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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응용 프로그램의 일부로 사용된 소프트웨어는 다음의 라이센스 정책을 준수해야 합니다. 

[BSD 라이센스] Copyright (c) 2004-2011 Jaroslaw Kowalski jaak@jkowalski.net 

All rights reserved.

소스 및 바이너리 형식의 재배포 및 사용은 수정 여부를 불문하고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허용됩니다.

소스 코드의 재배포시 상기 저작권 표시, 본 조건 목록 및 다음의 부인 성명서를 포함해야 합니다. 바이너리 형식의
재배포시 배포판에 제공되는 문서 및/또는 여타 자료에 상기 저작권 표시, 본 조건 목록 및 다음의 부인 성명서를 그
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본 소프트웨어에서 파생된 제품을 광고하거나 홍보하기 위해 명시된 사전 서면 허가 없이
Jaroslaw Kowalski라는 이름 및 해당 기여자의 이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본 소프트웨어는 저작권 소유자 및 기고자가 "있는 그대로" 제공하며 상업성과 특정 목적에의 적합성에 대한 묵시적
인 보증을 포함한 그 어떤 명시적 또는 묵시적 보증을 부인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저작권 소유자 또는 해당 기여자
는 본 소프트웨어를 사용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계약, 무과실 책임 또는 불법 행위(과실 포함) 등 그 유형에 관계없이
대체품 또는 서비스의 조달, 사용, 데이터, 이익의 손실 또는 업무 중단을 포함하여(이에 제한되지 않음) 어떠한 직접
적, 간접적, 우발적, 특별, 징벌적 또는 간접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는 그러한 손해 가능성에 대해
알고 있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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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개

목차 지원되는 스캐너 및 지원 레벨......................................................... 1-2

시스템 사용자 지정 ......................................................................... 1-4

시스템 요구 사항............................................................................. 1-4

코닥 최적 운용 소프트웨어는 Kodak 스캐너 관리용으로 제작되었습니
다. 최적 운용 소프트웨어에서 스캐너 사용량, 오류 및 스캐너 드라이버
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코닥 최적 운용 소프트웨어는 웹 브라우저에서 실행되는 관리 GUI가 포
함된 코닥 최적 운용 소프트웨어 서버 모듈 및 코닥 최적 운용 소프트웨
어 클라이언트 모듈로 구성됩니다. 

Kodak 최적 운용 소프트웨어 모듈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제공합니다.

• 스캐너 경고 - 주의가 필요한 스캐너 상태를 알리는 전자 메일 메시지
가 발송됩니다. 예를 들어 품질이 안 좋은 용지를 사용하여 용지 걸림
이 너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알림 - 스캐너 청소 또는 소모품 교체 시기를 알립니다. 교체율은 스캔
요구 사항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소모품 교체 임계값을 효율성을 보장
하는 최적의 수준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유지보수 완료 및 재설정 전
에 알림 전자 메일이 발송됩니다.

• 구성 관리 - 업데이트 패키지를 사용하여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를 업
그레이드하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업데이트는 사용자가 지정한 일정
및 그룹에 따라 한 대, 또는 여러 대의 스캐너에서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액세스하기 쉬운 로그 파일 - 대부분의 Kodak 스캐너로 로그 파일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각 스캐너에서 로그 파일을 간편하게 불러와
Kodak 서비스 또는 타사 공인 지원 담당자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그룹 최적 운용 - 모델, 위치, 지역 등 사용자가 선택한 기준에 따라 운
용을 그룹화합니다.

• 보고서 - 각각의 최적 운용 또는 최적 운용 그룹에 따라 보고서를 실행
합니다. 

참고: 이 설명서에서 "최적 운용"은 Kodak 스캐너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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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닥 최적 운용 소프트웨어 클라이언트 모듈은 스캐너가 연결된 호스트
PC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모듈은 서버와 통신하여 상태를 보고하고
서버에서 업데이트를 검색합니다.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는 호스트 PC
의 스캐너 드라이버를 통해 최적 운용을 모니터링합니다. 또한 주요 변
경 사항에 대해서 경고를, 사전에 지정한 유지보수/오류 임계값에 도달
하면 작업자에게 주의를 보냅니다.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는 서버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예약된 업데이
트 또는 요청을 검색합니다. 요청을 받은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는 사전
지정 설정을 사용하여 요청된 업데이트를 수행합니다. 클라이언트 소프
트웨어는 유지 관리가 완료된 서버에 대해 확인을 전송할 수도 있습니다.

코닥 최적 운용 소프트웨어 관리 GUI는 스캐너 작업에 대한 보기를 제공
하여, 전체 스캐너 가동 시간을 극대화하고 스캐너의 효율적인 사용을
지원합니다. 또한 업데이트 예약 및 보고서 실행을 위한 방법을 제공합
니다. 

지원되는 스캐너 및 지
원 레벨

코닥 최적 운용 소프트웨어는 다음의 스캐너와 호환됩니다.

스캐너 지원되는 드라이버 버전

Kodak i920 ScanMate 스캐너 1.2.1 — 기본형
2.0 이상 — 고급형

Kodak i940 ScanMate 스캐너 2.0 이상 — 고급형

Kodak i30 및 i40 스캐너 2.22 — 등록만 가능

Kodak i1100 시리즈 스캐너 1.02 이상 — 기본형

Kodak i1150/i1180 스캐너 1.10 이상 — 고급형

Kodak i1200 시리즈 스캐너 3.33 — 기본형
4.4 이상 — 고급형

Kodak i2400/i2600 스캐너 1.3 — 기본형
1.17 이상 — 고급형

Kodak i1300 시리즈 스캐너 3.33 — 기본형

Kodak i405 스캐너 2.33 — 기본형

Kodak i2800 스캐너 1.3 — 기본형
1.17 이상 — 고급형

Kodak i2900 스캐너 고급형

Kodak i1410, i1420, i1440 스캐너 2.33 — 기본형

Kodak i3200/i3400 스캐너 고급형

Kodak i4200/i4600 스캐너 1.56 — 기본형
2.0 이상 — 고급형

Kodak i600 시리즈 스캐너 1.7 이상 — 기본형

Kodak i700 시리즈 스캐너 1.0 이상 — 기본형

Kodak i5200 스캐너 1.2 — 기본형
1.13 — 고급형

Kodak i1800 시리즈 스캐너 1.03 이상 — 기본형

Kodak i5600/i5800 스캐너 1.3 — 기본형
1.13 — 고급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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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만 가능 - 스캐너를 등록하고 드라이버를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참고: 운용 항목이 등록되면 Kodak 최적 운용 서버 소프트웨어 서버
모듈이 이를 인식합니다. 

• 기본형 - Kodak 최적 운용 소프트웨어는 사용 중인 스캐너에 액세스할
수 없으며 일부 기능(예: 용지 걸림, 복수 용지 공급)을 사용할 수 없습
니다.

• 고급형 - Kodak 최적 운용 소프트웨어는 사용 중인 스캐너에 액세스할
수 있으며 모든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 향후 추가될 수 있는 스캐너는 Kodak 대리점에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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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사용자 지정 코닥 최적 운용 소프트웨어는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조직의 규모에 관계
없이 업무 요건에 맞게 시스템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수만큼 그
룹을 생성하고 (또는 그룹을 생성하지 않고) 한 그룹이나 여러 그룹에 스
캐너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역할에 따라 보기 권한 또는 관리자
권한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보고서를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수집 정보에 따라 총 스캔 페이지 수, 보
류 중인 유지보수, 오류 및 예약 업데이트 상태 등 다양한 작업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요구 사항 코닥 최적 운용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려면 시스템의 다음 요구 사항을 충
족해야 합니다.

Kodak 최적 운용 소프트웨어 서버 모듈 

브라우저 지원 • 모든 브라우저는 Microsoft Silverlight 플러그인이 필요합니다

• Microsoft Internet Explorer, 버전 8 이상

• Mozilla Firefox, 버전 9 이상

• Google Chrome, Silverlight는 버전 12 이상 지원

 서버: 운영 체제

• Windows Server 2008 R2(64비트) Standard Edition

• Windows Server 2008 R2(64비트) Web Edition

• Windows Server 2012

서버: 하드웨어 구성

프로세서 권장: 2.6GHz 이상

메모리 권장: 3GB 이상

사용 가능한 디스크 공간 최소: 32GB 이상(소프트웨어 및 데이터베이스의 경우)

참고: 최적 운용 수, 빈도 설정 및 보관 설정에 따라 추가 디스크 공간이 필요할 수 있
습니다. 

Kodak 최적 운용 소프트웨어 서버 모듈 클라이언트 모듈 

클라이언트: 운영 체제

Windows XP SP3(32비트 및 64비트)

Windows 7 SP1(32비트 및 64비트)

Windows 8(32비트 및 64비트)

Windows 8.1(32비트 및 64비트)

클라이언트 하드웨어 구성 - 클라이언트 하드웨어는 연결된 스캐너의 권장 구성과 동일하거나 더 높아야 합니다. 
제품 사양은 사용 중인 스캐너의 사용자 안내서를 참조하거나 Kodak 웹 사이트(www.kodakalaris.com/go/scanners)
를 방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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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라이센스 및 설치

목차 소프트웨어 설치 전 ......................................................................... 2-1

IIS 활성화.................................................................................... 2-1

고급 서비스의 SQL Express 다운로드 및 설치........................... 2-4

설치 후 SQL Express 구성.......................................................... 2-4

서버 소프트웨어 설치...................................................................... 2-8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 설치......................................................... 2-13

수동 설치 .................................................................................. 2-13

자동 설치 .................................................................................. 2-15

소프트웨어 설치 전 코닥 최적 운용 소프트웨어 서버 모듈을 설치하기 전에 Windows Server
를 구성하고 Microsoft SQL Server Express 또는 다른 SQL Server 버전
을 설치해야 합니다(설치되지 않은 경우).

IIS 활성화 서버 관리 화면에서

1. Roles(역할)를 선택하고 Add Roles(역할 추가)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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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 역할 선택 화면이 표시됩니다. 

2. Web Server(웹 서버)(IIS)를 선택하고 Next(다음)를 클릭합니다. 웹
서버(IIS) 화면이 표시됩니다. 

3. Next(다음)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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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 서비스 선택 화면이 표시됩니다.

역할 서비스 화면에서 다음을 선택합니다. 

ASP.NET
Windows 인증
기본 문서
.NET 확장성
정적 컨텐츠
요청 필터링
ISAPI 필터
ISAPI 확장

Next(다음)를 클릭합니다. 다음 화면이 표시됩니다.

4. Add Required Role Services(필요한 역할 서비스 추가)를 클릭합
니다.

5. Install(설치)을 클릭합니다. 설치가 완료되면 서버 관리자를 종료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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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서비스의 SQL Express
다운로드 및 설치

참고: Microsoft SQL Server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다음 절차에 따라 SQL
Express를 다운로드하여 설치합니다.

1. 설치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URL입니다: 
http://www.microsoft.com/download/en/details.aspx?id=25174.

2. SQLEXPRADV_x64_ENU.exe를 실행합니다.

3. 설치 중 모든 기본 설정을 적용합니다.

설치 후 SQL Express 구성 SQL Management Studio를 처음 실행하는 경우 Microsoft® SQL Server
2008 R2 화면이 표시됩니다.

1. Server name(서버 이름) 필드에 내 서버 이름\sqlexpress를 입력합
니다.

2. 인증 필드에 Windows 인증을 입력한 후 연결을 클릭합니다. SQL
Server Management Studio의 기본 화면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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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QL Express에서 Windows Authentication mode(Windows 인증
모드)를 활성화합니다.

• SQL Server Management Studio의 왼쪽 창에서 최상위 노드를 마
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Properties(속성)를 선택한 다음,
Security(보안)를 클릭합니다.

• Windows Authentication mode(Windows 인증 모드)를 선택하
고 OK(확인)를 클릭합니다.

4. Filestream capabilities(Filestream 기능)를 활성화합니다.

• SQL Server Management Studio의 왼쪽 창에서 최상위 노드를 마
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Properties(속성)를 선택한 다음,
Advanced(고급)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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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leStream 액세스 수준에 대해 Full access enabled(모든 액세스
사용)를 선택합니다.

• OK(확인)을 클릭하고 SQL Server Management Studio를 마칩니다.

5. SQL Server 구성 관리자를 실행하고 SQL Server Services(SQL Server
서비스)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Open(열기)을 클릭합
니다.

6. SQL Server(SQLEXPRESS)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Properties(속성)를 클릭하면 SQL Server(SQLEXPRESS) 속성 화
면이 표시됩니다.

7. FILESTREAM 탭을 선택하고 Enable FILESTREAM for Transact-
SQL access(Transact-SQL 액세스에 FILESTREAM 사용) 및 Enable
FILESTREAM for file I/O streaming access(파일 I/O 스트리밍 액
세스에 FILESTREAM 사용)를 선택합니다.

8. SQL Server(SQLEXPRESS) 속성 화면에서 OK(확인)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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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오른쪽 창에서 SQL Server(SQLEXPRESS)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
으로 클릭하고 Restart(다시 시작)를 선택합니다.

