프로파일은 다시 원래 설정으로 돌아갑니다.

참고: VRS 프로파일은 *.cps 파일이고 다음 디렉토리에서 찾을 수 있습니
다. 

Vista/Windows 7:
C:\Program Files\Kofax\imgctls\bin\Profi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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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러 화면 컬러 화면에서 입력한 데이터만 전자 이미지에 포함하도록 양식의 배경
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즉, 양식의 줄과 상자를 제거합니다. 

참고: 컬러 드롭아웃은 자동 방향 설정 분석 전에 수행되므로, 컬러 드롭
아웃이 자동 방향 설정 정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앞면 드롭아웃 컬러 - 앞면에서 제거할 드롭아웃 컬러(없음, 빨간색, 녹
색 또는 파란색)를 선택합니다. 

뒷면 드롭아웃 컬러 - 뒷면에서 제거할 드롭아웃 컬러(없음, 빨간색, 녹
색또는 파란색)를 선택합니다. 

JPEG 압축 - 다음 품질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하려면 사용을 클릭합니다. 

• 양호: 압축률은 상당히 높고 이미지 품질은 양호합니다(파일 크기는 가장
작음).

• 우수: 약간의 압축을 통해 우수한 이미지 품질을 제공합니다.
• 최상: 압축률은 최소이고 이미지 품질은 매우 우수합니다(파일 크기는
가장 큼).

• 사용자 지정: JPEG 압축 값을 사용자 지정하려면 선택합니다. 이 옵션
을 선택하면 YUV 및 값 백분율 옵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YUV: JPEG 압축에 사용되는 색공간의 유형입니다. 4-2-2 선택(기본값)
은 다운샘플링을 사용하며, 다운샘플링을 사용하지 않아 최대한 많은
이미지 컬러 데이터를 유지하고 큰 파일을 생성하는 4-4-4 선택에 비해
더 작은 파일을 생성합니다.

- 값: 백분율 값이 높을수록 더 적게 압축하여 더 큰 파일을 생성하고 백분
율 값이 낮을수록 더 많이 압축하여 더 작은 파일을 생성하지만, 이미지
품질은 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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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직사각형 화면 선택 직사각형 화면에서 맨 위/왼쪽/너비/높이 상자에 값을 입력하여 문
서의 일부만 스캔할 수 있습니다.

사용 - 앞면 및/또는 뒷면에 대한 선택 직사각형 화면의 옵션을 선택하려
면 이 상자를 선택합니다.

앞면/뒷면 - 원본 이미지의 맨 위 또는 왼쪽 가장자리를 기준으로 사용하
여 이미지 영역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위 예의 선택항목에서는 5.5in(너
비) x 3in(높이)인 이미지의 일부를 선택했습니다. 이 이미지는 맨 위 가
장자리에서 1in 아래, 그리고 왼쪽 가장자리에서 3in 들여쓰기하여 선택
된 것입니다. 선택한 이 이미지는 선택한 이미지 형식으로 저장됩니다. 

참고: 

• 선택 직사각형이 사용으로 설정되지 않은 경우 전체 이미지가 처리됩
니다.

• 선택 직사각형은 고정 회전 및 자동 회전 후 가져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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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 화면 회전 화면에는 다음과 같은 옵션이 있습니다.

앞면/뒷면 - 스캔된 이미지를 0, 90, 180 또는 270도 회전할 수 있습니다.
기본값은 0입니다.

항상 이미지를 고정 회전으로 회전하려면 이 회전 컨트롤을 사용합니다.
페이지에 텍스트가 있는 경우 VRS 인터랙티브 뷰어에서 자동 회전 컨트
롤을 사용하여 자동으로 페이지를 회전하여 오른쪽 읽기가 되도록 선택
할 수 있습니다.

참고:

• 뒷면 이미지 회전은 앞면과 180도 정반대입니다. 따라서 양면 인쇄 페이
지가 위에서 왼쪽으로 스캔될 경우 앞면을 90도, 그리고 뒷면을 270도
로 설정하여 이미지를 오른쪽 읽기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 이 이미지 회전은 VRS 자동 회전보다 먼저 수행됩니다. 이 고정 회전은
VRS 자동 회전과 함께 사용되어 스캐너에 가로 방향 모드로 페이지를 급
지할 수 있지만, 이미지를 만들어야 하는 빈 페이지는 계속 회전하고 (자
동 회전으로 회전할 수 없는) 빈 페이지가 텍스트가 있는 페이지와 동일
한 출력 방향이 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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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러 모드 전환 화면 컬러 모드 전환을 사용하면 문서 배치를 스캔하고
컬러 이미지가 될 배치의 문서를 명확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특수 바 패턴을 포함한 페이지(Type 4
패치)는 스캔 전 문서 적재에 삽입됩니다. 이 Type 4
패치는 스캐너에 흑백에서 컬러로 전환하도록 지시
합니다. 그러면 스캐너에 다시 흑백으로 전환하도
록 지시하는 Type 4 패치를 포함한 다른 페이지가
스캔될 때까지 모든 페이지가 컬러로 스캔됩니다.
일반적으로 Type 4 패치 용지의 이미지는 삭제되므
로, 출력 이미지의 일부가 되지 않습니다. 컬러 모드
전환은 컬러로 스캔할 문서에 대해 VRS의 자동 컬러 감지 옵션보다 더 많
은 컨트롤을 제공합니다. 

인쇄할 페이지의 샘플 PDF는 제품 CD 또는 www.Kodak.com/go/docimaging
에 있습니다.

컬러 모드 전환 화면에서는 다음과 같은 옵션을 제공합니다.

참고: 컬러 모드 전환을 사용하려면 응용 프로그램을 컬러 또는 회색조로
시작하도록 설정해야 합니다. 첫 번째 페이지를 흑백으로 스캔하려
면 아래 흑백으로 시작 옵션을 사용합니다. 사용자는 첫 번째 페이
지 또는 모든 페이지가 아닌 배치 스캔 모드에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선택항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 안내서의 뒷부분에 있는 “VRS 도
구 모음 아이콘”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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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설정

패치 코드 감지를 사용하여 컬러 모드 전환 - 이 옵션을 선택하면 컬러 토
글 패치 모드가 활성화됩니다.

• 흑백으로 시작: 스캐닝 응용 프로그램에서 컬러 스캔 모드가 선택된 경
우에도 출력을 흑백으로 시작합니다. 따라서, 첫 번째 패치 코드가 감지
될 때 모드는 컬러로 전환됩니다. 이 설정은 스캔을 흑백으로 시작해야
함을 나타내기 위해 배치 맨 위에 패치 코드 용지를 놓지 않도록 합니다.

• 패치 코드 용지의 양면 삭제: 공백을 포함하여 토글 패치 용지의 앞면(또
는 양면 스캔이 선택된 경우 뒷면)에서 생성하는 이미지를 제거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토글 패치 용지 이미지는 배치에 유지됩니다. 이 설정
은 토글 패치 용지에 관련 컨텐츠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 유용합니다. 

• 패치 확인음 사용: 패치 코드 용지가 처리될 때 소리를 냅니다. 작동자
제어판에서 이 확인음을 선택합니다.

전환 모드

• 독립적: 이 옵션을 선택하면 패치 코드가 감지되는 면에만 컬러 전환 모
드가 적용됩니다.

• 양쪽: 기본값입니다. 이 옵션을 선택하면 컬러 전환 모드가 문서의 앞면
과 뒷면에 적용됩니다.

흑백 설정

• 흑백 DPI: 흑백 문서를 스캔하기 위해 원하는 dpi 설정을 선택합니다.
옵션에는 100, 150, 200, 240, 300, 400 및 600dpi가 있습니다.

• 자동 밝기, 대비, 밝기 및 감마(흑백 스캔의 경우): 이 값은 샘플 문서를
스캔하면 자동으로 설정되고 최적의 이미지 품질을 얻기 위해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일단 선택하게 되면, 설정이 저장되고 흑백, 컬러 또는 회
색조에 대한 스캐닝 응용 프로그램 등에서 일반 스캔 매개변수와 독립
적으로 작용합니다.

• 컬러 감지 사용 시 이러한 설정 사용: 이 옵션을 선택하면 Kofax VRS
인터랙티브 뷰어 또는 PixKofax 기본 탭에서 컬러 감지 옵션을 선택한
경우 dpi를 포함하여 흑백 설정 그룹의 값이 흑백으로 감지된 모든 문서
에 적용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컬러 감지를 선택한 경우 스캐닝 응용 프
로그램에서 설정된 dpi 값이 컬러/회색조와 흑백에 모두 적용됩니다.

현재 모드 - 컬러 전환 모드에 대한 현재 설정을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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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러 전환 모드 설정 컬러 전환 모드를 설정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해당 스캐닝 응용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2. 흑백 스캐너 설정을 다음과 같이 구성합니다.

• 스캐닝 응용 프로그램에서 컬러 모드를 흑백으로 설정합니다.

• 흑백 문서를 테스트 페이지로 스캔합니다.

• 스캔한 문서를 검사하고 Kofax VRS 이미지 품질 탭에서 다음 작
업을 수행합니다. Kofax VRS가 각 이미지의 밝기를 자동으로 설
정하도록 하려면 자동 밝기를 클릭하고 밝기 및 대비를 클릭하여
밝기, 대비 및 감마에 대한 값을 설정합니다.

3. 컬러 모드 전환 기능을 선택합니다.

• Kofax VRS 이미지 품질 탭에서 드라이버 설정을 클릭합니다. 고급
속성 화면이 표시됩니다. 

• 컬러 모드 전환을 선택합니다.

4. 컬러 모드 전환 화면에서 패치 코드 감지를 사용하여 컬러 모드 전환
을 선택합니다.

5. 또는 흑백으로 시작, 토글 패치 용지에서 이미지 삭제 및/또는 패치 확
인음 사용 설정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6. 독립적 또는 양쪽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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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흑백 설정 그룹의 값은 위의 2단계 Kofax VRS 이미지 품질 탭에서 선
택된 설정입니다. 

• 흑백 문서를 스캔하기 위한 dpi 값을 선택합니다. 기본값은 300입
니다.

• 컬러 감지 기능을 선택한 경우 dpi를 포함한 이 그룹의 값을 흑백으
로 감지된 모든 문서에 적용하려면 컬러 감지 사용 시 이러한 설정
사용을 선택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컬러 감지가 활성화되어 있을 때
스캐닝 응용 프로그램에서 설정한 dpi 값이 컬러/회색조 문서와 흑
백 문서에 모두 적용됩니다. 

8. 확인을 클릭합니다.

9. 패치 코드 용지를 배치에 삽입하여 스캐너가 컬러 모드를 전환할 위치를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현재 흑백에서 스캔하고 있고 토글 패치가 감지
되면 다음 문서는 컬러로 스캔됩니다. 

10.스캐닝 응용 프로그램에서 컬러 모드를 회색조 또는 컬러로 설정하고
스캔을 시작합니다.

참고:

• 이전에 흑백으로 시작을 선택한 경우 첫 번째 패치 코드 용지가 감지될 때
까지 스캔은 흑백으로 시작됩니다.

• 이전에 흑백으로 시작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스캔이 회색조 또는 컬러
로 시작하고 첫 번째 패치 코드가 감지될 때 흑백으로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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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프린터 화면 임프린터 화면에는 다음과 같은 옵션이 있습니다. 

참고: 

• 스캐너의 터치스크린에서 인쇄 또는 주석을 재지정할 수 있습니다.

• 전자 이미지 주석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 프린터 액세서리 옵션을 설치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임프린터 컨트롤 - 프린터가 출력 이미지에 물리적 세로 인쇄 기능 및/또는
데이터 전자 스탬프 기능을 제공하고, 영숫자, 날짜, 시간, 문서 개수 및 사
용자 지정 메시지를 지원합니다.

• 사용 안 함: 임프린트 기능을 끕니다. 

