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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설명서는 빠른 시작을 위한 간단한 절차를 설명하며 Kodak Capture Pro
Software의 설치 및 실행, 그리고 사전 정의된 기본 설정을 이용한 스캔 절차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정보 및 절차는 Kodak Capture Pro
Software용 사용자 안내서(www.alarisworld.com/go/captureprosupport)에서 확
인할 수 있습니다.

구성 및 고급 작업 설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Kodak Capture Pro Software 관
리자 안내서(www.alarisworld.com/go/captureprosupport)를 참조하십시오.

• Capture Pro Software 또는 Capture Pro Software Network Edition을 설
치하는 경우 다음 섹션의 설치 절차를 따르십시오.

• Capture Pro Software Limited Edition을 설치하는 경우 이 설명서의 뒷부
분에 나오는 "소프트웨어 설치: Capture Pro Software Limited Edition" 섹션
을 참조하십시오.

소프트웨어 설치: 
Capture Pro Software 
및 Network Edition

시작하기 전에:
• PC가 다음 Kodak Alaris 웹사이트의 제품 사양에 설명된 권장 PC 구성을 충
족하는지 확인하십시오. https://www.alarisworld.com/en-us/solutions/
software/document-scanning-software/capture-pro-software#Specifications

• 스캐너가 켜져 있고 작동하는지 확인하십시오.

필요 사항:
• 스캐너에 연결하는 경우, 스캐너 제조업체에서 제공한 스캐너 드라이버 CD

• 일련 번호가 포함된 라이선스 알림 전자 메일 PDF 첨부 파일

• Capture Pro Software 웹사이트(www.alarisworld.com/go/
CaptureProDownload)에서 응용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합니다.

• Capture Pro Software를 설치할 컴퓨터가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Capture Pro Software 웹사이트에서 라이선스 관리자 도구도 다운로드해야
합니다. 라이선스 관리자는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에 설치됩니다.

•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PC에 대한 관리자 권한

https://www.alarisworld.com/en-us/solutions/software/document-scanning-software/capture-pro-software#Specifications
https://www.alarisworld.com/en-us/solutions/software/document-scanning-software/capture-pro-software#Specif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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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절차:
1. 스캐너 설치 CD를 사용하거나 웹에서 다운로드하여 스캐너 드라이버가 PC
에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Kodak 스캐너를 설치하는 경우, 스캐너 드라이버를 설치하면 SVT(Scan
Validation Tool)가 자동으로 설치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스캐너가 제대로 연
결되어 작동하는지 테스트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참고: Kodak이 아닌 업체에서 제조한 스캐너인 경우, PC에 스캐너를 설치

및 테스트할 때 제조회사에서 권장하는 방법을 따르십시오.

2. 스캐너를 연결하고 SVT(Scan Validation Tool)를 사용하여 연결을 테스트합
니다. 자세한 내용은 스캐너의 사용자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

3. 다운로드한 CapProSW_x_x.exe 파일을 실행하여 설치 프로그램을 시작합
니다. 설치하기 전에 www.alarisworld.com/go/kcsdownloads로 이동하여 웹사이
트의 워크스테이션/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 섹션으로 가서 릴리스 노트에서
추가 정보를 확인하십시오.

4. 라이선스 내용을 읽은 다음 I accept the terms of the license agreement
[라이선스 약관에 동의함]를 클릭하고 Next[다음]를 클릭합니다. 하드웨어
라이선스 키 화면이 표시됩니다.

5. I will not be using a USB Hardware Key[USB 하드웨어 키를 사용하지 않
습니다]를 선택하고 Next[다음]를 클릭합니다. 
참고: 옵션인 USB 하드웨어 키를 구입한 경우, I have inserted my USB

Hardware Key[USB 하드웨어 키를 삽입했습니다]를 선택하고
Next[다음]를 클릭합니다.

설치 유형 화면이 표시됩니다.

참고: Capture Pro Software Network Edition을 구입했고 클라이언트를
설치할 경우 Install as Capture Pro Network Edition Client
[Capture Pro Network Edition 클라이언트로 설치]만 선택합니다.

6. Next[다음]를 클릭합니다. 소프트웨어 일련 번호 화면이 표시됩니다.
7. 소프트웨어 일련 번호를 입력하고 Next[다음]를 클릭합니다. 제품 등록 화
면이 표시됩니다.

8. 이전에 Kodak Capture Pro Software를 등록한 경우 수신한 등록 ID를 입력
하고 Next[다음]를 클릭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Next[다음]를 클릭하면
Kodak Alaris 제품 등록 양식이 표시됩니다. 양식을 작성하고 Submit [제출]
을 누릅니다. 등록 ID가 포함된 화면이 표시됩니다. 이후 설치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이 등록 ID를 기록해 두십시오. OK[확인]를 클릭하여 등록을 완료
하고 설치를 계속합니다. 라이선스 받기 화면이 표시되고 라이선스를
Kodak Alaris 라이선스 서버에서 받습니다.
참고: 컴퓨터가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았다면 라이선스를 받는 방법을 관

리자 안내서의 부록 F에 있는 라이선스 관리자를 참조하십시오. 