10.재시작이 완료되면 SQL Server 구성 관리자를 종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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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 소프트웨어 설치 1. Kodak 웹 사이트(www.kodakalaris.com/go/AssetManagement)로 이
동하고 지원 탭을 클릭하여 Kodak 최적 운용 소프트웨어 서버 모듈
을 다운로드하고 실행합니다.

2. 코닥 최적 운용 소프트웨어 서버 화면이 표시되면 Next(다음)를 클릭
합니다.

참고: 이 소프트웨어를 제대로 설치하고 실행하려면 필수 구성 요소
가 있어야 합니다. 요구 사항 화면이 표시되면 먼저 필수 구성
요소를 설치한 후 계속 설치합니다.

사용권 계약 화면이 표시됩니다.

3. 소프트웨어 사용권 계약을 읽었고 이에 동의하면 Yes(예)를 클릭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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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위치 선택 화면이 표시됩니다.

4. 서버 소프트웨어 웹 사이트 파일을 설치할 폴더를 찾아보거나 기본
설정을 유지하고 Next(다음)를 클릭합니다.

참고: 기본 설정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상 위치 선택 화면이 표시됩니다.

5. 서버 소프트웨어 응용 프로그램 파일을 설치할 폴더를 찾아보거나
기본 설정을 유지하고 Next(다음)를 클릭합니다.

참고: 기본 설정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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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베이스 자격 증명 화면이 표시됩니다.

6. 데이터베이스 위치를 직접 입력하거나 찾아보고 SQL Server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연결하는 방법을 다음 중에서 선택합니다.

• Windows authentication(Windows 인증)또는

• SQL Server Authentication(SQL Server 인증)(SQL Server 사용
자 인터페이스에 연결시 로그인 ID 및 암호 필요)

Next(다음)를 클릭합니다. 대상 위치 선택 화면이 표시됩니다.

7.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설치할 폴더를 찾아보거나 기본 설정을 유지하
고 Next(다음)를 클릭합니다. 

참고:

• 기본 설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SQL 데이터베이스가 다른 서버에 존재하는 경우 이 폴더는 원격
서버의 폴더와 일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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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rtual IIS Directory(가상 IIS 디렉터리) 화면이 표시됩니다.

8. Next(다음)를 클릭합니다. 가상 디렉터리를 사용하면 코닥 최적 운용
서버 소프트웨어로 이동하기 위해 브라우저에 입력하는 URL 문자열
에 디렉터리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버 이름이 My Server이고 KodakAssetManagement 기본
값을 적용한 경우 브라우저 위치 표시줄에 다음과 같이 입력합니다.
MyServer/KodakAssetManagement

TCP 포트 번호와 사이트 이름을 입력하십시오.

9. 준비 화면에서 Install(설치)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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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가 시작되고 진행 화면이 표시됩니다. 

10.설치가 완료되면 Finish(마침)를 클릭하여 설치 프로그램을 종료합
니다.



A-61768_ko  2014년 8월 2-13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
설치

호스트 PC에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를 수동 또는 자동으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수동 설치 호스트 PC에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를 수동으로 설치하는 방법:

1. Kodak 웹 사이트(www.kodakalaris.com/go/AssetManagement)에서 코닥
최적 운용 소프트웨어 클라이언트 모듈을 다운로드하여 실행합니다.

창이 표시됩니다.

2. Next(다음)를 클릭합니다. 소프트웨어 사용권 계약 화면이 표시됩니다.

3. 소프트웨어 사용권 계약을 읽었고 이에 동의하면 Yes(예)를 클릭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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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위치 선택 화면이 표시됩니다.

4. 코닥 최적 운용 소프트웨어 클라이언트 모듈을 설치할 폴더를 찾아
보거나 기본 설정을 유지하고 Next(다음)를 클릭합니다.

참고: 기본 설정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코닥 최적 운용 소프트웨어 서버의 네트워크 주소(URL)를 입력합니다.
이 URL은 코닥 최적 운용 서버 소프트웨어 검색에 사용되는 주소 및 가
상 디렉터리와 동일합니다(예: MyServer/KodakAsset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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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Next(다음)를 클릭합니다. 

7. Install(설치)을 클릭합니다. 설치가 시작되고 진행 화면이 표시됩니다.

8. 설치가 완료되면 Finish(마침)를 클릭합니다.

자동 설치 클라이언트 설치 프로그램에 대해 자동 설치를 생성하려면, 먼저 일반적
으로 "setup.iss"라고 부르는 INSTALLSHIELD "응답" 파일을 생성합니
다. 이를 생성하려면 일부 추가 명령줄 스위치를 통해 클라이언트 설치
프로그램을 수동으로 실행합니다.

AssetMgtClient.exe /r /f1"C:\temp\setup.iss"

/r 스위치는 INSTALLSHIELD가 응답 파일을 생성하게 하고, 
/f1은 INSTALLSHIELD가 응답 파일 이름을 표시하게 합니다. 

참고: /f1과 파일 이름 사이에는 공백을 두지 않습니다. 파일 경로는 인
용 부호로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동 설치를 진행하는 동안 각 대화 상자에 대한 응답이 응답 파
일에 기록됩니다.

응답 파일을 가지고 있으면 /s 명령줄 스위치로 자동 설치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AssetMgtClient.exe /s /f1"C:\temp\setup.iss"

참고: 이 절차는 대부분의 INSTALLSHIELD 설치 프로그램에 대해 표준
입니다. 응답 파일을 편집해야 하는 경우 notepad.exe를 사용하
십시오.

여러 클라이언트에 클라이언트를 쉽게 배포할 수 있도록 응답 파일과 설
치 프로그램을 공유 네트워크 드라이브에 넣을 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
장치에서 실행할 수 있는 배치 파일에 자동 설치 명령을 둘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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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스템 설정

목차 구성 계획......................................................................................... 3-1

시작하기 전에 ................................................................................. 3-2

시스템 개요 ..................................................................................... 3-3

최적 운용 소프트웨어 서버 콘솔 액세스하기 .................................. 3-4

아이콘 .............................................................................................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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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기본값 설정 .........................................................................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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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삭제............................................................................... 3-15

로그 영역....................................................................................... 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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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 항목 상세 정보 편집.......................................................... 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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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계획 코닥 최적 운용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기 전에 이 장을 살펴본 후 시스템
구성 방식을 계획해야 합니다. 다음은 고려 사항입니다.

• 유지보수 및 오류 임계값에 대한 Kodak 기본 설정을 변경할 것인지 결
정합니다.

• 생성할 시스템 사용자와 해당 권한을 결정합니다.

• 운용 항목 그룹 설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 그룹을 설정하는 경우:

- 그룹별로 포함할 운용 항목을 결정합니다(예: 모델, 위치, 용도 기준).

- 그룹별로 할당할 사용자 및 해당 사용자 권한을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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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성할 보고서를 결정합니다.모니터링할 운용 항목을 결정합니다. 
1장의 "지원되는 스캐너" 단원에서 지원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시작하기 전에 시작하기 전에 다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 보안이 중요한 경우 HTTPS 및 HTTP 사용을 고려해 보십시오. 부록
A, HTTPS 구성을 참조하십시오.

• Kodak 최적 운용 소프트웨어에 액세스할 개인의 사용자 계정이 서버
에 존재해야 합니다. 서버 사용자 계정과 Kodak 최적 운용 소프트웨어
관리 GUI에서 생성된 사용자 사이에는 일 대 일 관계가 존재합니다.

• SQL 서버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Kodak 최적 운용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기 전에 Kodak 최적 운용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를 현재
SQL 서버 사본에 상주시킬 것인지, 아니면 다른 SQL 서버 인스턴스
에 설치하고 최적 운용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전용으로 할당할 것
인지를 결정합니다.

• Kodak 최적 운용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기 전에 Kodak 최적 운용 소프
트웨어 관리 GUI에 할당할 URL, 웹 사이트 및 포트 번호를 생각합니
다. 기본적으로 사용자는 브라우저 주소 표시줄에 
http://YourServerName/KodakAssetManagement를 입력하여 브라우
저를 통해 소프트웨어에 액세스하게 됩니다. KodakAssetManagement
를 비즈니스와 보다 긴밀한 관계를 가지는 다른 명칭으로 대체하기를
원할 수 있습니다. 

• 코닥 최적 운용 소프트웨어 관리 GUI를 통해 그룹에 운용 항목을 할당
할 수 있습니다. 이 옵션을 사용하여 간편하게 운용 항목에 대한 정보
를 실시간으로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장 후반부의 
"그룹에 운용 항목 추가"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 전자 메일로 담당자에게 유지보수 및 오류 알림을 전달하려는 경우
SMTP 서버 구성 방식을 이해해야 합니다.

• 시스템에 운용 항목을 추가하기 전에 먼저 코닥 최적 운용 소프트웨어
관리 GUI의 시스템 기본값 화면에 익숙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운용 항
목 특성 자동 할당, 오류 및 유지보수 경고용 전자 메일 주소, HTTPS
및 HTTP 설정을 지정합니다. 이 장 후반부의 "시스템 기본값 설정"을
참조하십시오.

• 시스템 보관 화면에도 익숙해져야 합니다. 보관되는 시스템과 운용 항
목 정보량은 이 화면의 매개 변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설정은 서버
리소스 및 가용 디스크 공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 장 후반
부의 "보관 설정 구성"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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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개요 기본 창에서 그룹, 운용 항목, 보고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및 시스템 설
정(사용자 포함)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설정 방식에 맞춰 사용자 목록을 생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
자에게 시스템에서 모든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 관리자 권한, 현
재 그룹에 없는 운용 항목을 볼 수 있는 권한 또는 시스템에 대한 읽기 전
용(보기) 권한을 할당할 수 있습니다.

• 그룹은 운용 항목(스캐너) 구성 방식을 제공합니다. 기본 설정에 따라
그룹에 할당하지 않아도 되는 운용 항목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룹에
운용 항목을 할당하려는 경우 조직의 특성에 맞게 그룹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치, 스캐너 모델, 부서별로 그룹을 구성합니다.
그룹 설정 후 사용자와 운용을 해당 그룹에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룹
생성에 대한 정보 및 절차는 이 장 후반부에서 "그룹"을 참조하십시오.

• 운용 항목은 코닥 최적 운용 소프트웨어에서 모니터링하는 스캐너입
니다. 운용 항목이 처음으로 클라이언트 PC에 연결되는 경우, 속한 그
룹이 없기 때문에 서버에서 자동으로 할당되지 않은 운용 항목으로 나
열됩니다. 사용자 권한에 따라 운용 항목을 보고, 추가하고, 수정하고,
삭제할 수 있습니다. 운용 항목 관리에 대한 정보 및 절차는 이 장 후반
부에서 "운용 항목"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 수집한 자산 또는 그룹 데이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보고서를 생성
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특정 기간에 대한 표 형식으로 만들 수 있습
니다. 보고서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 페이지 수, 대기 중인 유지
관리, 오류 및 예약 업데이트 상태. 사용자는 권한에 따라 보고서를 보
고 추가, 수정 및 삭제할 수 있습니다. 보고서 설정 및 실행에 관한 정
보 및 절차는 5장을 참조하십시오.

• 업데이트는 드라이버,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 TWAIN 설정 바로 가
기, 스마트 터치 등의 업데이트 패키지 및 운용 항목의 일정 업데이트
를 생성합니다. 업데이트 설정과 유지보수에 대한 정보 및 절차는 5장
을 참조하십시오.

• 시스템을 통해 다음 설정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기본 설정, SMTP, 보존 및 사용자. 시스템 창에서 로그 및 정보 창에
액세스할 수도 있습니다. 시스템 기본 창의 옵션에 관한 자세한 정보
는 이 장의 후반부에 있는 "시스템 기본값 설정"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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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 운용 소프트웨어 
서버 콘솔 액세스하기

중요: 사용자가 코닥 최적 운용 소프트웨어 관리 GUI에 액세스하려면
사내 IT 시스템 관리자가 서버에 대한 사용자별 액세스 권한을 
부여해야 합니다.

Kodak 최적 운용 소프트웨어 관리 GUI는 웹 응용 프로그램을 통해 시작
됩니다 . 

1. 인터넷 브라우저를 엽니다.

2. 서버 웹 사이트에서 서버 소프트웨어 가상 디렉터리로 이동합니다
(예: http://www.Myserver.com/KodakAssetManagement).

3. 권한을 인증 받으면 서버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4. 코닥 최적 운용 소프트웨어 관리 GUI가 로드하는 동안 시스템에서
PC에 설치된 Microsoft® Silverlight 플러그인 버전이 적합한지 확인
합니다. 버전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다운로드하여 설치하라는 메시
지가 표시됩니다.

5. Silverlight 플러그인 확인 후 또는 필수 버전 다운로드 후 기본 창이
표시됩니다.

참고: 사용자를 추가하기 전까지 서버에 로그인할 수 있는 사용자는 시
스템 관리자뿐입니다. 사용자 생성 후 바로 권한을 할당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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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 이 설명서에서 사용되는 아이콘은 다음과 같습니다.

빠른 변환 다음은 분, 시간, 일에 대한 변환 목록입니다. 빈도 설정시 유용합니다.