• 앞 페이지 사전 스캔: 스캔하기 전에 원본 문서의 앞면에 인쇄하거나 주
석을 달아 인쇄된 텍스트를 스캔된 이미지 부분으로 지정합니다.

• 뒤 페이지 사후 스캔: Kodak i5000V 시리즈 스캐너는 뒷 페이지 실제 인
쇄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뒷 페이지의 이미지를 주석으로 처리
할 수 있습니다.

• 주석만: 텍스트 컨트롤 화면에서 설정된 텍스트를 스캔한 이미지에 추
가합니다. 텍스트는 스캔한 문서에 인쇄되지 않습니다. 

텍스트 컨트롤 - 임프린트 옵션을 설정할 수 있는 텍스트 컨트롤 화면을 표
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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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컨트롤 화면 텍스트 컨트롤 화면에서 임프린터 옵션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페이지 카운터

사용 - 이 옵션을 선택하면 페이지 카운터 옵션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 인쇄 너비: 값의 너비가 필드 너비보다 작은 경우 카운터의 형식을 구성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예는 필드 너비 3, 카운터 4를 나타냅니다. 선택 가
능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선택 간격: “   4”
- 선행 0: “004”
- 선행 간격/0 없음: “4”

• 다음에서 시작: 스캔할 다음 문서에 대해 문서 개수를 설정할 수 있습니
다. 스캔이 끝나면 시작 카운트는 실제 카운트로 업데이트됩니다. 마지
막으로 사용된 카운트 또는 기본값이 표시됩니다.

• 증가 단계 크기: 자동 임프린터/주석 카운터가 각 페이지마다 증가하
는 크기를 결정하려면 드롭다운 목록에서 값을 선택합니다. 카운터는
스캔 중인 문서, 배치가 구성되는 방식 및 특정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설정되어야 합니다. 증가 크기는 0에서 9까지입니다.

• 자릿수: 1에서 9까지 카운터의 너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
를 들어 인쇄 문자열의 남은 문자가 6개인 경우 필드 너비는 6으로 제
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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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꼴 높이 - 정보를 인쇄할 글꼴 크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할 수 있
는 옵션은 보통 및 크게입니다.

굵은체 - 정보를 인쇄할 글꼴 유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보통 및 굵게입니다.

참고: 주석만을 선택할 경우에는 글꼴 높이 및 굵은체를 사용할 수 없습니
다.

텍스트 방향 - 문자를 세로 방향으로 인쇄할 때(문서 위쪽 가장자리에서
시작) 인쇄 문자열의 방향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용 가능한 옵션은 다
음과 같습니다. 0, 90, 180, 270.

동적 컨텐츠 삽입 - 드롭다운 목록에서 원하는 코드를 선택하여 인쇄 문
자열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급지 방향
0 90 180 270

코드 내용

%C1 페이지 카운터를 이 위치에 삽입하고 선행 공백을 인쇄합니다.
%C2 페이지 카운터를 이 위치에 삽입하고 선행 0을 인쇄합니다.
%C3 페이지 카운터를 이 위치에 있는 그대로 삽입합니다.
%D1 YYYY/MM/DD
%D2 YYYYJJJ(네자리수 연도, 율리우스력 날짜 순)
%D3 MM/DD/YYYY
%D4 JJJ(율리우스력 날짜)
%D5 DD/MM/YYYY
%T1 HH:MM:SS 형식의 24시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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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 문자열 정의 - 이 필드에 특정 프린터 텍스트를 입력합니다. 이 문자
열은 동적 컨텐츠 삽입 필드에서 선택한 동적 컨텐츠를 포함하고 페이지
카운터의 위치를 지정합니다. 다중 텍스트 문자열이 포함된 메시지를 하
나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날짜 코드는 하나만 삽입할 수 있지만, 시간 코
드는 여러 개 삽입할 수 있습니다. 날짜 코드는 접두사 메시지 앞 또는 뒤
에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쇄 문자열이 다음일 경우:

Production Batch 1, 2011/09/20 16:53:10 0000112345

다음을 입력합니다.

인쇄 문자열 정의 필드에 “Production Batch 1”을 입력하고 동적 컨텐츠 삽
입 목록 상자에서 %D1,%T1,%C2 코드를 선택합니다.

나머지 카운트 - 인쇄 문자열을 채우는 데 남은 문자 수를 표시합니다. 공
백을 포함하여 최대 40자가 허용됩니다.

실제 인쇄된 예 - 실제 인쇄 문자열이 페이지에 인쇄될 때 나타나는 모양을
표시합니다. 인쇄 문자열에서 여러 줄을 허용하므로, 실제 인쇄된 예 필드
의 오른쪽에 있는 상자는 인쇄 문자열 줄을 나타냅니다. 

주석 정의 주석 위치 

• 왼쪽에서 오프셋: 주석이 문서 왼쪽 가장자리에서 얼마나 떨어진 곳에
표시되는지 결정하는 값을 입력합니다.
참고: 주석은 회전 후 이미지에 적용됩니다.

• 앞면 주석: 이 옵션을 선택하면 주석이 문서의 앞면에 나타납니다.

• 뒷면 주석: 이 옵션을 선택하면 주석이 문서의 뒷면에 나타납니다.

단위 - 주석에 사용될 측정 단위를 선택합니다. 선택할 수 있는 옵션에는
in, mm 또는 픽셀이 있습니다. 

임프린트/주석 위치 

• 위로부터 오프셋/범위: 0 ~ 39.0인치 값을 선택하여 인쇄된 정보가 문
서 위쪽 가장자리에서 얼마나 떨어진 곳에 표시되는지 결정합니다.

참고:

• 스캐너의 터치스크린에서 위쪽 가장자리부터의 오프셋을 재지정할 수 있
습니다. 

• 정보가 완전히 인쇄되지 않은 경우라도 문서의 아래쪽 가장자리로부터
6.3mm(1/4인치) 떨어진 곳에서 인쇄가 자동으로 중지됩니다.

• 가로 인쇄 위치는 스캐너의 잉크 카트리지 위치에 의해 결정됩니다. 인쇄
위치 설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사용자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

• 스캐너 작동자 제어판에서 액세스한 인쇄 생략 및 인쇄 사용 불가능은
실제 인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옵션은 전자 주석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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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급지 화면 복수 급지 화면을 사용하여 스캐너별 복수 급지 설정을 구성합니다.

Kodak i5000V 시리즈 스캐너는 스캐너에서 복수 급지를 감지하는 문서
를 처리하는 방식을 관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옵션을 제공합니다. 

복수 급지가 감지될 때 스캐너에서 수행하는 작업은 VRS 관리 콘솔 오류
이벤트 처리기와, 고급 속성 화면의 복수 급지 작업 드롭다운 목록에서 선
택한 항목의 두 가지 설정으로 제어됩니다.

일반적으로, VRS 관리 콘솔은 자동 해결로 설정되고 고급 속성의 복수 급
지 작업을 사용하여 다른 복수 급지 동작을 선택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공통적인 작업에서는 VRS 관리 콘솔에서 자동 해결 기본값을
변경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급 속성 화면의 설정은 다른 복수 급지 작업으
로 다른 작업을 구성할 수 있는 VRS 프로파일에 저장됩니다. 

예를 들어, 봉투 또는 실제 복수 급지로 인해 복수 급지 경고음이 울렸는지
확인할 수 있는 이미지 생성 일시 정지(기본 작업)로 이 작업을 설정할 수
있도록 특정 봉투를 포함하는 작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실수로 다른
작업 시 적재함에 스테이플로 묶인 문서가 있을 수 있으며, 이 작업의 경우
복수 급지 작업은 일시 정지 및 용지 고정으로 설정하여 스테이플로 묶인
문서가 손상되지 않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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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항목에서는 VRS 관리 콘솔 오류 이벤트 처리기가 자동 해결 또는
오류 반환으로 설정된 경우 복수 급지 작업에 대한 스캐너 고급 속성의
각 설정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합니다.

참고: 

• 오류 반환은 스캐너의 고급 복수 급지 이벤트 처리를 크게 제한하고 일
반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 복수 급지 작업은 초음파 복수 급지 또는 문서 길이 감지 복수 급지로 인
해 실행될 수 있습니다.

모든 복수 급지 이벤트의 경우 스캐너가 복수 급지를 발견할 경우 소리가
납니다. 이 소리는 스캐너의 작동자 제어판에 있는 설정 화면에서 설정합
니다. 스캐너 운영자 로그에서 값을 입력하고 미터 로그의 일별 복수 급지
카운트가 증가합니다(Scan Validation Tool에서 사용 가능함). 복수 급지 작
업에 의해 급지 장치가 중지될 때 입력 엘리베이터가 내려오며 필요한 경
우 복수 급지된 페이지를 입력 용지 더미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스캔하기 위해 작동자 제어판에서 복수 급지 무시를 선택
하여 복수 급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작동자 제어판의 복수 급지 재지정
을 사용하여 현재 스캔 세션에 대해 안전히 복수 급지감지를 끄거나 개별
복수 급지 센서를 끌 수 있습니다.

일시 정지 및 이미지 생성 - 스캐너에서 호스트 PC로 이동하지 않고 복
수 급지 이벤트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 옵션을 선택하면 PC에서 복수
급지된 문서의 이미지를 보고 스캐너에서 바로 문서를 승인 또는 재스캔
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기본값이며 대부분의 작업에 권장됩니다. 

• VRS 관리 콘솔: 복수 급지 예외 - 자동 해결: 복수 급지를 만든 문서는 출
력 용지함으로 전송됩니다. 복수 급지를 만든 문서의 앞 페이지 이미지가
호스트 PC의 Kofax VRS 인터랙티브 뷰어에 작동자 제어판에서 복수 급
지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지시사항과 함께 표시됩니다. 이미지를 있는
그대로 사용하려는 경우 복수 급지된 이미지만 스캐닝 응용 프로그램으
로 전달됩니다. 스캐너는 일시 정지됨: 복수 급지 감지됨, 스캔 일시 정지
됨을 표시합니다. 인쇄가 활성화되었으면 (맨 위) 페이지가 인쇄되고 다
음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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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류를 무시하고 스캔을 다시 시작하려면 스캐너에서 시작/다시 시
작 버튼을 누릅니다. 이미지가 스캐닝 응용 프로그램으로 전송되고
감지된 복수 급지가 없는 것처럼 스캔을 다시 시작합니다.

- 복수 급지된 문서를 재스캔하려면 출력 용지함에서 문서를 제거한
후 입력 엘리베이터에 놓습니다. 작동자 제어판에서 재스캔을 선택
합니다. 복수 급지된 페이지의 이미지가 삭제되고 재스캔됩니다.
참고: 인쇄가 활성화된 경우 재스캔을 선택하기 전에 작동자 제어

판의 인쇄 생략을 선택하여 페이지에 다시 인쇄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 취소하려면 스캐너에서 정지/일시 정지 버튼을 누르거나 복수 급지
화면에서 취소를 선택합니다. 스캐닝 응용 프로그램이 스캔 상태를
종료하고 호스트 응용 프로그램에서 스캔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 VRS 복수 급지 예외: 오류 반환: 위와 동일한 스캐너 작업이 발생하며, 호
스트 PC에 표시될 복수 급지된 페이지의 이미지가 없고 스캐닝 응용 프
로그램이 스캔 상태를 종료하는 점만 다릅니다. 복수 급지 오류 메시지가
호스트 PC에 표시됩니다. 

호스트 응용 프로그램에서 스캔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참고:

- 복수 급지를 실행한 페이지가 컬러 토글 패치인 경우 토글 패치의
이미지가 VRS 인터랙티브 뷰어에 표시되고 컬러 모드가 전환되지
않습니다.