9. 설정 유형 화면에서 Typical[일반]을 선택한 후 Next[다음]를 클릭합니다. 설치
요약 화면이 표시됩니다.

10. Next[다음]를 클릭합니다. 프로그램 설치 준비 화면이 표시됩니다.
11. Install[설치]을 클릭하여 설치를 시작합니다. 진행률 화면이 표시됩니다. 메
시지가 있다면 이를 따르십시오.

12. Finish[마침]를 클릭합니다.
13.메시지가 표시되면 컴퓨터를 재시작하는 옵션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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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설치: 
Capture Pro Software 
Limited Edition

참고:

• Capture Pro Limited Edition을 사용하는 경우, Capture Pro Software의 고급 
기능을 대부분 사용할 수 없습니다. Capture Pro Software의 전체 기능 버전
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www.alarisworld.com/solutions/software/
document-scanning-software/capture-pro-software를 방문하거나 지역 
Kodak Alaris 대리점에 문의하십시오.

• Capture Pro Software 정식 기능 버전을 평가해보려면 Capture Pro Software 
Limited Edition을 실행한 후 Try full-featured Capture Pro[정식 기능 
Capture Pro 평가]를 선택하십시오. 

시작하기 전에:
• PC가 다음 Kodak Alaris 웹사이트의 제품 사양에 설명된 권장 PC 구성을 충
족하는지 확인하십시오. https://www.alarisworld.com/en-us/solutions/
software/document-scanning-software/capture-pro-software#Specifications. 

• 스캐너가 켜져 있고 작동하는지 확인하십시오.

필요 사항:
•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PC에 대한 관리자 권한

• Kodak 스캐너용 Alaris World 지원 페이지(www.alarisworld.com/go/support)
에서 스캐너 드라이버 Capture Pro Limited Edition 소프트웨어를 요청하고 
다운로드하십시오.

설치 절차:
Capture Pro Software Limited Edition은 일부 Kodak 스캐너에만 작동합니다.

1. 스캐너 드라이버를 설치합니다. 
스캐너 드라이버를 설치하면 SVT(Scan Validation Tool)가 자동으로 설치됩
니다. 이 프로그램은 스캐너가 제대로 연결되어 작동하는지 테스트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2. 스캐너를 연결하고 SVT(Scan Validation Tool)를 사용하여 연결을 테스트합
니다. 자세한 내용은 스캐너의 사용자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

3. 다운로드한 Capture Pro Limited Edition zip 파일의 내용을 압축 해제하고
EXE 파일을 실행하여 설치를 시작하십시오.

4. 라이선스 내용을 읽은 다음 I accept the terms of the license agreement[
라이선스 약관에 동의함]를 클릭하고 Next[다음]를 클릭합니다. 하드웨어
라이선스 키 화면이 표시됩니다.

5. 메시지가 표시되면 I will not be using a USB Hardware Key[USB 하드웨
어 키를 사용하지 않습니다]를 선택하고 Next[다음]를 클릭합니다. 

6. 등록 양식을 작성한 후 Submit[제출]을 선택합니다. 
7. 설정 유형 화면에서 Typical[일반]을 선택한 후 Next[다음]를 클릭합니다.
설치 요약 화면이 표시됩니다.

8. Next[다음]를 클릭합니다. 프로그램 설치 준비 화면이 표시됩니다.
9. Install[설치]을 클릭하여 설치를 시작합니다. 진행률 화면이 표시됩니다. 메
시지가 있다면 이를 따르십시오.

10. Finish[마침]를 클릭합니다.
11. 메시지가 표시되면 컴퓨터를 재시작하는 옵션을 선택합니다.

https://www.alarisworld.com/solutions/software/document-scanning-software/capture-pro-software
https://www.alarisworld.com/solutions/software/document-scanning-software/capture-pro-software
https://www.alarisworld.com/en-us/solutions/software/document-scanning-software/capture-pro-software#Specifications
https://www.alarisworld.com/en-us/solutions/software/document-scanning-software/capture-pro-software#Specifications
http://www.alarisworld.com/go/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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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ure Pro Software 
사용

소프트웨어를 시작하려면,
색인 전용 또는 자동으로 가져오기 에디션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스캐너가 켜져
있고 PC에 정확히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옵션인 하드웨어 키를 구입한
경우, 컴퓨터의 USB 포트에 삽입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참고:

• Network Edition 클라이언트는 라이선스를 받게 되면 알려줍니다.

• Capture Pro Software Network Edition 클라이언트에서 Capture Pro Server 
Software와 처음으로 동기화합니다.