새로 고침 - 클릭하면, 현재 화면에 표시된 정보를 새로 고칩니다.

Details(상세 정보) - 운용 항목, 그룹, 위치, 지원 연락처 등의
Details(상세 정보)를 보고 편집할 수 있습니다.

New(새로 만들기) - 새 그룹, 운용 항목, 위치, 지원 연락처 등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Delete(삭제) - 그룹, 운용 항목, 위치, 지원 연락처 등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Add(추가) - 그룹에 운용 항목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Remove(제거) - 그룹에서 운용 항목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분 시간 일

60 1

360 6

720 12

1440 24 1

2160 36 1.5

2880 48 2

4320 72 3

5760 96 4

7200 120 5

8640 144 6

10080 16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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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역할 시스템 관리자 - 시스템 관리자는 전체적으로 코닥 최적 운용 소프트웨
어를 제어할 수 있으며 시스템에 대한 변경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시스
템 관리자만이 SMTP 설정을 확인하고 코닥 최적 운용 소프트웨어에 액
세스하는 사용자 목록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룹 관리자 - 그룹 관리자는 해당 그룹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그룹에 속한 운용 항목을 추가, 제거, 관리할 수 있습니다. 

어느 사용자나 그룹은 생성할 수 있지만, 운용 항목은 액세스 권한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 그룹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시스템 관리자가
그룹 관리자 및 할당되지 않은 운용 항목 권한을 지정합니다. 그룹 생성
권한이 있는 사용자가 자동으로 해당 그룹의 그룹 관리자가 됩니다. 그룹
관리자는 해당 그룹에 다른 사용자를 추가하거나 그룹 내 사용자에게 관
리자 권한 또는 보기 권한만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자산 관리자 - 자산 관리자는 특정 자산에 대한 제어 권한을 가집니다. 시
스템 관리자는 시스템 사용자를 자산 관리자로 할당할 수 있습니다. 자
산 관리자는 시스템에서 이 자산을 관리하고 삭제할 수 있습니다. 자산
관리자는 시스템에서 자산을 삭제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면 삭제된 자
산에 대해 저장된 모든 정보도 함께 삭제됩니다. 단, 자산은 클라이언트
PC의 다음 예약 업데이트에서 시스템에 의해 재등록/인식됩니다.

보고서 관리자 - 모든 시스템 사용자가 보고서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보
고서를 생성하는 사용자가 자동으로 보고서 관리자가 됩니다. 

업데이트 패키지 관리자 - 모든 시스템 사용자가 업데이트 패키지를 생
성할 수 있습니다. 업데이트 패키지를 생성하는 사용자가 자동으로 업데
이트 패키지 관리자가 됩니다. 

일정 업데이트 관리자 - 모든 시스템 사용자가 업데이트를 예약할 수 있
습니다. 업데이트를 예약하는 사용자가 자동으로 일정 업데이트 관리자
가 됩니다.

참고: 마지막으로 업데이트 패키지 및/또는 예약 업데이트를 수정하는
사용자가 자동으로 업데이트 패키지 관리자 또는 일정 업데이트
관리자가 됩니다. 예를 들어 한 사용자가 업데이트 패키지를 생성
하고 새벽 1시(태평양 표준시)에 실행하도록 설정했지만 시스템
관리자는 새벽 3시(태평양 표준시)에 업데이트가 실행되길 원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시스템 관리자가 예약 업데이트를 수정한 경우
해당 업데이트에 대한 시스템 관리자가 자동으로 일정 업데이트
관리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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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기본값 설정 코닥 최적 운용 소프트웨어 서버 모듈 설치 후 코닥 최적 운용 소프트웨
어 관리 GUI에 로그인하는 사용자가 다른 사용자를 생성하기 전까지 시
스템 관리자 권한을 갖습니다. 

사용자 및 그룹 설정 전 시스템 기본값을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룹
을 생성하는 경우 시스템 기본값 창에 설정한 값이 해당 그룹 설정에 미
리 채워집니다. 예를 들어 새 그룹 생성시 시스템 기본값 창에 정의된 위
치 정보가 사용됩니다.

Assign on Add(추가시 할당) 옵션은 운용 항목이 시스템에 추가될 때
자동으로 값을 할당하기 때문에 매우 편리합니다. 이 옵션은 위치, 지원
연락처, 업데이트 빈도 및 유지보수/오류 임계값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
다. 그룹을 사용하지 않거나 모든 운용 항목에 동일한 설정을 적용할 경
우 시스템 창에서 이 옵션을 사용하십시오. 시스템에 운용 항목 추가 후
값을 변경해야 할 경우 운용 항목 Details(상세 정보) 창을 사용하거나
Assign Now(지금 할당) 버튼을 클릭하여 그룹에 항목을 추가한 후 업데
이트를 지정하십시오.

일반적으로 유지보수 및 오류 임계값은 스캐너 모델에 따라 다릅니다. 시
스템에 처음 스캐너를 연결하는 경우 Kodak 스캐너 기본값이 서버로 전송
됩니다. 따라서 Kodak 기본값을 재지정할 경우 값을 구체화해야 합니다. 

1. 기본 창에서 System(시스템)을 클릭합니다.

2. Defaults(기본값)를 클릭합니다. 기본값 영역이 표시됩니다.

3. 유지보수 전자 메일 필드에 운용 항목의 유지보수 임계값에 도달하
거나 이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알림을 수신할 사용자의 전자 메일 주
소를 입력합니다.

참고:

• 운용 항목이 그룹에 속하고 그룹에 유지보수 전자 메일 값이 할당된
경우 그룹 전자 메일 주소가 사용됩니다.

• 메일 수신인이 2명 이상인 경우 그룹 전자 메일 주소를 설정해야 합니
다. 여러 개의 이메일 주소를 쉼표로 구분하여 최대 64자까지 지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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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오류 전자 메일 필드에 운용 항목의 유지보수 임계값에 도달하거나
이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알림을 수신할 사용자의 전자 메일 주소를
입력합니다.

참고:

• 운용 항목이 그룹에 속하고 그룹에 오류 전자 메일 값이 할당된 경우
그룹 전자 메일 주소가 사용됩니다.

• 메일 수신인이 2명 이상인 경우 그룹 전자 메일 주소를 설정해야 합니
다. 여러 개의 이메일 주소를 쉼표로 구분하여 최대 64자까지 지정할
수 있습니다.

5. 위치 Details(상세 정보) 아이콘 을 클릭하면 나타나는 위치 창
의 위치 필드에 정보를 입력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6. 지원 연락처 Details(상세 정보) 아이콘을 클릭하여 시스템 운용과 관
련된 지원 연락처 정보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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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업데이트 빈도 드롭다운 상자에서 클라이언트 PC에서 서버로의 운
용 정보(페이지 수, 미터 값, 용지 걸림, 복수 급지 등) 전송 빈도(분)를
선택합니다.

또한 업데이트 빈도는 업데이트 정보를 운용 항목으로 전송할 시기
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변경 사항은 클라이언트 PC와 서버와의 재통
신 후 적용됩니다.

업데이트 빈도 값을 설정하는 경우 데이터베이스 크기, 정보 저장
(보관) 기간, 보고서 실행 빈도를 고려해야 합니다. 기본 빈도 설정은
1,440분(1일)입니다. 스캔 처리량에 따라 이 설정을 조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 PC와 서버와의 통신이 잦을수록 데이터베이
스에 작성되는 정보량도 많아집니다. 

참고: 등록된 스캐너가 호스트 PC에서 분리되어도 부분 업데이트
는 계속됩니다. 따라서 클라이언트가 자산이 삭제되었는지 확
인할 수 있으며 오류 처리와 유지 관리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산이 분리되어 있는 동안 부분 업데이트는 자산 세부 정보
창의 마지막 업데이트 시간 필드는 업데이트하지 않습니다. 

8. 유지보수 임계값 Details(상세 정보) 아이콘을 클릭하면 유지보수 임
계값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참고: 모든 유지보수 임계값이 표시되지만 스캐너 모델에 따라 사용
중인 스캐너에서 지원하는 유지보수 임계값만 서버로 보고됩
니다. 시스템에 운용 항목을 추가하기 전까지 이 필드 값은 0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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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도, 알림, 에스컬레이션 필드 값이 스캐너 모델별 기본값으로 설정
됩니다. 운용 항목 사용법을 파악하기 전까지 기본 설정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스캔할 페이지 수, 스캔할 용지 유
형, 환경 조건 등으로 인해 설정을 조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운용 항목이 연결된 PC에서 실행되는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에서
유지보수 임계값의 기본값을 서버로 전송합니다. 스캔 환경에 맞게
기본값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유지보수 임계값 창에서 변경할 수 있
습니다. Assign on Add(추가시 할당)를 선택하는 경우 새 설정이 초
기 기본 설정보다 우선합니다. 새 설정은 클라이언트 PC와 서버와의
최초 통신시 적용됩니다.

유지보수 임계값은 서버 소프트웨어를 통해 설정되지만 유지보수를
수행하면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에서만 재설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급지 모듈 타이어를 교체하는 경우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해당 정보를 입력해야 클라이언트 PC와 서버가 다음에 통
신할 때 업데이트됩니다.

• 빈도, 알림 및 에스컬레이션 열에서 필요한 값을 변경하고 OK
(확인)를 클릭합니다.

- 빈도 - 유지보수 완료 전 스캔 가능한 페이지 수가 표시됩니다. 
0 ~ 999999 숫자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이 필드에 표시되는 숫
자는 스캐너의 사용 설명서에서 권장하는 기본값입니다.

- 알림 - 빈도 임계값에 도달하거나 이 임계값을 초과한 후 사용자
에게 유지보수 수행을 알리기 전 스캔 가능한 페이지 수
(0 ~ 999999)를 입력합니다. 경고 값은 유지보수 상태가 초록색
에서 노란색으로 바뀌기 전 스캔 가능한 페이지 수를 결정하는
데에도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빈도가 1000으로, 알림이 100으
로 설정된 경우 901페이지가 스캔되면 유지보수 상태가 녹색에
서 노란색으로 바뀌고 클라이언트 PC에 해당 메시지가 표시됩
니다. 이 필드에 표시되는 기본 숫자는 빈도 필드에 표시되는 값
을 10으로 나눈 값입니다.

- 에스컬레이션 - 스캔된 페이지 수를 0 ~ 999999 숫자로 입력합
니다. 해당 값이 초과되면 에스컬레이션 전자 메일이 사용자에
게 발송됩니다. 일반적으로 이 페이지 수는 Frequency(빈도) 필
드에서 지정한 페이지 수를 초과합니다. 예를 들어 스캐너 청소
의 유지보수 임계값 빈도 설정이 매 1000페이지이고 에스컬레
이션 설정이 200으로 되어 있고 사용자가 1200페이지 스캔 후
에도 스캐너를 청소하지 않는 경우, 에스컬레이션 전자 메일은
클라이언트 PC와 서버가 통신할 때마다 발송됩니다. 이 필드에
표시되는 기본 숫자는 미리 알림 필드에 표시되는 값에 5를 곱
하고 빈도 필드에 표시되는 수를 더한 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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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오류 임계값 Details(상세 정보) 아이콘을 클릭하면 오류 임계값 설정
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참고: 모든 오류 임계값이 표시되지만 스캐너 모델에 따라 사용 중
인 스캐너에서 지원하는 오류 임계값만 서버로 보고됩니다.

운용 항목이 연결된 PC에서 실행되는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에서
오류 임계값의 기본값을 서버로 전송합니다. 값을 변경해야 하는 경
우 오류 임계값 창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Assign on Add(추가시
할당)를 선택하는 경우 새 설정이 초기 기본 설정보다 우선합니다.
새 설정은 클라이언트 PC와 서버와의 최초 통신시 적용됩니다.

유지보수 임계값과 달리 서버 소프트웨어에서만 오류 임계값을 재설
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용지 걸림에 대한 오류 임계값에 도달하
거나 이 임계값을 초과한 경우 시스템, 그룹 또는 운용 항목 관리자만
이 이 값을 재설정할 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 PC와 서버가 다음에
통신할 때 재설정됩니다.

• 문제로 분류되기 전 발생할 수 있는 변경 사항의 수를 나타내는 빈
도 필드에서 원하는 경우 값을 변경합니다.

• 원하는 경우, 이 빈도 내에서 오류가 발생해도 문제로 간주되지 않
는 날짜 수를 기간 열에 입력하십시오. 예를 들어, 기간을 1일로 설
정하고 용지 걸림 빈도를 5회로 설정한 후 스캐너의 용지 걸림이 1
일에 3회 발생하는 경우 이메일 알림이 전송되지 않습니다. 용지
걸림 횟수는 다음 날 초기화됩니다.

• 에스컬레이션 확인란을 클릭하면 임계값 빈도에 도달시 오류 전
자 메일 필드에 입력한 주소로 전자 메일이 발송됩니다. 

• OK(확인)를 클릭합니다.

10.이전에 HTTPS를 사용하여 데이터베이스를 설정한 경우 Use HTTPS 
connection(HTTPS 연결 사용) 확인란을 클릭합니다. 이로 인해 클라
이언트 PC와 서버 간 통신이 안전해지고 암호화됩니다. 자세한 내용
은 부록 A, HTTPS 구성을 참조하십시오.