- 복수 급지가 무시될 경우 페이지 카운터는 정상적으로 증가합니다.
복수 급지를 재스캔하면 재스캔을 선택한 후 첫 번째 페이지에 대
한 페이지 카운터가 증가하지 않으므로 페이지 수가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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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정지 및 용지 고정 - 이 옵션을 사용하면 스테이플로 묶인 문서가 손
상되지 않습니다. 이 옵션을 선택하면 복수 급지 경고음을 유발하는 페이지
가 즉시 정지하고 스캐너를 통해 전송되지 않습니다.

• VRS 복수 급지 예외: 자동 해결: 복수 급지를 만든 문서가 급지 장치에
보관되고 출력 용지함으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스캐닝 응용 프로그램
으로 전달될 복수 급지를 만든 문서의 이미지가 없습니다. 일시 정지
됨: 복수 급지 감지됨, 스캔 일시 정지됨이 작동자 제어판에 표시됩니
다. 인쇄가 활성화된 경우 (맨 위) 페이지가 인쇄되지 않고 다음 메시
지가 표시됩니다.

- 용지 경로를 청소하고 스캔을 다시 시작하려면 스캐너 커버를 열
거나 작동자 제어판에서 경로 청소를 선택합니다. 용지 경로를 청
소한 후에만 스캔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스캔을 다시 시작하
려면 작동자 제어판에서 시작/다시 시작을 선택합니다. 복수 급지
페이지 이미지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 재스캔하려면 복수 급지 문서를 입력 엘리베이터에 놓습니다. 용
지 경로를 청소한 후 스캔을 다시 시작하려면 작동자 제어판에서
시작/다시 시작을 선택합니다.

참고: 문서가 복수 급지 경고음을 잘못 실행시키고 문서를 재스캔
해야 할 경우 작동자 제어판에서 복수 급지 무시를 선택하여
다음 순서로 급지될 한 페이지의 복수 급지 경고음을 무시하
고 문서 이미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 취소하려면 스캐너에서 정지/일시 정지를 누르거나 복수 급지 화면에
서 취소를 선택합니다. 스캐닝 응용 프로그램이 스캔 상태를 종료하
고 호스트 응용 프로그램에서 스캔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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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RS 복수 급지 예외: 오류 반환: 위와 동일한 스캐너 작업이 수행되고, 복
수 급지 오류 메시지가 호스트 PC에 표시되고 스캐닝 응용 프로그램이 스
캔 상태를 종료하는 점만 다릅니다. 

호스트 응용 프로그램에서 스캔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참고:

• 페이지가 첫 번째 급지 장치 롤러로 넘어갈 때까지 복수 급지가 실
행되지 않은 경우(즉, 페이지 맨 아래에서 스티커 메모 또는 라벨
이 감지된 경우) 복수 급지 페이지가 출력 용지함으로 전송되고 실
제로 임프린트됩니다.

• 복수 급지를 유발한 페이지가 컬러 토글 패치인 경우 컬러 모드는
전환되지 않습니다.

• 복수 급지 경고음을 유발한 페이지에 대해 페이지 카운터는 증가하
지 않습니다.

정지 및 용지 보관 - 이 옵션은 복수 급지 무시를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제
외하면 용지 일시 정지 및 보관과 매우 유사합니다.

• VRS 복수 급지 예외: 자동 해결: 복수 급지를 만든 문서가 급지 장치에
보관되고 출력 용지함으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복수 급지를 만든 문서
이미지가 스캐닝 응용 프로그램으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휴지: 작동자
제어판에 복수 급지 감지됨, 스캔 정지됨이 표시됩니다. 인쇄가 활성화
된 경우 (맨 위) 페이지는 인쇄되지 않고 다음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 용지 경로를 청소하고 스캔을 다시 시작하려면 스캐너 커버를 열
거나 작동자 제어판에서 경로 청소를 선택합니다. 용지 경로를 청
소한 후에만 스캔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스캔을 다시 시작하
려면 작동자 제어판에서 시작/다시 시작을 선택합니다. 복수 급지
된 페이지의 이미지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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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스캔하려면 용지 경로를 청소하고 복수 급지된 문서를 입력 엘
리베이터에 넣고 작동자 제어판에서 시작/다시 시작을 선택합니다. 
참고: 스캐너가 휴지 상태인 경우 복수 급지 생략을 사용할 수 없습

니다.

- 취소하려면 스캐너에서 정지/일시 정지 버튼을 누르거나 복수 급
지 화면에서 취소를 선택합니다. 스캐닝 응용 프로그램이 스캔 상
태를 종료하고 호스트 응용 프로그램에서 스캔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 VRS 복수 급지 예외: 오류 반환: 위와 동일한 스캐너 작업이 발생하지
만, 복수 급지 오류 메시지가 호스트 PC에 표시되고 스캐닝 응용 프로
그램이 스캔 상태를 종료합니다. 

호스트 응용 프로그램에서 스캔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참고:

• 문서가 첫 번째 급지 장치 롤러를 넘어갈 때까지 복수 급지가 감지되
지 않은 경우(즉, 페이지의 맨 아래에서 스티커 메모 또는 라벨이 감
지된 경우) 복수 급지된 페이지가 출력 용지함으로 전송되고 실제로
임프린트됩니다.

• 복수 급지를 실행한 페이지가 컬러 토글 패치인 경우 컬러 모드는 전
환되지 않습니다.

• 복수 급지 경고음을 유발한 페이지에 대해 페이지 카운터가 증가하
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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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 및 용지 꺼내기 - 복수 급지 경고음을 유발한 페이지의 이미지를 유
지하지 않으려면 이 옵션을 사용합니다.

• VRS 복수 급지 예외: 자동 해결: 복수 급지를 만든 문서가 출력 용지함
으로 전송됩니다. 복수 급지를 만든 문서 이미지는 스캐닝 응용 프로그
램에 전달되지 않습니다. 휴지: 작동자 제어판에 복수 급지 감지됨, 스캔
정지됨이 표시됩니다. 인쇄가 활성화된 경우 (맨 위) 페이지가 인쇄되고
다음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 스캔을 다시 시작하려면 작동자 제어판에서 시작/다시 시작을 선택
합니다. 복수 급지된 페이지의 이미지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 복수 급지된 문서를 재스캔하려면 문서를 입력 엘리베이터에 놓고
작동자 제어판에서 시작/다시 시작을 선택합니다.

- 취소하려면 작동자 제어판에서 정지/일시 정지를 선택하거나 복수
급지 화면에서 취소를 선택합니다. 스캐닝 응용 프로그램이 스캔
상태를 종료하고 호스트 응용 프로그램에서 스캔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 VRS 복수 급지 예외: 오류 반환: 위와 동일한 스캐너 작업이 발생하지
만, 복수 급지 오류 메시지가 호스트 PC에 표시되고 스캐닝 응용 프로
그램이 스캔 상태를 종료합니다. 호스트 응용 프로그램에서 스캔을 다
시 시작해야 합니다.

참고:

• 복수 급지를 감지한 페이지가 컬러 토글 패치인 경우 컬러 모드는
전환되지 않습니다.

• 복수 급지 경고음을 유발한 페이지에 대해 페이지 카운터는 증가되
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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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보음 및 계속 - 사용자에게 복수 급지 경고음에 대해 알리지만 복수 급지
가 있을 때 자동으로 스캔을 정지하지 않도록 하려면 이 옵션을 사용합니다.

• VRS 복수 급지 예외: 자동 해결 또는 오류 반환: 스캐너가 중단되지 않
고 스캔을 계속합니다. 복수 급지가 있었다는 것은 소리로만 알 수 있으
며 작동자 제어판에 복수 급지 감지됨, 스캔 계속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참고:

• 복수 급지를 감지한 페이지가 컬러 토글 패치인 경우 컬러 모드가
전환됩니다.

• 일반적으로 페이지 카운터가 증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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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RS 관리 콘솔 복수 급지 예외:
조정

조정을 선택하면 스캐너 고급 속성의 복수 급지 작업 설정이 설정된 값으로
재지정됩니다. 작동자 제어판이 아닌 호스트 PC에서 “승인”이나 “재스캔”
을 선택해야 한다는 점 외에는 조정 모드의 사용은 일시정지 및 이미지 생
성 옵션과 유사합니다. 

이 모드를 사용하면 i5000V 시리즈 스캐너는 Fujitsu fi-5900/fi-5950/fi-6800
또는 Canon DRX10C 스캐너에서 제공한 기능과 동일한 상호 작용 복수
급지 기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참고: VRS 관리 콘솔 설정은 전역이며 VRS 프로파일에 저장되지 않습
니다. 

• 복수 급지를 만든 문서는 출력 용지함으로 전송됩니다. 복수 급지를 만든
문서의 맨 앞 페이지 이미지는 VRS 인터랙티브 뷰어의 호스트 PC에 복
수 급지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지시사항과 함께 표시됩니다. 복수 급지
이미지를 선택할 경우 선택한 복수 급지 이미지만 스캐닝 응용 프로그램
으로 전달됩니다. 휴지: 작동자 제어판에 복수 급지 감지됨, 스캔 정지됨
이 표시됩니다. 인쇄가 활성화된 경우 (맨 위) 페이지가 인쇄됩니다. 다음
메시지가 호스트에 표시됩니다.

- 복수 급지 오류를 무시하고 스캔을 다시 시작하려면 호스트 PC의 복
수 급지 화면에서 확인을 클릭합니다. 인터랙티브 뷰어에 표시된 이
미지는 호스트 응용 프로그램으로 전송되고 복수 급지가 감지되지
않은 것처럼 스캔이 다시 시작됩니다.

- 복수 급지 문서를 재스캔하려면 출력 용지함에서 복수 급지된 문
서를 제거한 후 입력 엘리베이터에 놓고 호스트 PC에서 재스캔을
선택합니다. 인터랙티브 뷰어에 표시된 복수 급지된 페이지 이미
지는 삭제되고 페이지가 재스캔됩니다.

참고: 스캐너가 휴지 상태인 경우 복수 급지 생략을 사용할 수 없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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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소하려면 호스트 PC의 복수 급지 화면에서 취소를 선택합니다.
스캐닝 응용 프로그램이 스캔 상태를 종료합니다. 호스트 응용 프
로그램에서 스캔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참고:

• 복수 급지를 감지한 페이지가 컬러 토글 패치인 경우 토글 패치의
이미지가 VRS 인터랙티브 뷰어에 표시되고, 컬러 모드는 전환되
지 않습니다.

• 복수 급지된 각 페이지에 대해 페이지 카운터는 항상 증가됩니다.
복수 급지된 페이지를 재스캔하면 페이지 카운터가 해당 페이지
에 대해 두 번 증가됩니다.

초음파 감도 - 두 장 이상의 문서가 스캐너에 급지되는지 여부를 스캐너에
서 얼마나 민감하게 확인할지 제어합니다. 복수 급지는 문서와 문서 두께
간의 공기 간극을 감지함으로써 시작됩니다. 따라서 서로 다른 두께의 문서
가 포함된 배치에 복수 급지 감지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낮음: 가장 소극적인 설정으로 불량 문서, 두꺼운 문서, 구겨진 문서를
복수 급지된 문서로 감지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 중간: 다양한 두께의 문서 또는 라벨이 붙어 있는 문서로 배치가 이루
어진 경우 사용합니다. 라벨의 소재에 따라 다르지만 라벨이 부착된
대부분의 문서는 복수 급지 문서로 감지되지 않습니다. 

• 높음: 가장 적극적인 설정입니다. 모든 문서의 두께가 75.2g/m2(20파
운드) 본드지보다 두껍지 않고 상태가 양호한 경우 사용하기 좋은 설
정입니다.

참고: 설정에 관계 없이 “스티커” 메모는 복수 급지 문서로 감지될 수 있
습니다.

센서 - 5개의 센서가 용지 경로의 너비를 감지합니다. 복수 급지 문서를 제
대로 감지할 수 있도록 각 문서는 이러한 센서 중 하나를 통과해야 합니다.