스캐너를 선택하려면,
Capture Pro Software를 처음 시작하면 Your scanner has not been selected.
Do you want to set it up now?(스캐너가 선택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설정하
시겠습니까?)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Yes[예]를 클릭하면 워크스테이션 설
정 화면이 표시됩니다. 이 화면에서 사용할 스캐너를 스캐너 목록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가 바로 실행되면 이 단계를 건너 뜁니다.

1. Select[선택]를 클릭합니다. 스캐너 선택 화면이 표시됩니다.

• 바탕화면에서 Capture Pro Software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거나
• 다음으로 이동: 시작 > 프로그램 > Kodak > Kodak Capture 

Pro Softw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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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C에 설치한 스캐너를 선택한 후 OK[확인]를 클릭합니다. 빠른 시작 화면
이 표시됩니다.

3. 워크스테이션 설정 화면에서 OK[확인]를 클릭합니다.

빠른 시작 빠른 시작 화면은 주로 사용하는 기능의 메뉴와 및 작업 타일을 보여 줍니다.

작업 타일 페이지는 생성된 작업 설정 사항을 표시합니다. 타일은 알파벳 순서
로 표시되며 다른 작업 타일이 추가 또는 삭제되는 경우 변경될 수 있습니다.

참고: 작업의 이름이 길어 버튼에 채울 수 없는 경우 이름이 잘립니다. 마우스
를 버튼 주위로 가져가면 전체 작업 이름이 표시됩니다. 작업 이름의 첫
몇 글자는 구분이 쉬운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Batch Manager[배치 매니저] — 기존의 문서 배치 열기, 새 배치 만들기 또는
기존 배치 상태 확인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Main Menu[기본 메뉴] — Capture Pro Software 기본 화면이 표시됩니다. 새
배치를 수동으로 열거나 생성할 수 있고 문서 캡처 초기화, 작업 설정 편집, 사용
자 및 그룹 등을 편집할 수 있으며 시스템 구성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Logout[로그아웃] — 현재 사용자를 로그아웃합니다.

Exit[종료] — Kodak Capture Pro Software를 종료합니다.

작업 타일을 클릭하면 새 배치가 생성되고 작업 설정에 정의된 대로 스캔 작업
이 시작됩니다. 작업을 내보낸 후 빠른 시작 화면이 다시 표시됩니다.

참고: 

• 능숙한 사용자이거나 빠른 시작 작업 타일 사용을 원하지 않는 경우, 워크스
테이션 설정 대화 상자에서 Quick Start View[빠른 시작 보기]를 확인 해제해
빠른 시작 화면을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워크스테이션 설정 대화 상자를
보려면 기본 화면에서 File>Workstation Setup[파일>워크스테이션 설정]을 선
택합니다. 

• "View[보기]" 툴바의 "Quick Start[빠른 시작]" 아이콘을 사용하여 "Main
Menu[기본 메뉴]"의 "Quick Start[빠른 시작]" 화면으로 되돌아갈 수 있습니다.

• "빠른 시작"은 색인 전용 또는 자동으로 가져오기 에디션에서는 비활성화되
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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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정의된 작업 설정 
사용

Capture Pro Software에는 미리 정의된 작업 설정이 3개 있습니다. 미리 정의된
작업 설정에서 기본 옵션을 변경하지 말고 그대로 사용하십시오. 새 작업 설정
을 생성할 때 미리 정의된 작업 설정을 기본으로 사용하여 새 이름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Ready to Scan[스캔 준비] — 기본 설정을 사용하여 스캔 문서를 시작할 수 있
습니다. Ready to Scan[스캔 준비]에는 정의된 색인이 없습니다.

Scan to PDF[PDF로 스캔 전송] — 문서를 스캔하면 첫 번째 페이지가 이미지
뷰어에 표시되고 색인 데이터로 Document name[문서 이름]을 입력하라는 메
시지가 나오는 것 외에는 Ready to Scan[스캔 준비]과 유사합니다. 색인 데이터
는 문서를 출력할 때 파일 이름으로 사용됩니다.

Scan to E-mail[전자 메일로 스캔 전송] — PDF 파일이 생성되고 전자 메일에
첨부 파일로 포함되는 것 외에는 Scan to PDF[PDF로 스캔 전송]와 유사합니다
. 스캔이 완료되면 스캔된 첨부 파일과 함께 전자 메일 소프트웨어 응용 프로그
램이 열리고 전자 메일 계정에서 전자 메일 주소로 전송될 준비가 됩니다.

원하는 방법에 따라 이러한 작업 설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작업 설정 시 시작점
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캔 준비
Ready to Scan[스캔 준비] 작업으로 설정을 생성하거나 수정하지 않고 문서 스
캔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작업에는 정의된 색인이 없으므로 스캔된 모든 이
미지가 출력 후 C:\BatchesPro로 갑니다.