11.시스템 기본값 창에서 변경을 마친 후 Apply(적용)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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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TP 설정 구성 코닥 최적 운용 소프트웨어에서 전자 메일 수신자에게 정보를 전송하려면
소프트웨어에서 전자 메일 서버에 액세스하는 방식을 정의해야 합니다. 

시스템 관리자 권한이 있는 경우에만 SMTP 화면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기본 창에서 System(시스템)을 클릭합니다.

2. SMTP(확인)를 클릭합니다. SMTP 영역이 표시됩니다. 

3. 서버 네트워크 주소 필드에 발신 전자 메일
(예: mailserver.mycompany.com)용 SMTP 서버의 네트워크 주소를
입력합니다.

4. 대부분의 전자 메일 서버는 25번 포트를 통해 통신합니다. 전자 메일
서버에서 다른 포트를 통해 통신하는 경우 서버 포트 드롭다운 상자
에서 올바른 포트 번호를 선택하십시오.

5. 필요한 경우, Kodak 최적 운용 소프트웨어가 전자 메일 전송을 위해
로그인할 전자 메일 서버 계정의 사용자 도메인, 사용자 이름 및 사용
자 암호를 입력하십시오.

6. 발송 전자 메일 주소 필드에 SMTP 서버 From e-mail address(발송
이메일용 주소)를 입력합니다. 

7. 사용할 connection security(연결 보안 유형)를 선택합니다. 선택 옵
션으로는 None(없음), SSL/TLS 및 STARTTLS가 있습니다.

8. SMTP 서버와 통신시 사용할 인증 방법 유형을 선택합니다. 선택 옵
션으로는 Automatic(자동), None(없음), Login(로그인), Plain(일반),
CRAM-MD5 및 NTLM이 있습니다.

9. 전자 메일 첨부시 허용되는 최대 용량을 입력합니다. 1 ~ 1024MB 값
을 입력합니다.

참고: 전자 메일 서버에서 최대 용량을 입력 값보다 작은 값으로 제
한합니다.

10.설정 테스트를 클릭하여 SMTP 설정을 확인합니다. 

11. Apply(적용)를 클릭합니다.



A-61768_ko  2014년 8월 3-13

보관 설정 구성 보관 창을 사용하여 운용 항목 정보, 시스템 로그 및 업데이트 저장 기간
을 설정합니다. 데이터베이스 크기가 데이터 저장량을 좌우합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보관 설정은 All(모두)입니다. 이 설정을 Based on the
number of entries(항목 수 기준) 또는 Based on number of days(날짜
수 기준)로 변경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Microsoft SQL Server Express
무료 버전 및 운용 항목을 많이 보유한 경우 기본 설정인 All(모두)을 사용
하면 데이터베이스 저장 용량이 빨리 줄어듭니다. 데이터베이스 크기, 보
관 설정, 클라이언트 PC와 서버 간 빈도 주기, 시스템 운용 항목 수, 보고
서 실행 빈도가 균형을 이뤄야 합니다.

운용 항목 수가 상당하고 클라이언트 PC와 서버 간 통신 횟수가 잦은 경
우 Microsoft SQL 정식 버전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데이터베이스의 정보 보관 기간이 보고 내역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정
보는 시스템의 각 운용 항목으로부터 수집됩니다. 예를 들어 보관 설정
은 1일이고 스캐너를 100대 보유한 경우 5일 동안 보고서를 실행한다 해
도 보고서에는 100대 스캐너 각각에 대해 1일 분량의 정보만 기록됩니
다. 5일 분량의 정보를 원하는 경우 보관 설정을 5일 이상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1. 기본 창에서 System(시스템)을 클릭합니다.

2. Retention(보관)을 클릭합니다. 보관 영역이 표시됩니다. 

3. Asset event(운용 항목 변경 사항), Asset history(운용 내역), Schedule
update(일정 업데이트) 및 System log drop-down(시스템 로그 드롭
다운) 상자에서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All(모두) - 모든 정보를 보관합니다.

• Based on the number of entries(항목 수 기준) - 일정량의 정보
만 보관합니다. 가장 오래된 정보부터 삭제됩니다.

• Based on number of days(날짜 수 기준) - 필드에 입력한 날짜
수 동안에만 정보를 보관합니다.

4. Apply(적용)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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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목록 생성 사용자 영역에서 사용자 설정을 추가, 삭제 및 수정할 수 있습니다. 특정
사용자에게 시스템 관리자 권한을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시스템 관리자
권한을 부여 받은 사용자는 코닥 최적 운용 소프트웨어 설정을 모두 변
경할 수 있습니다. 할당되지 않은 운용 항목에 대한 권한을 부여 받은 사
용자는 어떤 그룹에도 속하지 않은 운용 항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권한은 시스템에 운용 항목을 추가하고 생성한 그룹에 추가한 항목을 할
당해야 하는 사용자에게 적합합니다.

사용자 추가 1. 기본 창에서 System(시스템)을 클릭합니다.

2. Users(사용자)를 클릭합니다. 사용자 영역이 표시됩니다. 

3. New(새로 만들기)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사용자 Details(상세 정
보) 창이 표시됩니다.

4. 서버 웹 페이지 액세스에 필요한 사용자 로그인 이름을 입력합니다.
이 필드는 최대 64자까지 입력할 수 있습니다.

5. Nickname(닉네임) 필드에 사용자 닉네임을 입력합니다. 닉네임을 권
장하는 이유는 시스템에서 액세스하는 대부분의 창에서 사용자 로그
인 이름보다 식별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중복되는 닉네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A-61768_ko  2014년 8월 3-15

6. 원하는 경우 E-mail(전자 메일) 필드에 사용자 전자 메일 주소를 입력
합니다. 입력한 경우 사용자가 보고서 및 업데이트 생성시 자동으로
입력한 전자 메일 주소가 사용됩니다.

7. 사용자에게 시스템 관리자 권한을 부여하려면 System administrator
(시스템 관리자)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시스템 관리자 권한을 가진 사
용자는 모든 코닥 최적 운용 소프트웨어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8. 사용자에게 시스템에 새로 추가된 운용 항목이나 그룹에 할당되지
않은 운용 항목을 볼 권한을 주려면 Unassigned assets(할당되지
않은 운용 항목)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9. OK(확인)를 클릭합니다.

사용자 설정 변경 사용자가 닉네임과 전자 메일 주소를 변경할 수 있지만 시스템 관리자만
이 로그인 정보를 변경하고 사용자에게 시스템 관리자 및 할당되지 않은
운용 항목에 대한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1. 사용자 목록에서 설정을 변경할 사용자를 선택합니다.

2. Details(상세 정보)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사용자 Details(상세
정보) 창이 표시됩니다.

3. 원하는 내용을 변경합니다.

4. OK(확인)를 클릭합니다.

사용자 삭제 시스템 관리자만이 시스템에서 사용자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시스템에서 본인을 삭제할 수 없습니다. 

1. 시스템에서 삭제할 사용자를 선택합니다.

2. Delete(삭제)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Are you sure you want 
delete user ‘XXXX’?(사용자 XXXX를 삭제하시겠습니까?) 라는 메
시지가 표시됩니다.

3. Yes(예)를 클릭합니다.



3-16 A-61768_ko  2014년 8월

로그 영역 로그 영역에 코닥 최적 운용 소프트웨어 로그 메시지 목록이 표시됩니다. 

로그 영역에 다음 메시지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

자산 삭제됨

시스템: 알 수 없는 오류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충돌

시스템: 연결 실패

그룹: 생성됨

그룹: 변경됨

그룹: 자산 추가됨

그룹: 자산 제거됨

그룹: 자산 위치 변경됨

그룹: 자산 지원 연락처 변경됨

그룹: 자산 업데이트 빈도 변경됨

그룹: 자산 유지 관리 임계값 변경됨

그룹: 자산 오류 임계값 변경됨

그룹: 삭제됨

자산: 생성됨

자산: 변경됨

자산: 이벤트 삭제됨

자산: 이력 삭제됨

자산: 이메일 전송 실패

예약 보고서: 생성됨

예약 보고서: 변경됨

예약 보고서: 삭제됨

예약 보고서: 실행 실패

예약 보고서: 실패

예약 보고서: 이메일 전송 실패

업데이트 패키지: 생성됨

업데이트 패키지: 변경됨

업데이트 패키지: 삭제됨

예약 업데이트: 생성됨

예약 업데이트: 변경됨

예약 업데이트: 삭제됨

예약 업데이트: 취소됨

예약 업데이트: 실행 실패

예약 업데이트: 실패

예약 업데이트: 이메일 전송 실패

시스템 기본값: 변경됨

시스템 SMTP: 변경됨

시스템 보존: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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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보존: 완료됨

시스템 보존: 실패

사용자: 생성됨

사용자: 변경됨

사용자: 삭제됨

사용자: 권한 없음

이 목록에서 선택한 항목을 삭제하려면 Delete(삭제)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정보 영역 정보 영역에는 코닥 최적 운용 소프트웨어 서버 모듈 버전 및 저작권 정
보가 나와 있습니다.

이 화면의 정보는 Kodak 서비스 센터에 문의해야 할 경우 필요할 수 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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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운용 항목 그룹을 설정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룹을 생성하면 특히 많은
대수의 스캐너를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룹에 운용 항목을 할당하지 않아도 되지만 할당하는 경우 보다 간편하
게 운용 항목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구성 방식에 따라 2개 이상
의 그룹에 운용 항목을 할당할 수 있습니다. 

해당 그룹 관리 방식에 따라 자유롭게 그룹 이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그룹에 운용 항목을 많이 할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80
Kodak ScanMate i940 스캐너를 사용하는 경우 i940 스캐너 그룹을 생성
하고 이 그룹에 80대의 스캐너를 모두 할당할 수 있습니다. 또는 두 그룹
을 생성하고 외상 매입금 그룹에 i940 스캐너를, 다른 부서에 i940 스캐
너를 할당할 수 있습니다. 스캐너 유형, 위치, 업무 기능이나 다른 조건에
따라 그룹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룹을 생성하는 사용자가 자동으로 그룹 관리자가 됩니다. 그룹 관리자
는 다른 사용자에게 그룹 관리자 권한을 부여하거나, 그룹에게 보거나
보고할 수 있는 읽기 전용 액세스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니저가 정보만 확인할 뿐 변경하길 원치 않는 경우 읽기 전용 액세스
권한을 부여합니다.

그룹을 선택하면 액세스할 수 있는 그룹 및 선택한 그룹과 관련된 운용
항목이 표시됩니다.

참고:

• 코닥 최적 운용 소프트웨어를 처음 실행하는 경우 그룹 창이 표시되지
만 그룹이 생성되어 있지는 않으며, 그룹 내 운용 항목 창이 표시되지
만 마찬가지로 운용 항목이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 운용 항목이 두 그룹 이상에 속하고 이 항목을 변경한 경우, 변경 사항
이 다른 그룹에까지 적용됩니다. 운용 항목에 대한 최종 변경 사항이
전체 그룹의 현재 값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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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은 공통적인 변경 사항을 그룹 전체에 적용해야 할 때 특히 유용합
니다. 예를 들어 지원 연락처 전화 번호가 바뀐 경우 해당 그룹에 대해 변
경하기만 하면 됩니다. 해당 그룹에 속하는 모든 운용 항목은 그룹
Details(상세 정보) 창의 Assign Now(지금 할당) 옵션을 사용해 새로운
정보로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그룹 추가 1. 기본 창에서 Groups(그룹)을 클릭합니다. 그룹 창이 표시됩니다.

참고: 코닥 최적 운용 소프트웨어를 처음 실행하는 경우 그룹 창이
표시되지만 그룹이 생성되어 있지는 않으며, 그룹 내 운용 항
목 창이 표시되지만 마찬가지로 운용 항목이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2. 그룹 창의 새로 만들기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그룹 상세 정보 창이 표
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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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그룹 값은 각 시스템 기본값에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그룹 값
은 원하는 대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3. Name(이름) 필드에 그룹 이름을 입력합니다. 중복되는 그룹 이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Description(설명) 필드에 그룹 설명을 입력합니다. 

5. 유지보수 전자 메일 필드에 그룹 내 운용 항목의 유지보수 임계값이
기준 임계값에 도달하거나 그 값을 초과한 경우 알림을 수신할 사용
자의 전자 메일 주소를 입력합니다.

6. Error e-mail(오류 전자 메일) 필드에 그룹 내 운용 항목의 오류 임계
값에 도달하거나 그 값을 초과한 경우 알림을 수신할 사용자의 전자
메일 주소를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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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용자 Details(상세 정보) 아이콘을 클릭하면 할당된 사용자의 현재
목록이 표시됩니다. 

• 사용자를 추가하려는 경우 Add(추가)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그룹
에 사용자 추가 창이 표시됩니다.

• 이 그룹에 추가할 사용자 이름 옆의 상자를 선택하고 OK(확인)를
클릭합니다. 

• 사용자에게 그룹 관리자 권한을 부여하려면 그룹 사용자 창에서
Administrator(관리자) 확인란을 선택하고 OK(확인)를 클릭합니
다. 그렇지 않으면 사용자는 보기 권한만 갖게 됩니다.