• 사용: 왼쪽, 가운데, 오른쪽: 이 컨트롤을 사용하여 5개의 센서 중 작동하
고자 하는 센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문서 왼쪽에 “스티커”
메모가 있는 경우 왼쪽 센서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무시 영역: 사용자가 문서에 대한 센서 끄기를 허용하지만 전체 문서(예: 3
인치 “스티키” 메모)에 대해 센서를 끄지 않으려는 복수 급지 상황에서
최대 무시값 필드에 값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 최대 무시값: 선택한 무시 영역에 있고 입력한 값보다 적은 문서에서 복
수 급지를 무시합니다. 이 옵션은 무시 영역 센서를 하나 이상 선택할 경
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대 무시값 값은 선택한 각 무시 영역에 적
용됩니다. 1 ~ 7인치의 범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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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길이 - 배치의 최대 문서 길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스캐너가 이
값을 넘는 문서를 감지하면 복수 급지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 사용: 문서 길이를 설정하고 겹침 길이 필드에 길이를 설정하려면 이 상
자를 선택합니다.

• 겹침 길이: 복수 급지를 생성하는 데 필요한 추가 문서 길이를 입력합
니다. 모든 센서가 비활성화된 경우에도 길이 기반 감지를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최대 겹침 길이는 24인치입니다. 최대 문서 길이인 40인
치보다 큰 길이는 설정할 수 없습니다. 

참고:

• 복수 급지 길이 감지는 초음파 복수 급지 감지와 동시에 사용하거나
또는 길이 전용 모드에서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길이 전용 모
드를 활성화하려면 5개 초음파 센서를 모두 선택 취소합니다.

• VRS는 페이지 크기에 자동으로 0.5인치를 더하므로, 페이지 크기보
다 정확히 2인치(이상) 긴 문서가 복수 급지를 시작하도록 할 경우 겹
침 길이를 1.5인치로 입력해야 합니다.

• 기본 문서 길이는 선택한 페이지 크기와 방향으로 결정됩니다. US Letter
인 경우 세로 방향 문서 길이는 11인치이지만 가로 방향 문서 길이는
8.5인치입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A5(8.3 x 5.8인치) 페이지 크기를
가로 방향 모드로 선택하고 겹침 길이를 1인치로 선택하면 7.3인치
(5.8 + 0.5 + 1.0) 이상의 페이지가 복수 급지 경고음을 유발합니다.

단위 - 문서 길이에 사용할 측정 단위를 선택합니다. 인치 또는 mm 중 하
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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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화면 배치 간 시간 및 스캐너 용지 급지 방법, 절전 모드로 전환하는 시간을 줄
임으로서 일반 화면에서 선택된 항목은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호퍼 높이 - 스캔 중인 문서 수의 근사치를 기준으로 입력 엘리베이터의
높이를 입력하세요. 스캐너에 용지가 부족하면 적재 크기를 수용하도록
입력 엘리베이터가 내려갑니다. 최소 배치인 25매를 선택하면 입력 엘리
베이터를 내려 용지 적재에 추가 용지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최대값은
750매입니다.

• 25매(또는 미만): 입력 엘리베이터는 가장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입력
엘리베이터로부터 급지되는 25매 이하의 문서를 스캔할 때 권장됩니다.

• 100매: 입력 엘리베이터로부터 급지되는 25 ~ 100매 사이의 문서를
스캔할 때 권장됩니다.

• 250매: 입력 엘리베이터로부터 급지되는 100 ~ 250매 사이의 문서를
스캔할 때 권장됩니다.

• 500매: 입력 엘리베이터로부터 급지되는 250 ~ 500매 사이의 문서를
스캔할 때 권장됩니다.

• 750매: 입력 엘리베이터로부터 급지되는 500 ~ 750매 사이의 문서를
스캔할 때 권장됩니다.

참고: 급지 소스가 스캐닝 응용 프로그램에서 수동으로 설정되면 호퍼 높
이가 항상 25매 위치로 재지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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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지 부족 - 배치의 마지막 용지가 입력 엘리베이터에서 급지된 후 스캐
너의 동작을 제어합니다.

• 전송 시간 초과(초): 스캐너가 용지 부족 상태를 감지한 후 실행을 계속
하는 시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더 많은 문서를 추가할 수 있으며 스
캔이 자동으로 다시 시작됩니다. 만약 부가적인 문서들이 입력 엘리베
이터에 더해지기 전에 이 시간이 경과하면, 전송 시간이 초과되어 스캐
너 작업은 스캐너에서 해결 설정에 따라 수행됩니다.

• 스캐너에서 해결: 이 옵션을 선택하면 스캐너는 용지 부족 상태에서 정
지 모드 대신 일시 정지됨 모드로 설정됩니다. 이 옵션을 사용하면 문서
를 입력 엘리베이터에 추가한 후 작동자 제어판에서 시작/다시 시작을
선택하여 빨리 스캐너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스캐너에서 해결을 비활
성화하면 스캐너는 용지 부족 상태에서 정지(휴지) 모드로 이동하므로,
호스트 응용 프로그램에서 스캔을 다시 시작하려면 작업을 다시 시작
해야 합니다.

참고: 스캐너에서 해결을 활성화하지 않으면 용지 부족 오류에 대한 VRS
관리 콘솔 설정이 용지를 빈 입력 엘리베이터에 추가할 때 스캐
너가 자동으로 시작할지 결정합니다.

문서 처리 - 스캐너의 문서 이송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옵션은 스캐
너로의 문서 급지 방식, 스캐너를 통과할 때의 이동 속도, 출력 용지함에
서의 배치 방식에 영향을 줍니다. 

• 일반: 별도의 처리는 수행되지 않습니다. 모든 문서의 크기가 비슷할 때
가장 적합합니다.

- 전체 처리량
- 제어된 적재 꺼짐
- 문서 간 최소 간격

• 개선된 적재: 혼합된 문서 세트의 경우 이 옵션을 사용하면 출력 용지
함에서 문서 적재/정렬 방식을 쉽게 제어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혼
합 문서 세트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처리량이 약간 감소할 수 있음
- 제어된 적재 켜짐
- 문서 간 최소 간격

• 최고 적재: 문서 세트의 문서 크기가 매우 다양할 경우 이 옵션을 사용
하면 출력 용지함에서의 문서 적재/정렬 방식 제어를 최적화할 수 있
습니다.

- 처리량이 약간 감소함
- 제어된 적재 켜짐
- 큰 문서 간 간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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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급 주의/까다로움: 스캐너를 통과하여 출력 용지함에 배치될 때 특히
주의해야 할 문서에 적용됩니다.

- 처리량이 크게 감소함
- 제어된 적재 꺼짐
- 최소 문서 간 간격
- 전송 속도가 1/4로 감소함

• 두꺼운 용지 또는 봉투: 카드지보다 두꺼운 문서에 적용합니다(110파
운드/0.25mm).

- 처리량이 크게 감소함
- 제어된 적재 켜짐
- 최소 문서 간 간격
- 전송 속도가 1/4로 감소함

• 얇음: 라이스 페이퍼와 같이 20파운드 본드지보다 얇은 문서에 적용합
니다.

- 처리량이 크게 감소함
- 제어된 적재 켜짐
- 큰 문서 간 간격
- 전송 속도가 1/4로 감소함

절전 

• 시간 초과(분): 절전 모드가 되기 전까지 스캐너가 비활성 상태로 있을
시간(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기본값은 15분이고, 최대 시간은 240분
입니다.

정보 화면 정보 화면은 스캐너 펌웨어 버전, CGA 펌웨어 버전, 스캐너 드라이버 버
전(VRS 버전) 및 저작권 정보를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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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RS 관리 콘솔 VRS 관리 콘솔(관리 콘솔)을 사용하면 일반적인 기본 설정을 지정하고,
오류 및 경고에 대한 VRS의 대응 방식을 관리하며, 라이센스를 활성화 및
비활성화하고, 자동 프로파일과 관련된 설정을 관리하며, 스캐너를 모니
터링하고, VRS에서 이미지를 처리하는 데 사용되는 스캐너 또는 파일 가
져오기 소스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VRS 관리 콘솔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 PixKofax VRS 탭에서 VRS 관리 버튼을 선택합니다.

• 시스템 트레이에서 VRS 아이콘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관리 콘솔을 선택합니다.

• Kofax VRS 관리 콘솔>시작버튼을 클릭합니다. 

기본 설정 지정 Kofax VRS 관리 콘솔에서 기본 설정을 선택하여 공유된 프로파일 업데
이트, 멀티코어 처리, 표시 언어 및 관리 콘솔 로그 파일 경로와 관련된
일반적인 기본 설정을 지정합니다. 

참고:

• 멀티코어 처리 또는 Kofax VRS 언어에 대한 설정을 업데이트할 경우
Kofax VRS를 다시 시작할 때까지 해당 설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자동 프로파일 및 장치 상태는 VRS 5가 VRS Elite로 업그레이드되었
을 때 데모 이외의 모드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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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VRS 관리 콘솔 화면에서 기본 설정을 선택합니다.

2. 기본 설정 화면에서 업데이트할 항목을 선택합니다.

• Kofax VRS Elite 데모 모드 - 모든 이미지에 “DEMO”가 표시된 데
모 모드에서만 Kofax VRS Elite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유된 프로파일 - 이 옵션은 Kofax VRS Elite에서만 사용할 수 있
습니다.

• 멀티코어 처리 - 멀티코어 처리는 컴퓨터 하드웨어, 스캐너 VRS 인
터랙티브 뷰어 설정 및 스캐닝 응용 프로그램 설정과 같은 기타 요
인에 따라 전체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 CPU 코어에서
VRS 이미지 처리를 위해 다음 기본 설정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자동: i5000V 시리즈 스캐너용 Kofax VRS 프로덕션 라이센스가
있는 경우에만 멀티코어 처리가 사용됩니다. 자동은 켜짐과 기
능이 같습니다.

- 켜짐: 멀티코어 처리는 라이센스와 상관 없이 항상 사용됩니다.
Kofax VRS 프로덕션 라이센스가 없는 경우 이미지는 “DEMO” 워
터마크로 표시됩니다.

- 꺼짐: 라이센스와 상관 없이 멀티코어 처리가 사용되지 않습니
다. 이 설정은 일반적으로 진단에 사용됩니다.

• Kofax VRS 언어 - Kofax VRS 사용자 인터페이스 및 온라인 도움말
을 나타낼 언어를 선택합니다. 기본적으로 Kofax VRS 설치 프로그
램이 Windows 운영 체제의 언어와 일치하는 언어를 설정합니다.
Windows 표시 언어를 선택할 경우 운영 체제 기본 설정에 따라
Kofax VRS 언어가 설정됩니다. Kofax VRS에서 Windows 표시 언어
설정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영어가 사용됩니다.

• 로그 파일 - 관리 콘솔 로그 파일이 저장되는 위치를 나열합니다. 로
그 파일에 대한 다른 위치를 지정하려면 찾아보기를 클릭하세요. 로
그 파일에는 시간 스탬프가 있는 상태와 오류 메시지를 통해 관리
콘솔의 작동 기록에 대한 세부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로그 파일
은 문제가 발생할 경우 지원 담당자에게 유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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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 예외 화면을 사용하여 특정 이미지 또는 스캐너 예외 상태에서 경고 및 오
류에 대한 VRS의 대응 방식을 관리합니다.

경고 - 이미지 품질과 관련된 예외로 구성됩니다. 각 경고에 대해 임계값
과 작업을 선택합니다. 임계값 설정은 Kofax VRS가 경고를 발생시키는
지 여부를 결정하는 오류 범위를 정의합니다. 작업 설정은 경고에 대한
Kofax VRS의 대응 방식을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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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 - 자동 자르기, 자동 기울기 보정, 장비 충돌, 용지 전송 및 기타 문제
와 관련된 예외 상태로 구성됩니다. 작업 설정은 오류 또는 경고에 대한
Kofax VRS의 대응 방식을 결정합니다. 설정할 수 있는 작업은 다음 표를
참조하십시오.