배치가 출력될 때 각 이미지는 스캔된 이미지 위치에서 이동하여 단일 페이지
TIFF 형식으로 출력됩니다.

1. 메인 화면에서 Batch>New[배치>새 배치]를 선택합니다. 새 배치 화면이 표시
됩니다.

2. Job name[작업 이름] 드롭다운 목록에서 시작점으로 사용할 작업 설정을
선택합니다. 이 경우, Ready to Scan[스캔 준비]입니다. 배치 이름과 시작
문서 ID는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3. OK[확인]를 클릭합니다. 

4. 스캔하려는 문서를 스캐너의 공급 장치에 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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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Scan/Start[스캔/시작] 를 클릭합니다. 이미지가 이미지 뷰어에 표시
됩니다.

6. 원하는 이미지가 맞는지 검토하십시오. 수정이 필요한 경우 도구 메뉴에서
편집 도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주 사용하는 편집 기능 중 일부에
는 이미지 회전, 이미지 삭제, 이미지 자르기 등이 있습니다. 

7. 수정이 완료되면 Output Batch[배치 출력] 아이콘 을 클릭합니다. 이미
지가 출력되고 BatchesPro 폴더에 저장됩니다. 

PDF로 스캔 전송
Scan to PDF[PDF로 스캔 전송]는 문서를 스캔하면 첫 번째 페이지가 이미지 뷰어
에 표시되고 색인 데이터로 문서 이름을 입력하라는 메시지가 나오는 것 외에는
Ready to Scan[스캔 준비]과 유사합니다. 색인 데이터는 문서를 출력할 때 파일
이름으로 사용됩니다. 스캔된 모든 이미지는 C:\PDF 파일로 출력됩니다. 

배치가 출력될 때 각 이미지는 여러 페이지의 PDF로 출력됩니다.

1. 메인 화면에서 Batch>New[배치>새 배치]를 선택합니다. 새 배치 화면이 표
시됩니다.

2. Job name[작업 이름] 드롭다운 목록에서 Scan to PDF[PDF로 스캔 전송] 를
선택합니다. 배치 이름과 시작 문서 ID는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3. OK[확인]를 클릭합니다. 

4. 스캔하려는 문서를 스캐너의 공급 장치에 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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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Scan/Start[스캔/시작] 를 클릭합니다. 이미지가 이미지 뷰어에 표시됩
니다.

6. 색인 데이터로 사용할 Document Name[문서 이름]을 입력합니다.

7. 원하는 이미지가 맞는지 검토하십시오. 수정이 필요한 경우 도구 메뉴에서
편집 도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주 사용하는 편집 기능 중 일부에
는 이미지 회전, 이미지 삭제, 이미지 자르기 등이 있습니다. 

8. 수정이 완료되면 Output Batch[배치 출력] 아이콘 을 클릭합니다. 이미
지가 PDF 파일 폴더에 저장됩니다. 

전자 메일로 스캔 전송
Scan to Email[전자 메일로 스캔 전송]은 이미지 뷰어에 첫 번째 이미지를 표시
하고 색인 데이터로 입력할 문서 이름이 표시됩니다. 문서가 스캔될 때 PDF 파
일이 생성되고 전자 메일 수신자에게 전송할 전자 메일에 자동으로 첨부됩니다
. 전자 메일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어 있어야 하며 Scan to Email[전자 메일로 스
캔 전송] 시 성공적으로 열려야 합니다. 

Scan to Email[전자 메일로 스캔 전송]을 선택하면 전자 메일 메시지가 스캔된
각 배치 문서에 생성됩니다.

1. 메인 화면에서 Batch>New[배치>새 배치]를 선택합니다. 새 배치 화면이
표시됩니다.

2. Job name[작업 이름] 드롭다운 목록에서 Scan to Email[전자 메일로 스캔
전송]을 선택합니다. 배치 이름과 시작 문서 ID는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3. OK[확인]를 클릭합니다. 

4. 스캔하려는 문서를 스캐너의 공급 장치에 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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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Scan/Start[스캔/시작] 를 클릭합니다. 이미지가 이미지 뷰어에 표시됩
니다.

6. 원하는 이미지가 맞는지 검토하십시오. 수정이 필요한 경우 도구 메뉴에서
편집 도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주 사용하는 편집 기능 중 일부에
는 이미지 회전, 이미지 삭제, 이미지 자르기 등이 있습니다. 

7. 수정이 완료되면 Output Batch[배치 출력] 아이콘 을 클릭합니다.

8. 스캔 후 전자 메일 소프트웨어는 PDF 파일이 첨부된 새 전자 메일을 엽니다.
파일을 전송할 사람의 전자 메일 주소를 입력한 다음 전자 메일 메시지를 전
송합니다.





Kodak alar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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