• 그룹에서 사용자를 삭제하려면 삭제할 사용자를 선택하고 그룹
사용자 창에서 Remove(제거)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8. 위치 Details(상세 정보) 아이콘을 클릭하여 선택한 그룹의 위치 정보
를 변경한 후 OK(확인)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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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지원 연락처 Details(상세 정보) 아이콘을 클릭하고 해당 그룹의 지원
연락처 정보를 변경한 후 OK(확인)를 클릭합니다.

10.업데이트 빈도 필드에 클라이언트 PC와 서버와의 통신 빈도를 
1 ~ 10080(일주일)의 숫자(분)로 입력합니다. 

11.유지보수 임계값 필드의 유지보수 임계값 Details(상세 정보) 아이콘
을 클릭하고 소모품 청소 또는 교체 빈도 기본값을 변경합니다.

참고: 모든 유지보수 임계값이 표시되지만 스캐너 모델에 따라 사용
중인 스캐너에서 지원하는 유지보수 임계값만 서버로 보고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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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도, 알림 및 에스컬레이션 열에서 필요한 값을 변경하고 OK
(확인)를 클릭합니다.

- 빈도 - 유지보수 완료 전 스캔 가능한 페이지 수가 표시됩니다. 
0 ~ 999999 숫자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 알림 - 빈도 임계값에 도달하거나 이 임계값을 초과한 후 사용자
에게 유지보수 수행을 알리기 전 스캔 가능한 페이지 수
(0 ~ 999999)를 입력합니다. 경고 값은 유지보수 상태가 초록색에
서 노란색으로 바뀌기 전 스캔 가능한 페이지 수를 결정하는 데에
도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빈도가 1000으로, 알림이 100으로 설정
된 경우 901페이지가 스캔되면 유지보수 상태가 녹색에서 노란색
으로 바뀌고 클라이언트 PC에 해당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 에스컬레이션 - 스캔된 페이지 수를 0 ~ 999999 숫자로 입력합
니다. 해당 값이 초과되면 에스컬레이션 전자 메일이 발송됩니
다. 일반적으로 이 페이지 수는 Frequency(빈도) 필드에서 지정
한 페이지 수를 초과합니다. 예를 들어 스캐너 청소의 유지보수
임계값 빈도 설정이 매 1000페이지이고 에스컬레이션 설정이
200으로 되어 있고 사용자가 1200페이지 스캔 후에도 스캐너를
청소하지 않는 경우, 에스컬레이션 전자 메일은 클라이언트 PC
와 서버가 통신할 때마다 발송됩니다. 

12.오류 임계값을 클릭하여 오류 알림 발송 전 발생 가능한 변경 사항 수
를 설정하거나 변경합니다.

참고: 모든 오류 임계값이 표시되지만 스캐너 모델에 따라 사용 중
인 스캐너에서 지원하는 오류 임계값만 서버로 보고됩니다.

• 문제로 분류되기 전 발생할 수 있는 변경 사항 수를 나타내는 
Frequency(빈도) 필드에 값을 입력한 후 OK(확인)를 클릭합니다. 

- 원하는 경우, 이 빈도 내에서 오류가 발생해도 문제로 간주되지
않는 날짜 수를 기간 열에 입력하십시오.

- 오류 임계값에 도달할 때 전자 메일을 발송하려면 Escalate
(에스컬레이션)을 선택합니다.

참고: Location(위치), Support Contact(지원 연락처), Update frequency
(업데이트 빈도), Maintenance thresholds(유지보수 임계값) 또는
Error thresholds(오류 임계값) 필드에 대해 그룹 Details(상세 정보)
창에서 Assign Now(지금 할당)를 클릭하면 This will assign the
‘XXXX’ for all assets in the group. Continue?(계속하면 그룹 내
전체 운용 항목에 XXXX를 할당합니다. 계속하시겠습니까?) 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Yes(예)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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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에 운용 항목 추가 그룹에 운용 항목 추가하는 방법:

1. 기본 창에서 Groups(그룹)을 클릭합니다.

2. 그룹 창에서 업데이트할 그룹을 선택한 후 그룹 내 운용 항목 창에서
추가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그룹에 운용 항목 추가 창이 표시됩니다.

3. 목록에 추가할 다음 운용 항목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Unassigned(할당되지 않음): 그룹에 할당되지 않은 모든 운용 항
목이 표시됩니다. 이 옵션은 할당되지 않은 운용 항목 권한을 가진
사용자만 볼 수 있습니다.

• All(모두): 운용 항목 관리자 권한이 있는 사용자에게 모든 운용 항
목이 표시됩니다.

• In group(그룹 내): 드롭다운 상자에서 표시할 그룹을 선택합니다.
선택한 그룹의 운용 항목이 표시됩니다. 사용자는 액세스 가능한
그룹만 볼 수 있습니다.

4. 그룹에 추가할 운용 항목을 선택합니다. 현재 페이지에 표시되지 않
은 운용 항목 및 현재 표시된 모든 운용 항목을 추가하려면 표 머리글
에서 확인란을 클릭합니다. 운용 항목이 여러 페이지에 있는 경우 모
든 운용 항목이 선택됩니다(즉, 운용 항목이 5페이지인 경우 5페이지
의 모든 운용 항목에 영향을 미칩니다).

참고: 서로 다른 권한(읽기 전용)을 가지는 자산이 한 그룹에 추가된 
경우 해당 자산의 권한은 유지됩니다. 

5. OK(확인)를 클릭합니다.

선택된 자산
선택되지 않은 자산

서로 다른 권한으로 
선택된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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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 항목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가 설치되고 운용 항목이 인식된 경우 서버에 자
동으로 할당되지 않은 운용 항목으로 표시됩니다. 

운용 항목 영역에 볼 수 있는 전체 운용 항목의 상태가 표시됩니다. 시스
템 관리자와 할당되지 않은 운용 항목 권한을 가진 사용자가 이 운용 항
목을 보고 원하는 경우 해당 운용 항목을 그룹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 All(모두)를 클릭하면 특정 그룹에 이미 할당된 운용 항목 및 볼 수 있
는 전체 운용 항목이 현재 목록에 표시됩니다.

• Unassigned(할당되지 않음)을 클릭하면 특정 그룹에 속하지 않은 운
용 항목만 표시됩니다. 

• 할당되지 않은 운용 항목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All(모두)/
Unassigned(할당되지 않음) 메뉴가 표시됩니다.

• 운용 항목 보기 권한이 있는 사용자는 운용 항목 관리자 권한을 다른
사용자에게 부여할 수 있습니다. 운용 항목 관리자는 운용 항목을 보
고, 수정하고, 삭제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자산 목록의 시간 열은 연결/등록된 자산에서 클라이언트가 새 데이터
를 마지막으로 수집한 시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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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 항목 상세 정보 편집 운용 항목 상세 정보 창에서 운용 항목 설정을 보고 편집하고 운용 항목
관리자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선택한 운용 항목의 변경 사항 및 내
역 정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참고: 운용 항목 상세 정보 창 설정이 그룹 또는 시스템 기본 설정과 일
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기본 창에서 Assets(운용 항목)을 클릭하거나 Groups(그룹)을 클릭
하여 선택합니다.

2. 편집할 운용 항목을 선택합니다.

3. Details(상세 정보)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운용 항목 상세 정보 창이
표시됩니다. 

참고: 시스템 기본값 설정시 Assign on Add(추가시 할당)을 선택
했거나 그룹에 운용 항목 추가시 그룹 창을 선택한 경우 항목
의 상세 정보 값이 자동으로 해당 시스템 또는 그룹 기본값으
로 채워집니다. 개별 운용 항목 값은 원하는 대로 변경할 수 있
습니다.

4. 위치 Details(상세 정보) 아이콘을 클릭하여 이 운용 항목의 위치 정
보를 추가하거나 변경합니다. 

5. 지원 연락처 Details(상세 정보) 아이콘을 클릭하여 이 운용 항목의
지원 연락처 정보를 추가하거나 변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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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Update frequency(업데이트 빈도) 필드에 운용에서 서버로의 정보
전송 빈도를 1 ~ 10080(일주일)의 숫자(분)로 입력합니다.

7. 유지보수 임계값 Details(상세 정보) 아이콘을 클릭하면 표시되는 유
지보수 임계값 창에서 Frequency(빈도), Reminder(알림) 또는 Escalate
(에스컬레이션) 설정을 변경합니다.

8. 오류 임계값 Details(상세 정보) 아이콘을 클릭하면 표시되는 오류 임
계값 창에서 Frequency(빈도) 또는 Escalate(에스컬레이션) 설정을
변경합니다.

9. 이 운용 항목에 대해 운용 항목 관리자를 할당하려는 경우 관리자
Details(상세 정보) 아이콘을 클릭하면 Asset Administrators(운용 항
목 관리자) 창이 표시됩니다.

• Add(추가) 아이콘을 클릭하면 Add Administrators to Asset(운용
항목에 관리자 추가) 창이 표시됩니다.

• 운용 항목 관리자 권한을 부여할 사용자 이름 옆의 확인란을 클릭
하고 OK(확인)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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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 항목 변경 사항 내역 
보기

운용 항목 변경 사항 창이 각 변경 사항의 상태를 포함한 발생 변경 사항
의 정보를 표시합니다. 변경 사항 목록은 시스템의 보관 창에서 선택한
보관 설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운용 항목 변경 사항을 Based on number of days(날짜 수 기준)
로 설정하고 5일을 선택한 경우 최근 5일 간의 변경 내역만 표시됩니다. 

운용 항목 변경 사항 내역을 보는 방법:

1. Asset Details(운용 항목 상세 정보) 창에서 Events(변경 사항)를 클
릭합니다. 운용 항목 창이 표시됩니다.

• 가장 최근 발생한 변경 사항별 메시지를 표시하려면 Show only
last occurrence of each event(사항별 최종 발생 항목만 보기)를
선택합니다. 이 옵션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모든 변경 내역이 
표시됩니다.

• 변경 내역을 삭제하려면 삭제할 내역을 선택하고 Delete(삭제)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Are you sure you want to permanently
delete the selected events?(선택한 내역을 영구 삭제하시겠습
니까?) 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Yes(예)를 클릭합니다. 두 개
이상의 내역을 동시에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Done(완료)을 클릭하면 운용 항목 변경 내역 창이 닫힙니다.

다음은 현재 창에 표시될 수 있는 변경 내역/상태 메시지 목록입니다.

전송 영역 및 이미징 영역 청소: 유지보수 완료

급지 모듈 타이어 교체: 유지보수 완료

급지 모듈 교체: 유지보수 완료

분리 모듈 타이어 교체: 유지보수 완료

분리 모듈 교체: 유지보수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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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분리 패드 교체: 유지보수 완료

용지 걸림: 카운트 재설정

복수 급지: 카운트 재설정

기타 오류: 카운트 재설정

일정 업데이트: 성공적으로 완료

전송 영역 및 이미징 영역 청소: 빠른 시일 내에 유지보수 필요

급지 모듈 타이어 교체: 빠른 시일 내에 유지보수 필요

급지 모듈 교체: 빠른 시일 내에 유지보수 필요

분리 모듈 타이어 교체: 빠른 시일 내에 유지보수 필요

분리 모듈 교체: 빠른 시일 내에 유지보수 필요

사전 분리 패드 교체: 빠른 시일 내에 유지보수 필요

일정 업데이트: 다시 시도 중

일정 업데이트: 취소됨

전송 영역 및 이미징 영역 청소: 유지보수 지연

급지 모듈 타이어 교체: 유지보수 지연

급지 모듈 교체: 유지보수 지연

분리 모듈 타이어 교체: 유지보수 지연

분리 모듈 교체: 유지보수 지연

사전 분리 패드 교체: 유지보수 지연

용지 걸림: 너무 많은 이벤트

복수 급지: 너무 많은 이벤트

다른 오류: 너무 많은 이벤트

일정 업데이트: 실패

전송 영역 및 이미징 영역 청소: 에스컬레이션, 유지보수 지연

급지 모듈 타이어 교체: 에스컬레이션, 유지보수 지연

급지 모듈 타이어 교체: 에스컬레이션, 유지보수 지연

분리 모듈 타이어 교체: 에스컬레이션, 유지보수 지연

분리 모듈 타이어 교체: 에스컬레이션, 유지보수 지연

사전 분리 패드 교체: 에스컬레이션, 유지보수 지연

용지 걸림: 에스컬레이션, 너무 많은 이벤트 발생

복수 급지: 에스컬레이션, 너무 많은 이벤트 발생

기타 오류: 에스컬레이션, 너무 많은 이벤트 발생

일정 업데이트: 실패, 최대 재시도 횟수 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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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 내역 보기 운용 내역 창에 클라이언트 PC와 서버 통신의 각 시간 목록이 표시됩니
다. 정보에 포함되는 항목으로는 발생한 용지 걸림, 복수 급지, 오류 수,
스캔한 페이지 수, 스캐너 가동 시간, 전송 시간, 앞면/뒷면 램프 점등 시
간이 있습니다. 