스캔 가속화 - 이 옵션을 선택하면 스캔 가속화 대화 상자가 표시됩니다. 

스캔 가속화 설정을 사용하면 내부적으로 더 낮은 광학 해상도에서 스캔
한 다음 디지털 방식으로 이미지를 더 높은 출력 해상도로 확대하여 높은
해상도에서 이미지를 출력할 때 스캐너의 분당처리속도(PPM)를 높일 수
있습니다.

i5000V 시리즈 스캐너의 경우 스캔 가속화는 600dpi 해상도에만 영향을 미
칩니다. 스캔 가속화를 없음/최고가 아닌 다른 설정으로 설정한 600dpi 스
캔은 스캐너의 처리 속도를 상당히 증가시킵니다. 이미지의 해상도는 약간
떨어집니다.

저장 - 변경사항을 저장합니다. 

작업 설명

오류 무시 오류를 알리지 않거나 오류 해결 작업을 수행하지 않습니다. 이
미지가 “있는 그대로” 승인되고, 스캐닝 응용 프로그램으로 전달
된 후 스캔이 계속됩니다.

오류 반환 오류에 대한 알림은 받지만 스캔 응용 프로그램에 이미지를 보
내지는 않습니다. 스캔 작업이 중지되었습니다.

개입 수동 모드에서 자동 해결 관리자를 열어 스캐너 또는 용지 전송
오류(느슨한 케이블, 용지 걸림 또는 용지 부족 상태 등)를 수동
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처리를 다시 시작하려면 스캐너를 수
동으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자동 해결 자동 모드에서 자동 해결 관리자를 엽니다. 스캐너 또는 용지
전송 오류(느슨한 케이블, 용지 걸림 또는 용지 부족 상태 등)
를 해결하면 스캐너가 자동으로 처리를 다시 시작합니다.

상호 작용 스캔을 일시 정지하여 VRS 인터랙티브 뷰어에서 예외 이미지
를 표시하여 이미지 품질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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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센스 라이센스 화면을 사용하여 Kofax VRS 독립실행형 설치 라이센스를 활성
화 또는 비활성화합니다.

참고: Kofax VRS Elite로 업데이트한 경우에만 사용되고, VRS OEM 5
에는 필요 없습니다.

라이센스를 활성화하면 기존 라이센스를 업데이트하거나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에서 소프트웨어를 제거하면 활성화된 라이센스도 제거
됩니다.

라이센스를 활성화하려면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VRS가 인
터넷 연결이 없는 컴퓨터에 설치된 경우 다른 컴퓨터를 사용하여 라이센
스를 활성화하고 라이센스 코드를 얻으십시오.

참고: 클라이언트/서버 환경에서 Kofax VRS를 사용하는 경우 라이센스 활
성화 및 비활성화는 Kofax 라이센스 유틸리티를 통해 처리됩니다. 이
경우 관리 콘솔의 라이센스 화면은 사용되지 않습니다. 클라이언트/
서버 설치를 완료한 후 Kofax VRS 프로그램 폴더에서 Kofax License
Utility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동 프로파일 자동 프로파일은 VRS를 Kofax VRS Elite로 업그레이드한 경우에만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Kofax VRS 웹 사이트를 참
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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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 상태 장치 상태는 VRS를 Kofax VRS Elite로 업그레이드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Kofax VRS 웹 사이트를 참조하
십시오.

스캐너 구성 Kofax VRS 에서 이미지를 체리하는데 사용되는 스캐너 또는 파일 가져오
기 소스를 구성하기 위해 스캐너 구성화면을 사용하세요.

스캐닝 응용 프로그램에서 스캔 또는 파일 가져오기 소스를 선택하여 스
캐닝 세션 도중 적합한 드라이버를 사용합니다.

현재 선택된 기본 스캐너 및 스캔 소스는 스캐너 구성 화면 맨 아래에 나
열됩니다.

참고: i5000V 시리즈 스캐너의 경우, 일반적으로 기본 소스는 항상
“Kodaki5XXXV with VRS with AIPE”입니다.

Configure_Sources.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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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캐너 목록 - 컴퓨터에서 Kofax VRS 및 해당 스캐닝 응용 프로그램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스캐너 및 파일 가져오기 소스 목록을 표시합니다.
스캐너가 Kofax VRS에서 인증되었거나 또는 해당 드라이버가 컴퓨터에
설치된 경우 스캐너는 목록에 나타납니다. 스캐너 목록은 스캐너 제조업
체에 따라 구성되어 있으며 스캐너 모델별 영문자 순으로도 정렬되어 있
습니다. 다음 규칙이 스캐너 목록의 항목에 적용됩니다.

• Kofax VRS 아이콘: Kofax VRS에 인증된 스캐너를 나타냅니다.

• 일반 스캐너 아이콘: Kofax VRS에 인증되지 않은 스캐너(“호환 가능한”
스캐너라고도 함)를 나타냅니다.

• 빨간색 X: 컴퓨터에서 사용할 수 없는 드라이버의 스캐너를 나타냅니다.

• 확인 표시: 현재 선택된 기본 스캐너를 나타냅니다.

• 디스크: 파일 가져오기 소스를 나타냅니다.

목록의 스캐너 이름을 가리키면 스캐너를 지원하는 드라이버 유형(ISIS,
TWAIN 또는 Kofax SCSI)을 표시하는 툴팁을 볼 수 있습니다.

기본값으로 설정 - 현재 선택된 항목을 기본 스캐너로 설정합니다. 선택
한 항목이 인증되거나 호환 가능한 Kofax VRS 스캐너인 경우 해당 소스
가 자동으로 만들어지고 구성됩니다. 선택한 항목이 파일 가져오기 소스
인 경우 기본 소스인 “My Kofax File Import with AIPE”가 만들어집니다.
또한 기본 Kofax VRS 설정이 설정되고 선택한 스캐너에 대한 기본 프로
파일에 이 설정이 저장됩니다.

소스 구성 - 소스 구성 창을 엽니다. 이 창을 사용하여 현재 선택된 스캐
너에 대한 소스를 만들거나 구성하거나 볼 수 있습니다. 

기본값 복원 - 기본 스캐너 설정을 복원하고 기본 스캐너를 재설정합니
다. 기본값 복원을 선택하기 전에 지정한 스캐너에 대한 설정이 이미 있
는지 확인합니다.

스캐너 목록 필터 - 스캐너 목록의 항목을 필터링합니다. 기본 설정에 맞
추기 위해 필터링 옵션을 조합합 수 있습니다.

• Kofax VRS 인증됨: Kofax VRS와 함께 사용하도록 인증된 스캐너만
나열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목록에는 컴퓨터에 해당 드라이버가 설치
된 경우 인증되지 않은 스캐너도 포함됩니다.

• 구성된 소스: 이미 구성된 소스의 스캐너만 나열합니다.

• 제조업체:다음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모두: 컴퓨터에 설치된 스캐너 드라이버의 모든 제조업체를 나열합니다.

- <제조업체 이름>: 지정한 특정 제조업체의 스캐너만 나열합니다. 

새로 고침 - 스캐너 목록을 업데이트하여 현재 세션 도중 발생하는 드라
이버 추가 또는 삭제와 같은 변경 사항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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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RS 도구 모음 아이콘 응용 프로그램에서 VRS 소스를 선택하면 아이콘이 바탕 화면의 도구 모
음에 삽입됩니다. 이 아이콘은 VRS가 실행 중이고 다음 작업에 사용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 VRS 인터랙티브 뷰어 열기

• 현재 활성 VRS 프로파일에 대한 빠른 선택 컨트롤

• VRS 작동 모드 선택(품질 조정, 아래 참조)

• 자동 해결 옵션 비활성화

1. VRS 관리 콘솔을 엽니다. VRS 소스가 시작할 때 메시지가 표시되고
VRS 아이콘이 바탕 화면의 도구 모음에 나타납니다.

2. 이 아이콘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여 다음 선택항목을 표시
합니다.

• 미리보기 - VRS 설정을 변경하고 스캐너 고급 속성 화면에 액세스
할 수 있는 VRS 인터랙티브 뷰어를 시작합니다.

• 프로파일 - 선택항목에 대한 기존 프로파일 목록을 표시합니다.

• 품질 조정 - VRS의 작동 모드를 설정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용자는 스
캐닝 응용 프로그램에서 작업하므로, Kofax VRS는 배경에서 실행됩
니다. 기본적으로 Kofax VRS 인터랙티브 뷰어는 스캔 중 예외 이미
지가 감지되는 경우에만 나타납니다. 이 작동 모드를 품질 조정 이라
고 합니다: 경고 시라고 합니다. 원하는 경우, 다른 작동 모드를 선택
하여 이미지 품질 검사 또는 조정을 위해 Kofax VRS 인터랙티브 뷰
어를 여는 조건을 변경합니다.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첫 번째 페이
지에서, 모든 페이지에서, 경고 시, 안 함, 총 네가지 입니다. 활성 모
드는 Kofax VRS 인터랙티브 뷰어의 제목 표시줄과 리본 아래 메시
지 표시줄에 나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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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표에서 Kofax VRS 작동 모드를 설명합니다. 

• 자동 해결 - 이 옵션은 VRS 관리 콘솔의 오류 이벤트 관리에서 설정
된 모든 옵션보다 우선됩니다. 이 옵션을 선택하지 않으면 모든 오
류 이벤트가 “오류 반환”으로 재지정됩니다. 

참고: 이 설정을 실수로 끄는 경우가 있습니다. 복수 급지 관리 또는
용지 부족 자동 해결이 작동하지 않으면 이 옵션이 잘못 비활
성화된 것일 수 있습니다.

• 관리 콘솔 - VRS 관리 콘솔을 시작합니다.

작동 모드 설명

미리보기 Kofax VRS 인터랙티브 뷰어에서 가장 최근에 스캔된 이미지를 열어 스캔하기
전에 품질 설정을 미리 보고 조정할 수 있습니다. 미리보기 이미지는 조정 사항
을 적용할 때 새로 고쳐지고, 업데이트된 설정은 현재 Kofax VRS 세션에 대해
그대로 유지됩니다. 
미리보기 이미지는 이미지 품질 조정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표시하고, 확인을
클릭하면 처리된 이미지가 삭제됩니다.

품질 조정: 첫 번째 페이지에서 이 모드는 미리보기 모드와 동일하게 작동하지만, Kofax VRS 인터랙티브 뷰어
가 배치의 첫 번째 페이지를 스캔할 때 나타납니다. 조정을 적용할 때 첫 번째
페이지가 새로 고쳐집니다. 이미지가 저장되고 업데이트된 설정은 현재 Kofax
VRS 세션에 대해 그대로 유지됩니다. 첫 번째 이미지가 스캔된 후 모드는 품질
조정으로 전환됩니다: 경고 시.

품질 조정: 모든 페이지에서 Kofax VRS 인터랙티브 뷰어가 각 페이지를 스캔한 후, 또는 양면 스캔일 경우
각 페이지 면을 스캔한 후 나타납니다. 사용자 지정 조정이 필요한 소량의 까다
로운 문서에 이 모드를 사용합니다. 설정을 조정하고 확인을 클릭할 때마다 이
미지는 저장되지만 설정은 삭제됩니다.
Kofax VRS에는 조정할 필요 없이 광범위한 문서 유형을 처리할 수 있는 기능
이 있으므로, 이것은 일반 설정이 아닙니다.

품질 조정: 경고 시 Kofax VRS 인터랙티브 뷰어는 스캔 프로세스 도중 이미지 품질 예외가 발생할
때만 나타납니다. 스캔 프로파일을 업데이트하거나 이미지 품질 탭의 설정을
업데이트하여 예외 이미지를 수정합니다. 설정을 조정하고 확인을 클릭할 때
마다 이미지는 저장되지만 설정은 삭제됩니다.
관리 콘솔의 예외 패널을 사용하여 품질 조정: 경고 시가 활성화되었을 때 Kofax
VRS 인터랙티브 뷰어를 나타나도록 하는 경고 및 오류를 구성합니다. 이것은 설
치 후 기본 작동 모드입니다.

품질 조정: 안 함 예외 조건이 발생하더라도 Kofax VRS 인터랙티브 뷰어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류는 스캐닝 응용 프로그램으로 전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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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컨트롤
(VCDemo)

VCDemo는 VRS와 함께 포함된 견본 이미지 컨트롤 응용 프로그램입니다.
VCDemo는 프로덕션 스캐닝 응용 프로그램이 아니며, VCDemo를 사용하
면 무제한으로 페이지를 스캔하고 Kodak i5000V 시리즈 스캐너의 모든 기
능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VRS 설치 중에 VCDemo에 대한 시작 메뉴 바
로 가기는 만들어지지 않지만, 쉽게 접근하기 위해 바탕화면에 바로가기
를 만들 수 있습니다.

VCDemo를 시작하려면 Windows 탐색기를 사용합니다.

1. C:\Program Files\Kofax\ImgCtls\bin\VCDEMO.exe를 엽니다.

2. 소스>스캐너를 클릭하고 AIPE 지원 VRS가 설치된 Kodak i5000V를
선택합니다.

3. 소스>속성을 선택하거나 도구 모음의 아이콘을 클릭하여 스캐
너 설정 컨트롤에 액세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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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가로 방향 모드에서 스캔할 때 페이지 데이터 유실을 방지하기 위해
VCDemo를 사용할 때 용지 크기 설정을 스캐너 최대로 설정하십시오.

• 입력 엘리베이터 높이는 고급 속성 - 일반 화면의 설정으로 제어됩니다.

일반 

소스 – 선택가능 ADF, 패널급지, 수동. 

• ADF: 이것은 일반 스캔 모드입니다. 스캐너를 시작할 때 입력 엘리베
이터에 용지가 있으면 자동으로 스캔을 시작합니다. 입력 엘리베이터
에 용지가 없으며 용지 부족에 대한 예외 작업이 자동 해결로 설정된
경우 스캐너는 용지를 추가할 때 스캔을 시작합니다.

• 패널 급지: 용지를 스캐너에 급지하기 시작하는 시기를 제어할 수 있
습니다. 패널 급지 모드에서 스캐닝 응용 프로그램이 스캐너를 시작할
때 작동자 대기 메시지가 표시되고 스캐너는 작동자 제어판에 표시되
는 일시 정지됨 상태로 전환됩니다. 스캔을 시작하려면 작동자 제어판
에서 시작/다시 시작을 선택합니다. 

참고: 스캐너의 정지/일시 정지 버튼 또는 작동자 제어판의 정지/일시 정
지를 누르면 스캔이 취소되고 스캐너가 휴지 상태로 돌아갑니다. 

패널 급지를 선택하면 스캐너는 스캐너에서 용지 부족 예외를 해결합
니다. 이것은 고급 속성 - 일반 탭의 용지 부족 - 스캐너에서 해결 설정
과 유사합니다. 스캔 도중 용지를 추가한 후 스캐너의 시작/다시 시작
버튼을 누릅니다. 패널 급지 모드와 용지 부족 - 스캐너에서 해결의 차
이점은 배치의 첫 번째 스캔 시작에 대한 작동자 작업을 기다려야 한
다는 것입니다.

패널 급지는 용지를 스캐너에 급지하기 전에 복수 급지 감지, 인쇄 및
문서 처리에 대해 작동자 제어판의 재지정 화면에 액세스하기 위해 공
통적으로 사용됩니다.

• 수동 - 이 모드는 ADF 모드와 유사합니다. 수동 모드는 입력 엘리베이
터 높이 설정을 25매 위치(최고 위치)로 재지정합니다. 스캔이 활성화
되고 용지가 입력 엘리베이터에 있을 경우 입력 엘리베이터가 최고 위
치에 없으면 최고 위치로 올라갑니다. ADF가 활성화된 경우 입력 엘
리베이터 높이는 첫 번째 스캔 후 원래 설정으로 돌아갑니다. 

대상: 이 다중 용지함 옵션은 Kodak i5000V 시리즈 스캐너에서 지원되
지 않습니다. 

해상도(DPI) - 모든 이미지 스캔에 사용할 해상도를 선택합니다. 앞면 및
뒷면 이미지에 대한 해상도를 다르게 지정하는 기능은 i5000V 시리즈 스
캐너에서 지원되지 않습니다.

용지 크기 (ISO) - 가로 방향 모드로 스캐너에 급지되는 A4 또는 Letter
크기 페이지의 위와 아래에서 데이터 유실을 방지하기 위해 용지 크기를
스캐너 최대(12~17인치)로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선택한 설정보다 길게
스캔된 페이지는 오른쪽 가장자리에서 잘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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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 - 스캐너에 문서를 급지할 방향과 일치하도록 가로 방향 또는 세로
방향을 선택합니다. 이 설정은 12인치보다 큰 페이지 길이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컬러 모드 - 생성될 이미지의 비트 수를 선택합니다. 
흑백 = 1비트
회색조 = 8비트
컬러 = 24비트

컬러 토글 패치 모드를 사용할 때 컬러 모드를 컬러/흑백 전환의 경우 컬러
로, 회색조/흑백 전환의 경우 회색조로 설정하십시오. 컬러 토글 패치 모드
를 사용하여 스캔 비트 수를 결정할 경우에는 흑백 모드를 설정할 수 없습
니다.

기타

• 자동 길이 감지: i5000V 시리즈 스캐너는 항상 스캔된 페이지의 길이를
감지합니다. 자동 길이 감지는 선택할 수 없습니다.

• 연속: 17인치보다 긴 문서(17.1~40인치)를 스캔하려면 이 상자를 선택합
니다. 

• 수동 시작: Kodak i5000V 시리즈 스캐너에서는 이 옵션을 사용할 수 없습
니다.

측면

• 단면: 입력 엘리베이터에 있는 문서의 앞면 이미지만 만들려면 이 옵
션을 선택합니다(즉, 단면). 

• 양면: 입력 엘리베이터에 있는 문서의 양면 이미지를 만들려면 이 옵
션을 선택합니다. 뒷면만 이미지로 만들기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시간 제한

• 스캔 시작 (초): Kodak i5000V 시리즈 스캐너의 경우 여기서는 이 옵션
을 구성할 수 없지만, 스캐너 고급 속성의 일반 탭에서 이 옵션을 설정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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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 - 옵션을 클릭하면 소스 속성 화면이 표시됩니다. VCDemo에서 옵
션을 선택하는 것은 응용 프로그램이 사후 VRS 이미지 처리를 사용하는
방식의 예입니다. 

소스 속성 화면의 설정은 VRS에서 이미지가 처리된 후 변경되는 방식을
제어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화면의 옵션은 사용하지 마십시오. VRS 또
는 유사한 결과를 제공하는 Kodak i5000V 시리즈 스캐너에서 유사한 기
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캔된 이미지를 모두 페이지 상단
이 항상 왼쪽에 놓이도록 하고 스캔하기 전에 페이지를 자동으로 올바른
순서로 놓으려면 VRS에서 스캔된 이미지를 오른쪽 읽기 방향으로 향하
게 하는 자동 회전 옵션을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VRS가 사후 회전 기능
을 사용하여 모든 이미지를 270도 회전하여 모든 페이지 상단이 왼쪽에
놓이도록 합니다. 또 다른 이점은 데이터가 거의 없는 앞 페이지를 삭제
할 위험 없이 빈 뒷면 페이지를 삭제할 수 있는 side-independent 옵션입
니다.

선택 직사각형 - 이 화면의 옵션은 고급 속성 화면의 선택 직사각형 화면에
있는 옵션과 동일합니다. 두 선택 직사각형 화면의 옵션을 모두 선택한 경
우 고급 속성의 선택 직사각형 화면에 있는 옵션이 이미지에서 먼저 선택
된 다음, 사후 VRS 선택 직사각형 화면의 옵션을 첫 번째 이미지의 결과에
서 가져오는 순차적인 방식으로 옵션이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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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면/뒷면 회전 - 이 화면의 옵션은 고급 속성 화면의 회전 화면에 있는 옵
션과 동일합니다. 이 사후 VRS 회전은 VRS에서 이미지를 나타낼 때 이미
지에 회전을 적용한다는 점을 제외하면 동일하게 작동합니다. 회전은 먼
저 고급 속성 - 회전 화면에서 선택한 옵션에 따라 수행된 후 VRS 앞면/뒷
면 회전을 선택한 경우 이미지 컨텐츠에 기반한 결과 회전을 이미지에 적
용합니다. 

참고: 뒷면 이미지 회전은 앞면과 180도 정반대입니다. 따라서 상단을 왼
쪽에 놓고 양면 페이지를 인쇄하는 경우 이미지를 오른쪽 읽기로 하
려면 앞면 회전을 90도, 뒷면 회전을 270도로 설정해야 합니다.

앞면/뒷면 뒷면 페이지 삭제 임계값 - 이 사후 VRS 옵션은 이미지 파일 크
기를 지정된 바이트 임계값과 비교합니다. 이미지 파일 크기가 바이트 임
계값보다 작을 경우 이미지는 삭제되고 스캐닝 응용 프로그램으로 전송되
지 않습니다. 이 옵션의 이점은 뒷면 페이지에 대해서만 빈 페이지를 삭제
할 수 있도록 앞면 옵션과 뒷면 옵션을 독립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것입
니다. 이 옵션의 단점은 VRS에서 사용할 수 있는 컨텐츠 기반 빈 페이지
삭제만큼 이미지 크기가 정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미지 파일 크
기 기반 빈 페이지 삭제는 JPEG 압축의 다양한 효과로 인해 컬러 또는 회
색조 이미지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옵션: 사전 스캔(캐시) 및 페이지 시간 초과(초) - Kodak i5000V 시리즈
스캐너에서는 이 옵션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고급 - 이 옵션을 선택하면 Kofax VRS 인터랙티브 뷰어 화면을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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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xKofax VRS에 대한 PixKofax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면 응용 프로그램에서 ISIS 드
라이버를 통해 문서를 스캔할 수 있습니다. Kodak Capture Pro Software
와 같은 수많은 프로덕션 문서 캡처 응용 프로그램이 ISIS 드라이버를 스
캐너에 대한 인터페이스 방법으로 사용합니다. i5000V 시리즈 스캐너와
함께 제공되는 VRS와 함께 포함된 PixKofax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면 ISIS
드라이버를 사용하는 모든 응용 프로그램이 Kodak i5000V 시리즈 스캐
너와 상호 작용할 수 있습니다.

PixKofax 인터페이스가 포함된 Kodak Capture Pro Software를 사용하
여 i5000V 스캐너 옵션에 액세스하려면 Kodak Capture Pro Software를
시작하고 페이지 설정 메뉴에 액세스합니다. 이미지 탭에서 설정을 클릭
합니다. PixKofax 인터페이스가 표시됩니다.

참고:다른 응용 프로그램에서는 다른 방법으로 PixKofax 인터페이스에 액
세스할 수 있습니다.