스캐너 모델에 따라 스캐너에서 지원되는 정보만 표시됩니다(즉, 단면
스캐너를 사용하는 경우 뒷면 램프 정보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표시되는 항목의 목록은 시스템(보관 창)의 운용 내역 설정에 따라 다릅
니다. 

따라서 운용 내역을 Based on number of days(날짜 수 기준)로 설정하
고 1일을 선택한 경우 1일에 해당하는 항목만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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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 내역을 보는 방법:

1. 운용 항목 상세 정보 창에서 History(내역)를 클릭합니다. 운용 내역
창이 표시됩니다.

• 항목을 삭제하려면 삭제할 항목을 선택하고 Delete(삭제) 아이콘
을 클릭합니다. Are you sure you want to permanently delete
the selected entry?(선택한 항목을 영구 삭제하시겠습니까?) 라
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Yes(예)를 클릭합니다. 두 개 이상의 항
목을 동시에 삭제할 수 있습니다. 

참고: 시간 열은 자산이 서버와 통신한 마지막 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을 
표시합니다.

2. Done(완료)을 클릭하면 운용 내역 창이 닫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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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 삭제 서버에서 자산을 제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산이 서비스
에서 영구 제거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시스템 관리자 또는 자산
관리자만 시스템에서 자산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운용 항목을 제거하기 전:

• 데이터베이스를 백업하거나 데이터베이스 스냅숏을 만드는 것이 좋
습니다.

• 운용 항목과 서버 간 통신을 완료해야 합니다. 

• 예약 업데이트에서 운용 항목을 사용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운용
항목을 사용하고 있고 상태가 전송 또는 다시 시도 중인 경우 지금이
아니라 나중에 삭제할 수 있습니다.

• 삭제할 스캐너를 호스트 PC에서 분리한 후 서버에서 스캐너를 삭제합
니다. 스캐너가 계속 연결되어 있는 경우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에서
서버 데이터베이스에 해당 스캐너를 다시 추가합니다.

• 운용 항목에 대해 최종 보고서를 실행하고 저장하여 기록을 남깁니다.

자세한 내용은 5장, 보고서 생성 및 업데이트 예약을 참조하십시오.

1. 기본 화면에서 Assets(운용 항목)을 클릭합니다

2. 삭제할 운용 항목을 선택합니다.

3. Delete(삭제)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This will permanently delete the
asset from the server.(이렇게 하면 서버에서 운용 항목이 영구 삭
제됩니다.) All information, including events and history will be
deleted.(변경 사항 및 내역을 포함한 모든 정보가 삭제됩니다.) Are
you sure you want to permanently delete asset XXXX?(운용 항
목 XXXX를 영구 삭제하시겠습니까?) 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4. Yes(예)를 클릭합니다. 운용 항목 및 관련 정보가 서버에서 영구 삭
제됩니다.

운용 항목이 삭제되면 서버 시스템 로그에 항목이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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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이 단원에는 일부 시스템 구성 방식 예가 나와 있습니다. 자세한 절차는
이 장의 앞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예 1: 그룹에 속하지 않은 운용 
항목 관리

10대의 스캐너를 사용하는 소규모 조직입니다. 모든 스캐너 모델이 동일
합니다. 시스템을 어떻게 설정합니까?

모든 스캐너 모델이 동일하고 소규모 조직이기 때문에 그룹은 설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1. 시스템 기본값을 설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시스템 기본값 설정"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예 2: 그룹 내 일부 운용 항목을 
보유한 시스템 관리

소규모 조직이며 한 곳에 20대의 스캐너를 두고 있습니다. 스캐너 모델
이 다릅니다. ScanMate i9XX 스캐너 13대와 7 i2XXX 스캐너 7대를 보유
하고 있으며 그룹을 설정하고 싶습니다. 시스템을 어떻게 설정합니까?

스캐너 모델이 다르고 소규모 조직이기 때문에 그룹을 설정하는 것이 좋
습니다. 스캐너 모델별로 그룹을 설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1. 기본 창에서 Groups(그룹)을 선택하고 Add(추가) 아이콘을 클릭합
니다. 그룹 상세 정보 창이 표시됩니다.

2. 첫 번째 그룹의 경우 이름 필드에 i9XX 스캐너를 입력합니다.

3. 그룹 상세 정보 창의 다른 필드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OK(확인)
를 클릭합니다.

4. 두 번째 그룹의 경우 그룹 기본 창에서 Add(추가) 아이콘을 클릭합니
다. 그룹 상세 정보 창이 표시됩니다.

5. Name(이름) 필드에 i2XXX 스캐너를 입력합니다.

6. 그룹 상세 정보 창의 다른 필드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OK(확인)
를 클릭합니다.

이제 두 그룹이 생성되었으니 업데이트를 예약하고 보고서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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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3: 사용자, 그룹 및 운용 
항목 설정

Paul은 시스템 관리자이며 사용자 목록을 생성합니다.

Joe Joe를 백업 시스템 관리자로 설정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Joe에게 시스템 관리자 권한을 부여합니다.

Mike, Rob, Kelly Mike, Rob, Kelly를 시스템 사용자로 지정하여
할당되지 않은 운용 항목을 볼 수 있게 하고 설정하고
싶습니다. 이를 통해 그룹을 생성하고 생성한 그룹에
운용 항목을 할당 지정할 수 있게 됩니다. 

Bob, Sue Bob과 Sue는 시스템 사용자이지만 일부 그룹에 대
해 보기 권한만 주고 싶습니다.

Mike와 Rob은 100대의 스캐너를 관리해야 합니다.

Mike는 두 그룹을 생성하고 관리하는 운용 항목에 생성한 그룹을 지정하
기로 했습니다.

Mike가 생성한 첫 번째 그룹 이름은 "i940 회계 부서"입니다. Mike는 관
리 대상인 모든 i940 스캐너를 이 그룹에 추가합니다. Kelly는 Mike를 보
조하기 때문에 Kelly를 이 그룹의 사용자로 추가하고 관리자 권한을 부여
합니다. 또한 Sue도 이 그룹의 사용자이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 그룹에
Sue를 할당합니다. 하지만 Sue는 그룹의 운용 항목 상태만 보면 되기 때
문에 관리자 권한을 부여하진 않습니다.

Mike가 생성한 두 번째 그룹 이름은 "i2400 일정 관리 부서"입니다. Mike
는 관리 대상인 모든 i2400 스캐너를 이 그룹에 추가합니다. 또한 Kelly를
이 그룹에 추가하고 그룹 관리자 권한을 부여합니다. 

Kelly는 Mike가 생성한 두 그룹에 대해 그룹 관리자 권한을 갖고 있기 때
문에 해당 그룹에 변경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Rob도 시스템 사용자이자 할당되지 않은 운용 항목을 볼 권한이 있기 때
문에 그룹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Rob은 그룹을 설정하고 관리하는 운용
항목을 설정한 그룹에 추가하고 원하는 경우 사용자를 이 그룹에 할당합
니다. Kelly는 Rob의 백업이므로 Rob은 Kelly를 그룹에 추가하고 그룹
관리자 권한을 부여합니다. 또한 Rob은 Bob도 이 그룹의 사용자이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 그룹에 Bob을 할당합니다. 하지만 Bob은 그룹의 운용
항목 상태만 보면 되기 때문에 관리자 권한을 부여하진 않습니다.

Rob은 시스템 사용자이지만 Mike 그룹의 사용자가 아니기 때문에 Mike
그룹에 속한 운용 항목을 보거나 확인할 수 없습니다. Mike도 Rob 그룹
에 대해서는 마찬가지입니다. 

Bob과 Sue는 그룹 사용자일 뿐 그룹 관리자가 아니기 때문에 본인들이
사용자로 지정된 특정 그룹의 운용 항목만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해 보면 Mike는 두 그룹, i940 회계 부서 그룹과 i2400 일정 관리 부
서 그룹을 생성했습니다.

• Kelly와 Sue 모두 사용자이지만, Kelly는 두 그룹의 그룹 관리자이기도
합니다.

• Mike, Joe, Kelly, Sue 모두 두 그룹의 운용 항목을 볼 수 있습니다. 운
용 항목을 볼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은 보고서 생성, 운용 항목 업데
이트 및 일정 업데이트를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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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스템 모니터링

코닥 최적 운용 소프트웨어를 구성한 경우 소프트웨어에서 스캐너 사용
량을 모니터링하고 시스템 운용 상태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코닥 최적
운용 소프트웨어에 전자 메일 알림 기능이 있어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면
알림 메일이 발송되기 때문에 운용 상태를 빈번하게 직접 모니터링할 필
요가 없습니다.

참고: 코닥 최적 운용 소프트웨어는 "실시간"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운용 설정이 즉시 실행되거나 업데이트 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
어 설정을 변경한 경우, 다음에 클라이언트 PC와 서버가 통신할
때 해당 정보가 각 운용 항목에 전송됩니다. 따라서 업데이트 빈
도를 1일로 설정했다가 12시간으로 변경한 경우 클라이언트 PC
에서 1일 주기를 완료한 후 변경 사항이 적용됩니다.

운용 내역 창에서 유지보수 임계값을 확인하여 페이지 수 및 운용 항목
사용량을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각 유지보수 임계값에는 운용 창에 표시된 상태 표시기가 있습니다. 

오류 처리 운용 오류 빈도에 따라 유지보수 기준치에 도달하기 전에 특정 유지보수
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캐너에서 용지 걸림이 너무 많이 발
생하는 경우 스캐너를 더 자주 청소하거나, 소모품을 더 빨리 교체하거
나, 스캔하기 전에 용지를 제대로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오류 빈도에 따라 빈도 설정 및/또는 유지보수 임계값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스캐너 청소 및 유지관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스캐너 사용자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 

녹색 상태 아이콘이 표시되는 경우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도 됩니다. 

노란색 경고 기호가 표시되는 경우 운용 상태가 특별한 주
의가 필요한 기준치에 가까워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빨간색 오류 기호가 표시되는 경우 운용 상태가 기준치에 도
달했거나 그를 넘어섰으므로 즉각적인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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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고서 생성 및 업데이트 예약

목차 보고서 ............................................................................................. 5-1

보고서 설정................................................................................. 5-2

보고서 편집................................................................................. 5-5

보고서 삭제................................................................................. 5-5

예 ................................................................................................ 5-6

업데이트.......................................................................................... 5-8

업데이트 패키지 생성 ................................................................. 5-8

업데이트 패키지 편집 ................................................................. 5-9

업데이트 패키지 삭제 ................................................................. 5-9

업데이트 예약 ............................................................................... 5-10

예약 업데이트에 운용 항목 추가 ............................................... 5-12

예약 업데이트에서 운용 항목 제거 ........................................... 5-12

예약 업데이트 취소 ................................................................... 5-13

예약 업데이트 취소 요청 해제................................................... 5-14

예약 업데이트 편집 ................................................................... 5-14

예약 업데이트 삭제 ................................................................... 5-14

예: 업데이트 패키지 예약.......................................................... 5-15

보고서 보고서는 운용 작업 및 유지관리 상태 추적 방법을 제공합니다.

보고서 영역에 모든 예약 보고서 개요가 나와 있습니다. 모든 사용자가
새 보고서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항목은 사용자 권한으로
인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관리할 그룹이나 추가했
던 그룹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보고서 관리자만이 기존 보고서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예약 보고서가
생성되면 보고서를 생성하는 사용자가 자동으로 해당 보고서 관리자로
지정됩니다. 

생성 가능한 보고서 유형은 4가지입니다.

• 총 페이지 수

• 보류 중인 유지보수

• 오류

• 예약 업데이트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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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설정 생성할 보고서 유형 및 보고서 예약 실행 횟수를 결정한 후 기본 창에서
Reports(보고서), Schedules(일정)을 클릭하면 보고서 영역이 표시됩
니다.

 

보고서 영역에 다음 항목 각각에 대한 요약이 표시됩니다.

• 보고서 설명

• 보고서 유형

• 보고서에 포함할 관련 그룹 또는 예약 업데이트

• 날짜, 시간, 표준 시간대를 포함한 보고서 실행 주기

• 보고서에 포함할 데이터량(일, 주, 개월 수)

• 보고서 수신자의 전자 메일 주소

• 보고서 및 시간/날짜를 최종 업데이트한 사용자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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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를 예약하는 방법:

1. 보고서 영역에서 New(새로 만들기)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새 예약
보고서 만들기 창이 표시됩니다.

2. Description(설명) 필드에 식별하기 쉬운 보고서 이름을 입력합니다.

3. 사용 가능한 보고서 목록에서 추가할 보고서 유형을 선택합니다.

• 특정 그룹에 대한 전체 페이지 

• 내 그룹에 대한 전체 페이지

• 모든 운용 항목에 대한 전체 페이지*

• 특정 그룹에 대해 보류 중인 유지보수

• 내 그룹에 대해 보류 중인 유지보수

• 모든 운용에 대해 보류 중인 유지보수*

• 특정 그룹에 대한 오류

• 내 그룹에 대한 오류

• 모든 운용 항목에 대한 오류*

• 특정 업데이트에 대한 예약 업데이트 상태

• 내 업데이트에 대한 예약 업데이트 상태

* 시스템 관리자만 해당 보고서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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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For(대상) 필드에서 이 보고서에 포함할 관련 그룹을 선택합니다. 