기본 스캔 옵션(컬러 모드, 해상도, 단면/양면 등)만 Kodak i5000V 시리즈
스캐너에 대한 PixKofax 인터페이스를 사용할 때 설정됩니다. 다른 모든
고급 이미지 및 스캐너 하드웨어 기능은 VRS 및 스캐너 고급 속성 화면에
서 설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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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ISIS 응용 프로그램은 스캐닝 응용 프로그램에 스캐너 설정을
저장하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응용 프로그램에는 각
기 다른 작업 모음을 스캔하는 데 사용할 여러 스캐너 설정 모음을 저장
할 수 있는 페이지 설정 또는 스캐너 프로파일 목록이 있습니다. 이러한
응용 프로그램은 PixKofax 화면의 스캐너 설정 및 기본 스캐너 설정과
함께 사용해야 하는 VRS 프로파일에 대한 변경사항을 저장합니다. 예를
들어, Kodak Capture Pro Software는 페이지 설정을 사용하고 EMC의
Quickscan은 스캐너 프로파일을 사용합니다. 이러한 유형의 응용 프로
그램에서는 PixKofax 사전 설정을 사용할 필요가 없으며 페이지 설정 모
음을 유지 관리할 때 PixKofax 사전 설정을 사용할 경우 충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Kodak Capture Pro Software를 사용할 경우 PixKofax 사전
설정을 무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Kodak Capture Pro Software를 사용할
경우 여러 개의 “[Default]” PixKofax 사전 설정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상입니다. 원하는 경우 기본 PixKofax *.IDP 파일을 주기적으로 삭제
할 수 있습니다.

PixKofax 사전 설정은 VRS 이미지 및 스캐너 드라이버 고급 속성 설정
을 포함하지만, VRS 관리 콘솔 예외 화면에서 작성한 설정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VRS 관리 콘솔 예외 설정은 전역이며 VRS 프로파일 또는 페
이지 설정에 연결되지 않습니다.

ISIS 드라이버를 사용하는 대부분의 스캐닝 응용 프로그램에는 바코드
및 패치 코드 처리 기능이 포함되어 있고 PixKofax 바코드 및 패치 코드
설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Kodak Capture Pro Software는 이러한 탭의
변경 사항을 저장하지만, 이러한 기능은 Kodak Capture Pro Software에
완전히 통합되어 있으므로 변경 사항은 무시됩니다.

고급 임프린터 및 주석 옵션은 Kodak i5000V 시리즈 스캐너에서 제공되
지만, PixKofax에서 완전히 지원되지 않습니다. 프린터 액세서리를 구입
하지 않고 디지털 방식으로 이미지에 스탬프를 표시하는 기능을 포함하
여 i5000V 시리즈 스캐너가 제공하는 임프린트 및 주석 기능을 사용하려
면 항상 Advanced Properties 임프린터가 제어하는 스캐너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문서 인쇄 또는 이미지 디지털 주석을 구성하십시오.

응용 프로그램은 PixKofax에서 작성한 설정을 재지정하거나, PixKofax
에서 변경하면 안 되는 설정을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Kodak Capture
Pro Software는 PixKofax 설정을 비활성화하지 않고 기본 페이지 설정
이 페이지 크기를 스캐너의 최대 너비 및 길이(최대 17인치)로 설정합니
다. 17.1 ~ 40인치의 문서를 스캔하려면 PixKofax 기본 탭에서 긴 페이지
옵션을 선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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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캔 설정 모음을 저장하지 않는 ISIS 드라이버 사용 스캐닝 응용 프로그
램의 경우, 수행해야 하는 각 스캔 유형에 대해 고유하게 명명된 PixKofax
사전 설정(즉, “200dpi 컬러” 또는 “송장”)을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스캔이
유사한 경우 모든 PixKofax 사전 설정에 대해 하나의 VRS 프로파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다른 작업 구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각
PixKofax 사전 설정이 사전 설정과 유사한 방식으로 명명되는 고유한
VRS 프로파일(즉, “200 dpi 컬러 - VRS” 또는 “송장 - VRS”)을 가지도록 하
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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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xKofax를 사용하여 사전 설
정 지정

사전 설정은 특정 이미지와 스캐너 설정의 그룹입니다. 사용자 자신의 스
캔 요구를 충족하는 사용자 지정된 사전 설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
어, 모든 이미지 처리 선택항목(해상도: 200, 컬러 모드: 흑백, 양면 등)을
포함하는 “송장”이라는 사전 설정을 만들고 송장 배치를 스캔할 때마다 “송
장” 사전 설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PixKofax 드라이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대부분의 탭은 각 탭과 연결된
공통 버튼과 미리보기 창을 포함합니다.

ISIS 사전 설정 - 현재 사전 설정을 표시합니다.

VRS 프로파일 - 현재 VRS 프로파일을 표시합니다.

다른 이름으로 저장 - 새 사전 설정 이름을 입력하고 설정을 저장할 수 있
는 사전 설정 저장 대화 상자를 표시합니다.

삭제 - 선택된 사전 설정을 삭제하고, 삭제 여부를 확인하는 메시지가 나
타납니다. 한 번에 한 개의 사전 설정만 삭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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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져오기 - 이 버튼을 선택하면 ISIS 드라이버 사전 설정 파일(.IDP)을 ISIS
드라이버 사전 설정 폴더에 복사합니다. 내보내기 옵션이 없으므로, 사전
설정을 한 시스템에서 다른 시스템으로 이동하거나 복사하려면 호스트 PC
의 다음 위치에서 사전 설정 파일을 복사해야 합니다.

• Windows Vista/Windows 7의 경우: 
C:\Program Data\ISIS Drivers\Presets\eki9000\PIXKOFAX\Kofax
VRS Scanner 

• Windows XP의 경우: 
C:\Documents and Settings\All users\Application Data\PIXKOFAX\
Kofax VRS Scanner

기본값 - 이 옵션을 선택하면 “기본값” 사전 설정의 기본 설정만 복원합
니다.

확인 - 현재 사전 설정의 변경 사항을 새 버전으로 저장하고 기본 창을 닫
습니다. 사전 설정의 새 이름은 {preset name}[#]이며, 여기서 #는 버전
번호입니다.

참고: 스캐닝 응용 프로그램은 확인을 클릭하면 현재 모든 ISIS 드라이버
설정을 설정 모음(페이지 설정)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취소 - 변경 사항을 저장하지 않고 기본 창을 닫습니다.

도움말 - 현재 표시된 탭에 대한 도움말 정보를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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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설정 탭 사전 설정 탭에는 다음과 같은 옵션이 있습니다. 

ISIS 사전 설정 이름 목록 - 사용할 수 있는 사전 설정을 표시합니다.

설명 - 현재 선택한 사전 설정과 관련된 설명 정보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참고:
• Kodak Capture Pro Software는 PixKofax 창을 닫거나 확인을 클릭할
때 페이지 설정에 모든 ISIS 설정을 저장합니다. 

• PixKofax 드라이버에서는 기본 사전 설정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사전 설정을 변경하면 새 사전 설정이 할당된 이름과 증가한 버전 번
호를 괄호 안에 표시하여 목록에 추가됩니다. 예를 들어 “Default”는
“Default [1]”이 됩니다. 다른 이름으로 저장 옵션을 선택하지 않고
“Default [1]” 을 변경할 경우 드라이버가 사전 설정의 이름을 “Default [2]”
로 지정합니다.

• ISIS 드라이버 설정을 처음 입력할 경우 새 사전 설정을 만들 수 있습
니다. 스캐닝 응용 프로그램이 페이지 설정에서 ISIS 드라이버 설정을
유지 관리하는 경우 이것은 정상입니다.

• 새 사전 설정을 만들 때 스캐닝 응용 프로그램이 ISIS 설정을 저장하지
않는 경우 변경 사항을 작성할 때 사전 설정의 여러 버전을 가질 수 있
습니다(즉, Default [1], Default [2] 등). 동일한 사전 설정의 여러 버전
을 만들지 않으려면 항상 확인을 클릭하여 드라이버를 종료하기 전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 버튼을 사용하여 원하지 않는 버전의 이름을 바꾸
십시오.

• 많은 사전 설정을 빨리 삭제하려면 Windows 탐색기를 사용하여 사전
설정 저장 디렉토리로 이동하고 *.IDP 파일을 수동으로 삭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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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변경된 사전 설정이 다른 이름으로 저장 버튼을 사용하거나 확인
을 클릭하여 저장되지 않고 선택 상자에서 다른 사전 설정이 강조
표시된 경우, 해당 사전 설정을 마지막으로 저장한 후에 변경한 모
든 내용이 없어지고 새 사전 설정이 삭제됩니다. 

추가 설정 탭 스캐닝 응용 프로그램에서 ISIS 드라이버의 사전 설정 기능(“추가 설정” 인
터페이스라고도 함)이 활성화되지 않은 경우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9개
의 탭이 표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전 설정 탭은 없고 기본 탭에는
모드, 인치당 도트 수 또는 페이지 크기에 대한 옵션이 없습니다.

추가 설정 구성에 없는 기능의 컨트롤은 스캐닝 응용 프로그램의 다른 부
분에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치당 도트 수에 대한 컨트롤은 추가
설정 인터페이스를 사용할 때 스캐닝 응용 프로그램에서 제어되어야 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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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xKofax 기본 탭 기본 탭을 사용하여 창의 맨 위에 표시되는 ISIS 사전 설정에 대한 기본
스캐너 설정을 보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모드 - 모든 이미지에 대해 흑백, 회색조 또는 컬러를 선택하거나 자동 컬
러 감지를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자동 컬러 감지 설정은 PixKofax 사전
설정에서 활성화되었으면 VRS 프로파일 내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 컬러 토글 패치가 활성화된 경우 자동 컬러 감지는 사용되지 않습
니다.

인치당 도트 수 - 원하는 출력 이미지의 해상도를 선택합니다(100, 150,
200, 240, 300 또는 600 dpi).

페이지 크기/방향 - 페이지 크기를 방향과 함께 사용하면 이미지 데이터
를 손실하지 않고 스캔할 수 있는 최대 크기의 문서를 제한합니다. 페이
지 크기는 항상 스캐너 최대(12~17인치)로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페
이지 크기를 US Letter로 설정하고 방향을 세로 방향으로 설정한 후 A4
또는 Letter 크기 페이지를 스캐너에 가로 방향 모드로 급지할 경우 이미
지 회전 또는 자동 회전이 활성화되었더라도 이미지의 위와 아래가 잘립
니다. A4보다 긴 페이지 크기는 항상 세로 모드로 스캔됩니다.

용지 공급원 - i5000V 시리즈 스캐너는 플랫베드 옵션을 지원하지 않으
므로, 용지 공급원은 항상 급지 장치로 설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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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면/양면 - 문서의 앞면만 스캔하려면 단면을 선택하고, 문서의 양면을
스캔하려면 양면을 선택합니다. 단면 뒷면 스캔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급지 옵션: 다음 옵션은 본 안내서의 앞부분에 있는 “VCDemo” 항목에 설명
되어 있습니다.

• 일반은 VCDemo에서 ADF입니다.

• 시작 대기 버튼은 VCDemo에서 패널 급지와 같습니다.

• 수동 급지는 VCDemo에서 수동과 동일합니다.

페이지 크기 감지 - VRS 인터랙티브 뷰어가 캡처하는 복수 급지가 있는
상황에서 잘라내기가 수행되도록 하려면 이 옵션을 선택해야 합니다.

긴 페이지 - 17.1 ~ 40인치 길이의 문서를 스캔하려면 이 옵션을 선택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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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xKofax VRS 탭 VRS 탭을 사용하여 새 VRS 프로파일을 만든 후 다른 ISIS 사전 설정 또
는 응용 프로그램 설정 모음(페이지 설정)과 연결할 수 있으며, VRS 관
리 콘솔에도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VRS 프로파일을 만들어 기본적으로 활성화되지 않는 VRS 또는 스캐너
기능(스캐너 드라이버의 고급 특성)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문서의 맨 아래에 영수증을 붙인 문서를 스캔하기 위해 복수 급지 무시
영역 기능을 설정할 경우 새 VRS 프로파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스캐너
드라이버의 고급 특성은 VRS 프로파일 설정에 포함되므로, 스캐너 드라
이버 고급 특성의 변경 사항은 VRS 이미지 설정과 함께 VRS 프로파일
에 저장됩니다. VRS 관리 콘솔에서 변경된 설정(예: 예외 처리)은 VRS
프로파일에 저장되지 않습니다. 

VRS 프로파일 이름 - 현재 VRS 프로파일을 나열합니다.

새로 만들기 - 기존 프로파일에 기반한 새 VRS 프로파일을 만들 수 있습
니다.

편집 - VRS 옵션을 설정하고 스캐너 드라이버의 고급 설정에 액세스할
수 있는 VRS 인터랙티브 뷰어 - 프로파일 편집 인터페이스를 엽니다. 

삭제 - VRS 프로파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이름 바꾸기 - VRS 프로파일의 이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VRS 관리 - VRS 관리 콘솔을 시작합니다.

참고:

• VRS 프로파일 데이터는 *.cps 파일에 저장됩니다.
• “기본 설정” VRS 프로파일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VRS 프로파일은 둘 이상의 호스트 페이지 설정 또는 ISIS 사전 설정
에서 사용되거나 이름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삭제할 때 주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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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xKofax 임프린터 탭 PixKofax 임프린터 탭은 Kodak i5000V 시리즈 스캐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고급 인쇄 및 전자 문서 배서 옵션을 완전히 지원하지 않습니다. 이 인터페
이스를 사용하여 인쇄를 활성화할 수 있지만, 이 탭은 무시하는 것이 좋습
니다. 스캐너 드라이버 고급 속성의 컨트롤을 사용하여 Kodak i5000V 시
리즈 스캐너의 임프린트 및 이미지 주석을 활성화하고 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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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xKofax 바코드 탭 PixKofax 바코드 탭을 사용하면 응용 프로그램이 Kofax AIPE 바코드 판
독 기능에 대한 PixKofax 액세스 방법을 통합할 수 있습니다. 스캐닝 응
용 프로그램에 바코드 판독 기능이 있는 경우 PixKofax 바코드 탭이 사
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응용 프로그램 공
급업체에 문의하십시오. Kodak Capture Pro Software는 Kofax AIPE 바
코드 판독 기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Kodak Capture Pro Software를 사
용하여 스캔할 때 이 탭의 변경 사항은 저장되지만 무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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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xKofax 패치 탭 PixKofax 패치 탭을 사용하면 응용 프로그램이 Kofax AIPE 패치 읽기 기능
에 대한 PixKofax 액세스 방법을 통합할 수 있습니다. 스캐닝 응용 프로그
램에 패치 읽기 기능이 있는 경우 PixKofax 패치 탭은 사용되지 않을 가능
성이 높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응용 프로그램 공급업체에 문의하십
시오. Kodak Capture Pro Software는 Kofax AIPE 패치 읽기를 사용하지 않
습니다. Kodak Capture Pro Software를 사용하여 스캔할 때 이 탭의 변경
사항은 저장되지만 무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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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xKofax 정보 탭 정보 탭은 PixKofax 드라이버의 버전 수준을 나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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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AIN Kofax VRS에 대한 TWAIN Kofax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면 응용 프로그램이 TWAIN
인터페이스를 통해 문서를 스캔할 수 있습니다. 볼륨 프로덕션 스캐닝을 위
해 특별히 설계되지 않은 대부분의 응용 프로그램은 TWAIN 인터페이스를
통합하여 이미지 스캔을 활성화합니다. 사용 가능한 여러 이미지 뷰어가
TWAIN 스캐닝 기능을 포함합니다. TWAIN Kofax 계층이 Kodak i5000V 스
캐너와 함께 제공되는 VRS와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Scan Validation
Tool을 사용하여 TWAIN Kofax 인터페이스에 액세스하십시오.

TWAIN Kofax 계층에 액세스하려면:

1. TWAIN 소스 선택을 찾습니다.

2. Kofax Software VRS-TWAIN을 선택합니다. 

3. 획득을 클릭합니다. 

참고: 이러한 옵션은 이름이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4. Scan Validation Tool에서 TWAIN을 드라이버 유형으로, Kofax Software
TWAIN을 드라이버로 선택합니다.

5. 설정을 클릭합니다.

참고: Kodak i5000V 스캐너용 TWAIN Kofax 인터페이스를 사용할 때 기
본 스캔 옵션은 TWAIN Kofax 인터페이스에서 설정됩니다. 이러한
기본 설정은 컬러 모드, 스캐닝 해상도, 단면/양면 등입니다. 다른
모든 고급 이미징 및 스캐너 하드웨어 기능은 VRS 및 스캐너 드라
이버 고급 속성에서 설정됩니다.

스캐닝 응용 프로그램은 스캐닝 응용 프로그램 내 스캐닝 설정을 구성하
는 옵션을 제공할 수 있고 Adobe Acrobat Professional과 같은 “스캐너의
기본 인터페이스 숨기기”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TWAIN Kofax 설정 화면
과의 상호 작용 없이 스캔할 수 있습니다.

응용 프로그램의 컨트롤만 사용할 경우 선택 항목에 Kodak i5000V 스캐
너의 고급 기능을 사용할 수 없고 기본 설정이 사용됩니다.

또한 TWAIN 스캐닝 응용 프로그램은 TWAIN Kofax 드라이버의 바코드
판독 기능을 지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당 응용 프로그램이 바코드
데이터를 수신하는 지원을 제공하지 않으면 TWAIN Kofax 바코드 설정
화면을 무시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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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AIN Kofax 기본 화면 TWAIN Kofax 기본 화면은 기본 스캐닝 옵션을 포함합니다.

프로파일 - 사용할 수 있는 프로파일을 나열합니다. TWAIN 프로파일은
TWAIN Kofax 설정의 모음입니다. TWAIN Kofax 프로파일에 다른 설정
(VRS 프로파일 또는 스캐너 드라이버 고급 속성)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
니다. 

모든 TWAIN Kofax 프로파일 데이터는 xml 형식의 “KPMTWDS Profiles.xml” 파
일에 저장됩니다. 이 파일은 Windows Vista 및 Windows 7의 경우 
C:\Programs\Data\ Kofax(VRS) 디렉토리에 있습니다.

스캐닝 응용 프로그램이 스캐너 설정을 해당 응용 프로그램 내 모음에
저장하는 방법을 제공하면 TWAIN Kofax 프로파일을 사용하지 마십시
오. 기본적으로, 사용 가능한 TWAIN Kofax 프로파일은 없습니다. 

TWAIN Kofax 프로파일을 만들려면:

• 기본 화면에서 원하는 스캐닝 옵션을 선택하고 저장을 클릭합니다.

참고:

• 프로파일을 사용할 때 목록에 하나 이상의 프로파일이 있으면 사용할
프로파일을 강조 표시하고 복원을 클릭하십시오. 복원을 클릭하면 선
택한 프로파일이 활성화됩니다. 

• VRS 프로파일 및 스캐너 드라이버 고급 속성은 TWAIN Kofax 프로파
일에 연결되지 않습니다. VRS 프로파일을 변경하지 않으면 마지막으
로 활성화된 VRS 프로파일이 모든 스캐닝에 사용됩니다.

저장 - 새 TWAIN Kofax 프로파일을 만듭니다. 또한 저장을 클릭하여 기
존 프로파일을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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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원 - 프로파일을 변경할 때 복원을 클릭하여 선택한 프로파일을 활성
화해야 합니다. 기존 프로파일을 선택한 후 복원을 클릭하지 않으면 마
지막으로 선택한 프로파일의 설정이 사용됩니다. TWAIN Kofax 인터페
이스가 열려 있지 않으면 활성 프로파일이 강조 표시되지 않습니다.

삭제 - 선택한 TWAIN Kofax 프로파일을 삭제합니다.

소스 -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ADF: 이것은 일반 스캔 모드입니다. 스캐너를 시작할 때 입력 엘리베
이터에 용지가 있는 경우 자동으로 스캔을 시작합니다. 입력 엘리베이
터에 용지가 없으며 용지 부족에 대한 예외 작업이 자동 해결로 설정
된 경우, 용지를 추가하면 스캐너가 스캔을 시작합니다. 입력 엘리베
이터 높이는 고급 속성 설정으로 제어됩니다.

• 패널 급지: 작동자 제어판에서 시작을 선택하여 스캐너에 용지를 급지
하는 시기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패널 급지 모드에서 스캐닝 응용 프
로그램이 스캐너를 시작할 때 작동자 대기 메시지가 표시되고 스캐너
는 작동자 제어판에 표시되는 일시 정지됨 상태가 됩니다. 스캔을 시
작하려면 작동자 제어판의 시작/다시 시작을 선택해야 합니다. 스캐너
의 정지/일시 정지 버튼 또는 작동자 제어판의 정지/일시 정지를 누르
면 스캔이 취소되고 스캐너가 휴지 상태로 돌아갑니다. 입력 엘리베이
터 높이는 고급 속성 - 일반 탭 설정으로 제어됩니다.

패널 급지 모드에 있을 때 스캐너는 용지 부족 예외를 스캐너에서 해
결합니다. 이것은 용지 부족에 대한 고급 속성 - 일반 탭 설정(스캐너
에서 해결)과 유사합니다. 모든 스캐닝 도중 용지를 추가한 후에는 스
캐너의 시작/다시 시작 버튼을 눌러야 합니다. 패널 급지 모드와 용지
부족 - 스캐너에서 해결 옵션의 차이점은 배치의 첫 번째 스캔 시작에
대한 작동자 작업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옵션은 스캐너에 용지를 급지하기 전에 복수 급지 탐지, 인쇄 및 문서
처리에 대한 재지정 옵션에 액세스하는 데 공통적으로 사용됩니다.

• 수동: 이 모드는 ADF 모드와 유사합니다. 수동 모드는 입력 엘리베이
터 높이 설정을 25매 위치(최고 위치)로 재지정합니다. 스캔이 활성화
되고 용지가 입력 엘리베이터에 있을 때 입력 엘리베이터가 최고 위치
에 없으면 최고 위치로 올라갑니다. ADF가 활성화된 경우 입력 엘리
베이터 높이는 첫 번째 스캔 후 원래 설정으로 돌아갑니다. 

• 대상: 이 다중 용지함 옵션은 Kodak i5000V 시리즈 스캐너에서 지원
되지 않습니다. 

해상도(dpi) - 모든 이미지를 스캔하는 데 사용될 해상도를 선택합니다. 앞
면 이미지와 뒷면 이미지에 대한 해상도를 다르게 지정하는 기능은 i5000V
시리즈 스캐너에서 지원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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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러 모드 - 생성될 이미지의 비트 수를 선택합니다. 

흑백 = 1비트
회색조 = 8비트
컬러 = 24비트

컬러 토글 패치 모드를 사용할 때 컬러 모드를 컬러/흑백 전환의 경우 컬
러로, 또는 회색조/흑백 전환의 경우 회색조로 설정하십시오. 컬러 토글
패치를 사용하여 스캐닝 비트 수를 결정할 때는 흑백 모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방향 - 스캐너에 문서를 급지할 방향과 일치하도록 가로 방향 또는 세로
방향을 선택합니다. 이 설정은 12인치보다 큰 페이지 길이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용지 크기 - 스캐너에 가로 방향으로 급지되는 A4 또는 Letter 크기 페이
지의 위와 아래 데이터가 유실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용지 크기를 스캐
너 최대(12~17인치)으로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선택한 설정보다 길
게 스캔된 페이지는 오른쪽 가장자리에서 잘립니다.

단면/양면:

• 단면: 문서의 앞면 이미지만 만들려면 선택합니다. 

• 양면: 문서의 앞면과 뒷면 이미지를 모두 만들려면 선택합니다. 뒷면
만 이미지 만들기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긴 문서 - 17~40인치의 문서를 스캔하려면 이 상자를 선택합니다. 

고급 - VRS 인터랙티브 뷰어를 시작합니다.

바코드 - 바코드 화면을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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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 - 문서 배서 화면을 표시합니다.

미리보기 - 이 옵션을 선택하면 자동으로 품질 조정 설정을 첫 번째 페이
지에서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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