5. Frequency(빈도) 필드에서 보고서 실행 주기를 선택합니다(예: 한 번,
매일, 매주, 매월). 

6. On(켜짐) 필드에서 보고서 실행 주/월의 시작일을 선택합니다.

7. Duration(기간) 필드에서 보고서에 포함할 데이터량을 선택합니다.
이 값은 보고서를 실행하도록 예약한 날짜 전 일/주/개월에 따라 다릅
니다. 예를 들어 일일 보고서가 12월 25일에 실행하기로 되어 있고
기간이 5일로 설정된 경우 보고서에 포함되는 날짜는 12/20, 12/21,
12/22, 12/23, 12/24입니다. 이는 서버가 다운되어 보고서가 나중에
실행되더라도 적용됩니다.

8. 보고서가 다시 실행하기 전에 시간 간격을 선택합니다. 빈도가 "한 번"
인 경우 아무 값도 표시되지 않습니다. Interval(간격) 필드에서 선택한
값은 Frequency(빈도) 필드 설정(매일, 매주, 매월)에 따라 다릅니다. 

9. Date(날짜) 및 Time(시간) 필드에서 보고서 실행 날짜 및 시간을 선택
합니다. 이 값은 클라이언트 PC와 서버가 통신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확보해 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클라이언트 PC가 오후 9시
에 서버와 통신하는 경우 이 값을 오후 11시로 설정해야 합니다. 이
시간은 선택한 표준 시간대에 따라 다릅니다.

10.원하는 표준 시간대를 선택합니다. 기본적으로 사용자 표준 시간대
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고서 사용자가 동부 표준시에 속
해 있다면, 캘리포니아의 운용 보고서를 실행하는 경우 표준 시간대
를 바꿔야 할 수 있습니다. 표준 시간대를 (UTC-08:00) Pacific Time
(US & Canada)((UTC-08:00) 태평양 표준시 (미국과 캐나다))로 설
정합니다.

11. HTML을 클릭하여 보기 간편한, 서식 있는 데이터로 보고서를 생성
하거나, CSV 확인란을 클릭하여 쉼표로 구분된 파일에 원래 데이터
를 포함하여 보고서 데이터를 다른 응용 프로그램으로 내보낼 수 있
습니다. 

12.전자 메일 주소 필드에 결과를 받을 사람의 전자 메일 주소를 입력합
니다. 2개 이상의 전자 메일 주소를 입력하는 경우 쉼표로 전자 메일
주소를 구분합니다.

13.관리자 Details(상세 정보) 아이콘을 클릭하면 예약 보고서 관리자 창
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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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Add(추가) 아이콘을 클릭하면 예약 보고서에 관리자 추가 창이 표시
됩니다. 

15.보고서 관리자로 지정할 사용자 이름 옆의 상자를 선택하고 OK(확인)
를 클릭합니다. 창에 표시된 목록보다 사용자가 많은 경우 스크롤 화
살표를 사용하면 추가 페이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고서 편집 보고서 관리자이고 기존 보고서를 변경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보고서 영역에서 편집할 보고서를 선택합니다.

2. Details(상세 정보) 아이콘을 클릭하면 예약 보고서 상세 정보 창이
표시됩니다.

3. 원하는 내용을 변경하고 OK(확인)를 클릭합니다.

보고서 삭제 보고서 관리자이고 보고서를 삭제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삭제할 보고서를 선택합니다.

2. Delete(삭제)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Are you sure you want to 
delete scheduled report ‘XXXX”?(XXXX' 예약 보고서를 삭제하시
겠습니까? )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3. Yes(예)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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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예 1: 일일 보고서 실행 일일 보고서를 실행하고 내 제작 그룹에 대해 보류 중인 유지보수를 매
일 확인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1. 보고서 영역에서 New(새로 만들기)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새 예약
보고서 만들기 창이 표시됩니다.

2. Description(설명) 필드에 식별하기 쉬운 보고서 이름을 입력합니다
(예: 제작 그룹에 대해 일일 보류 중인 유지보수).

3. 사용 가능한 보고서 목록에서 Pending maintenance for my groups
(내 그룹에 대해 보류 중인 유지보수)를 선택합니다.

4. For(대상) 필드에서 Production(제작)을 선택합니다.

5. 주기 값은 Daily(매일)를 선택합니다.

6. 기간은 1일을 선택합니다.

7. 간격은 1일을 선택합니다.

8. 보고서 실행 시작 날짜 및 시간을 선택합니다.

9. HTML 또는 CSV 파일(또는 둘 다)을 원하는 경우 해당 확인란을 클
릭합니다.

10.파일을 전송할 전자 메일 주소를 입력합니다.

11. OK(확인)를 클릭합니다.



A-61768_ko  2014년 8월 5-7

예 2: 다른 표준 시간대에서
보고서 실행

서버는 조지아 주, 애틀랜타에 있으며 오리건 주, 포틀랜드에 있는 내 외
상 매입금 그룹에 대한 전체 페이지에 대해 분기별 보고서를 실행하고
싶습니다. 보고서를 자정에 실행하고 클라이언트 PC에서 오후 11시에
업데이트를 발송해서 모든 작업이 자정 전에 이뤄졌으면 합니다. 어떻게
설정해야 합니까? 

1. 보고서 영역에서 New(새로 만들기)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새 예약
보고서 만들기 창이 표시됩니다.

2. Description(설명) 필드에 식별하기 쉬운 보고서 이름을 입력합니다
(예: 오리건 주, 포틀랜드 외상 매입금에 대한 분기별 전체 페이지).

3. 사용 가능한 보고서 목록에서 Total Pages for one group(특정 그룹
에 대한 전체 페이지)을 선택합니다.

4. For(대상) 필드에서 Accounts Payable(외상 매입금) 그룹을 선택합
니다.

5. 주기 값은 Monthly(매월)을 선택합니다.

6. 기간은 3개월을 선택합니다.

7. 간격은 3개월을 선택합니다.

8. 보고서 실행 시작 날짜 및 시간을 선택합니다.

9. 표준 시간대 설정은 (UTC-08:00) Pacific Time (US & Canada)
((UTC-08:00) 태평양 표준시(미국과 캐나다))를 선택합니다.

10.HTML 또는 CSV 파일(또는 둘 다)을 원하는 경우 해당 확인란을 클
릭합니다.

11.파일을 전송할 전자 메일 주소를 입력합니다.

12.OK(확인)를 클릭합니다.

포틀랜드의 외상 매입금 그룹에 대한 보고서는 3개월마다 실행되며 보
관 설정이 3개월 이상인 경우 3개월 분량의 데이터가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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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코닥 최적 운용 소프트웨어에서 운용 업데이트를 예약하고 업데이트 패
키지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업데이트를 통해 운용 소프트웨어를 효율적
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참고:

• 예약 업데이트 또는 업데이트 패키지는 패키지 생성자나 시스템 관리자
만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예약 업데이트에서 업데이트 패키지를 사용 중인 경우 이 패키지를 변경
할 수 없습니다.

• 관리자 권한이 있는 사용자가 운용 항목을 확인하여 업데이트를 예약할
수 있습니다. 

업데이트 패키지 생성 업데이트 패키지를 생성하는 방법:

1. 기본 창에서 Updates(업데이트)를 선택합니다.

2. Packages(패키지)를 선택하고 New(새로 만들기) 아이콘을 클릭합
니다. 새 업데이트 패키지 만들기 창이 표시됩니다.

3. Description(설명) 필드에 본인 및 다른 운용 관리자가 식별하기 쉬운
패키지 이름을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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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Type(유형) 필드에서 패키지 유형을 선택합니다. 유형은 다음과 같습
니다.

• CD 설치 프로그램(TWAIN, ISIS 등)

• 설정 바로 가기

• 스마트 터치 설치 프로그램

• 스마트 터치 작업 바로 가기

• 최적 운용 관리 소프트웨어 클라이언트 설치 프로그램

5. 모델 Details(상세 정보) 아이콘을 클릭하면 업데이트 패키지 모델 창
이 표시됩니다.

6. 이 패키지가 유효한 스캐너 모델 옆의 확인란을 클릭하고 OK(확인)
를 클릭합니다.

7. 업데이트 패키지 파일을 검색합니다. 예를 들어 이 업데이트 패키지
파일은 Kodak 웹 사이트 또는 TWAIN 데이터소스의 내보내기 기능
을 사용해 생성한 설정 바로 가기에서 검색한 파일입니다. 

8. OK(확인)를 클릭합니다.

참고:

• 파일은 서버의 임시 위치에 업로드됩니다. 업로드가 진행되는 동안
창이 표시됩니다. 오류가 있는 경우 6장, 문제 해결을 참조하십시오. 

• 업로드된 파일이 선택한 스캐너 모델과 관련이 있는 지의 여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업데이트 패키지 편집 사용하지 않는 패키지를 변경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패키지 창에서 변경할 업데이트 패키지를 선택합니다.

2. Details(상세 정보) 아이콘을 클릭하면 업데이트 패키지 상세 정보 창
이 표시됩니다.

3. 원하는 내용을 변경하고 OK(확인)를 클릭합니다.

업데이트 패키지 삭제 사용하지 않는 패키지를 삭제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패키지 창에서 삭제할 업데이트 패키지를 선택합니다.

2. Delete(삭제)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Are you sure you want to delete
update package ‘XXXX’?(업데이트 패키지 ‘XXXX’를 삭제하시겠습
니까?) 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3. Yes(예)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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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예약 업데이트를 예약하는 방법:

1. 기본 창에서 Updates(업데이트)를 클릭합니다.

2. Schedules(예약)을 클릭합니다. 
. 

3. New(새로 만들기)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새 예약 업데이트 만들기
창이 표시됩니다.

4. Description(설명) 필드에 본인 및 다른 관리자가 식별하기 쉬운 예약
이름을 입력합니다.

5. 이 업데이트에 사용할 패키지를 선택합니다. 

참고: 일정에 운용 항목을 추가한 경우 패키지를 변경할 수 없습니
다. 패키지를 변경하기 전에 모든 운용 항목을 먼저 제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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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Start Date(시작 날짜) 및 End Date(종료 날짜) 필드에서 시작 날짜와
종료 날짜를 선택합니다. 시작 날짜는 최초 업데이트 실행일이며 종
료 날짜는 최종 업데이트 실행일입니다. 

7. Start Time(시작 시간) 및 End Time(종료 시간) 필드에서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을 선택합니다. 시작 시간은 첫 업데이트 실행 시간이며 종
료 시간은 최종 업데이트 실행 시간입니다.

8. Retries(재시도) 필드에 첫 업데이트 실패 후 소프트웨어에서의 업데
이트 시도 횟수(0 ~ 9)를 선택합니다. 

9. nterval(간격) 필드에 업데이트 재시도 전 대기 시간(분 단위, 1 ~ 10080)
을 선택합니다.

참고: 업데이트를 3일 간 예약하여 실행하고 싶지만 재시도 간격이
5분으로 설정된 경우 업데이트는 시작일에만 시도됩니다. 예
를 들어 간격은 5분, 재시도 횟수는 4회, 업데이트 예약은 3일
로 설정된 경우 업데이트에 실패해도 5분마다 4번 업데이트
재시도 후 종료됩니다. 매일 업데이트를 재시도하려면 간격을
720분(12시간)으로 늘려야 합니다. 재시도 및 간격의 횟수가
업데이트 실행 시간을 결정합니다.

10.원하는 경우 Escalation e-mail(에스컬레이션 전자 메일) 필드에 업데
이트 실패시 알림을 수신할 사용자의 전자 메일 주소를 입력합니다.

새 예약 업데이트 만들기 창 아래 목록에 업데이트 패키지가 적용될 운
용 항목이 표시됩니다. 이 목록에는 운용 스캐너 모델/일련 번호/위치, 운
용 항목 업데이트 상태, 선택한 운용 업데이트 취소 요청의 설정 여부가
나와 있습니다.

11. Add(추가)를 클릭하여 업데이트 패키지에 대한 운용 항목을 추가하
거나 Remove(제거) 아이콘을 클릭하여 목록에서 항목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해당 옵션 사용 절차는 다음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12.OK(확인)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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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 업데이트에 운용 추가 일정 상태가 Scheduled(예약됨)이고 진행 중이 아닌 경우 예약 업데이트
에 운용 항목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예약 업데이트에 운용 항목을 추가하는 방법:

1. 예약 업데이트 창에 Add(추가)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일정에 항목 추
가 창이 표시됩니다.

2. All(모두)을 클릭하여 전체 항목을 표시하거나 In Group(그룹 내)을
클릭하여 표시할 운용 항목 그룹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업데이트 패
키지에 속한 모델과 일치하는 운용 항목만 표시됩니다.

참고:

• 관리자 권한이 있는 항목만 목록에 표시됩니다.

• 표 머리글의 확인란을 선택하여 그룹 내 전체 항목을 빠르게 선택
할 수 있습니다.

3. 예약 업데이트에 추가할 항목 옆의 확인란을 클릭합니다.

4.  OK(확인)를 클릭합니다.

예약 업데이트에서 운용 항목
제거 

일정 상태가 Scheduled(예약됨)인 경우 예약 업데이트에서 항목을 제거
할 수 있습니다.

1. 예약 업데이트 창에서 제거할 항목을 선택합니다.

2. Remove(제거)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선택된 운용 항목이 예약 업데
이트에서 제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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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 업데이트 취소 다음 상황에서 운용 예약 업데이트 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상태가 Sent(전송) 또는 Retrying(다시 시도 중)인 경우(예를 들어 운용
항목으로 정보가 전송되고 업데이트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 보류 중인 취소 요청이 없는 경우

• 현재 사용자가 기본 일정 창의 업데이트 수행자 또는 시스템 관리자인
경우

1. 예약 업데이트 상세 정보 창에서 취소할 예약 업데이트가 있는 운용
항목을 선택합니다.

2. Cancel(취소)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참고: 

• 이 예약 업데이트는 다음에 클라이언트 PC가 서버와 통신 후 취소 요
청을 확인할 때 취소됩니다. 따라서 클라이언트 PC와 서버가 통신하
기 전에 완료된 예약 업데이트는 취소되지 않습니다. 

• Pending(보류 중) 상태는 새 예약 업데이트 만들기 화면의 Cancel
(취소) 열에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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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 업데이트 취소 요청 해제 다음 상황에서 예약 업데이트 취소 요청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상태가 Sent(전송) 또는 Retrying(다시 시도 중)인 경우(예를 들어 운용
항목으로 정보가 전송되고 업데이트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 보류 중인 취소 요청이 있는 경우

• 현재 사용자가 기본 일정 창의 업데이트 수행자 또는 시스템 관리자인
경우

1. 예약 업데이트 상세 정보 창에서 해제할 예약 업데이트 취소 요청이
있는 운용 항목을 선택합니다.

2. Undo(실행 취소)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Pending(보류 중) 상태
가 Cancel(취소) 열에서 제거됩니다.)

예약 업데이트 편집 운용 항목으로 전송된 예약 업데이트만 편집할 수 있습니다.

1. 기본 창에서 Updates(업데이트)를 클릭합니다.

2. Schedules(일정)을 클릭하고 예약 업데이트를 선택합니다. 

3. Details(상세 정보)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예약 업데이트 상세 정보
화면이 표시됩니다.

4. 필요한 정보를 변경하고 OK(확인)를 클릭합니다.

예약 업데이트 삭제 상태가 완료되지 않은 예약 업데이트만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기본 창에서 Updates(업데이트)를 클릭합니다.

2. Schedules(예약)을 클릭합니다. 

3. 삭제할 예약 업데이트를 선택합니다.

4. Delete(삭제)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Are you sure you want to 
delete scheduled update XXXX?(예약 업데이트 XXXX를 삭제하시
겠습니까?) 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5. Yes(예)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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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업데이트 패키지 
예약

새 소프트웨어 드라이버 버전이 Kodak i2000 시리즈 스캐너에 제공됩니
다. i2000 시리즈 스캐너 전체를 어떻게 업데이트합니까? 동부 표준시
기준 새벽 1시에 업데이트를 예약하고 싶습니다. 전체 운용 항목이 서버
와 동일한 표준 시간대에 있습니다. 어떻게 설정해야 합니까?

업데이트를 예약하기 전에 패키지를 생성하고 새 드라이버를 서버에 업
로드해야 합니다. 

1. 기본 창에서 Update(업데이트)를 선택합니다.

2. Package(패키지)를 선택하고 Add(추가)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새
업데이트 패키지 만들기 창이 표시됩니다.

3. Description(설명) 필드에 패키지 이름을 입력합니다(예: i2000 시리
즈 드라이버 업데이트).

4. Type(유형) 드롭다운 상자에서 CD Installer(CD 설치 프로그램)를 선
택합니다.

5. 모델: Details(상세 정보)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업데이트 패키지 모델
창이 표시됩니다. i2000 시리즈 스캐너 전체를 선택하고(예: i2400,
i2600, i2800) OK(확인)를 클릭합니다. 

6. Browse(찾아보기)를 클릭하여 업로드할 파일을 찾고 OK(확인)를
클릭합니다.

업데이트 예약시 사용할 업데이트 패키지가 생성되었습니다. 이제 업데
이트를 예약합니다.

7. Schedules(일정)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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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New(새로 만들기)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새 예약 업데이트 만들기
창이 표시됩니다.

9. 새 업데이트에 대한 설명을 입력합니다.

10.Package(패키지) 드롭다운 상자에서 3단계에서 생성한 패키지를 선
택합니다(i2000 시리즈 드라이버 업데이트). 

11.업데이트를 실행할 시작/종료 날짜를 선택합니다.

12.Start time(시작 시간) 필드에 새벽 1시를 입력합니다.

13.End time(종료 시간) 필드에 원하는 종료 시간을 입력합니다. 예를 들
어 업데이트가 새벽 5시 이전에 실행되길 원하는 경우, 종료 시간 필
드에 새벽 5시를 입력합니다.

14.최초 업데이트 실패시 소프트웨어에서의 업데이트 재시도 횟수를 선
택합니다. 

15. Interval(간격) 필드에 업데이트 재시도 전 대기 시간(분 단위)을 선택
합니다.

참고: 업데이트 일정을 3일 간 예약하여 실행하고 싶지만 재시도 간
격이 5분으로 설정된 경우 업데이트는 시작일에만 시도됩니
다. 예를 들어 간격은 5분, 재시도 횟수는 4회, 업데이트 예약
은 3일로 설정된 경우 업데이트에 실패해도 5분마다 4번 업데
이트 재시도 후 종료됩니다. 매일 업데이트를 재시도하려면
간격을 720분(12시간)으로 늘려야 합니다. 재시도 및 간격의
횟수가 업데이트 실행 시간을 결정합니다.

16.Escalation e-mail (에스컬레이션 전자 메일) 필드에 업데이트 실패시
알림을 수신할 사용자의 전자 메일 주소를 입력합니다.

17.OK(확인)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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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문제 해결

문제 해결 코닥 최적 운용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아래 차트를
참고하여 가능한 원인/솔루션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설명 가능한 원인/솔루션

일반 오류

예기치 않은 오류입니다. 데이터베이스
연결이 끊겼거나 이 작업 수행에 필요한
메모리 용량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연결이 끊겼을 수 있습니다.

• 서버에서 적정 시간이 지나도 응답하지 않습니다.

예기치 않은 오류입니다. 이 창을 마지막
으로 연 이후 데이터베이스가 변경되었
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를 검색한 후 다른 사용자가 데이터베이스를 변경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개 항목이 있는 표를 보고 있었고 다른 사용자
가 그 중 한 항목을 지운 상황에서 이 표를 보려고 할 수 있습니다. 

업데이트 패키지 창 업로드 오류

서버에서 임시 파일을 만들 수 없습니다.
시스템 관리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서버의 AppData 폴더에 파일을 생성할 수 없습니다. 이 폴더는 코닥 최적
운용 소프트웨어 서버 모듈이 설치된 곳에 있습니다. 해당 폴더의 파일 권
한을 확인하십시오. 

파일을 읽을 수 없습니다. 서버로 업로드 중인 파일을 읽는 경우 읽기 액세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
니다. 사용자에게 파일 읽기 액세스 권한이 있고, 파일이 여전히 사용 가
능한지 다른 응용 프로그램에서 해당 파일을 사용하고 있지 않은지 확인
하십시오. 

서버에서 임시 파일에 쓸 수 없습니다.
시스템 관리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서버에 파일을 저장할 만한 충분한 공간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데이터베이스에 파일을 저장할 수 없습
니다. 서버 메모리가 부족하여 이 작업을
수행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관리
자에게 문의하십시오.

• 데이터베이스에 파일을 저장할 만한 충분한 공간이 있는지 확인하십
시오.

• SQL Server에서 파일 읽기 및 저장에 필요한 메모리 용량이 충분한지
확인하십시오. 

서버에서 임시 파일을 삭제할 수 없습니
다. 시스템 관리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예기치 않은 오류입니다. 이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시스템 관리자에게 서
버에서 AppData 폴더를 삭제해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이 폴더는 코닥 최
적 운용 소프트웨어 서버 모듈이 설치된 곳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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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A HTTPS 구성

시스템 기본값 설정시(3장 참조) HTTPS 연결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HTTPS 연결을 사용하려면 HTTPS 구성 절차를 따르십시오.

1. 기본 웹 사이트에 HTTPS 바인딩을 추가합니다.

• IIS 관리자에서 Defaults(기본값) 웹 사이트를 오른쪽 마우스 버튼
으로 클릭하고 Edit(편집) Bindings(바인딩)을 선택한 다음, Add
(추가)를 클릭합니다. 

• 풀다운 메뉴에서 HTTPS를 선택합니다. 기본 설정으로 Port:443
(포트:443) 및 All Unassigned IP Addresses(할당되지 않은 모든
IP 주소)를 선택합니다.

• 사이트에 대한 인증서를 선택하십시오. 이전에 공인 인증 기관(예:
VeriSign)에서 발급한 추가 인증서 또는 도메인의 인증 기관에서 발
급한 인증서일 수 있습니다. 도메인 인증 기관을 선택하는 경우
Kodak 최적 운용 소프트웨어 클라이언트 모듈이 있는 모든 PC는
동일한 도메인 내에 위치해야 합니다. 또한 서버 주소는 인증서가
위치하는 주소와 일치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인증은 실패합니다. 

• OK(확인)를 클릭하여 바인딩을 추가하고 바인딩 편집 대화 상자
에서 Close(닫기)를 클릭합니다.

2. 코닥 최적 운용 소프트웨어 서버 모듈에 액세스하고 System: Defaults
(시스템: 기본값)를 선택합니다. Defaults(기본값) 창에서 Use HTTPS
connection(HTTPS 연결 사용)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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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코닥 최적 운용 소프트웨어 서버 모듈에 액세스하고 System: About
(시스템: 정보)을 선택하면 About(정보) 창이 표시됩니다. 

4. 버전 번호가 표시되는지 확인합니다. 버전 번호에 물음표가 있는 경
우 인증 확인에 실패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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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B 열 및 페이지 탐색 옵션

목차 열 정렬 ............................................................................................B-1

열 재정렬.........................................................................................B-1

페이지 탐색 .....................................................................................B-2

다음 옵션을 사용하여 열을 정렬하거나 재정렬하고, 페이지 탐색 표시줄
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열 정렬 일부 열만 정렬할 수 있습니다. 정렬할 수 있는 열의 경우 마우스를 사용
하여 텍스트를 왼쪽 버튼으로 클릭합니다. 열이 정렬되면 작은 화살표가
텍스트의 오른쪽 헤더에 나타납니다. 위쪽을 가리키는 화살표는 열이 오
름차순으로 정렬되었음을 나타내고, 아래쪽을 가리키는 화살표는 열이
내림차순으로 정렬되었음을 나타냅니다.

복수 열 정렬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열을 정렬할 수 있습
니다. 정렬하려는 첫 번째 열을 시작으로(왼쪽 버튼을 클릭하여 정렬을
선택), Shift(시프트) 키를 누른 채 다음 열을 왼쪽 버튼으로 클릭하면 해
당 열 정렬이 선택됩니다. 추가 열을 정렬하려면 이 절차를 계속 진행합
니다.

참고: 정렬된 열은 해당 화면에 있는 동안에만 정렬이 유지됩니다. 화면
이 종료되면 원래 순서로 돌아옵니다. 

열 재정렬 일부 열만 재정렬할 수 있습니다. 재정렬하려는 열은 헤더/열을 왼쪽 버
튼으로 클릭하고, 원하는 위치에 헤더/열을 이동하는 동안 마우스 왼쪽
버튼을 클릭한 상태로 유지합니다. 원하는 위치로 헤더/열을 이동하면
헤더/열의 흐려진 이미지가 표시됩니다. 

참고: 재정렬된 열은 해당 화면에 있는 동안에만 재정렬된 위치에 머물
게 됩니다. 화면이 종료되면 원래 열 순서로 돌아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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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탐색 페이지 탐색은 일부 표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화살표를 사용하여 처음, 이전, 다음 또는 마지막 페이지를 탐색합니다.
페이지 필드에 원하는 페이지 번호를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페이지 수
는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항목 수 및 한 번에 표에 로드할 수 있는 항목 수
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한 번에 표에 로드할 수 있는 항목 수가
100개이고, 460개의 항목이 있는 경우, 총 페이지 수는 5개가 됩니다. 

페이지에서 항목이 보이지 않는 경우 수직 스크롤 막대가 표시됩니다. 

예를 들어, 6개의 항목만 들어갈 수 있는 화면에서 해당 페이지에 10개
의 항목이 있는 경우, 모든 항목을 볼 수 있도록 스크롤 막대가 표시됩
니다. 



Kodak 상표와 트레이드 드레스는 
Eastman Kodak Company로부터 

라이센스를 받아 사용됩니다.

Kodak Alaris Inc. 
2400 Mount Read Blvd. 

Rochester, NY 14615

©  2014 Kodak Alaris Inc.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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