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메일 설명서
프린터를 사용하여 한 명 이상의 수신인에게 스캔한 문서를 이메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거나 단축 번호 또는 주소록을 사용하여 프린터에서 이메일을 보낼 수 있습니다.

터치 스크린을 사용하여 이메일 보내기

1 원본 문서를 인쇄면이 위로 향하게 하여 짧은 가장자리부터 ADF 에 넣거나 인쇄면이 아래로 향하게 하여 스캐너
유리 위에 놓습니다.

참고: 우편 엽서, 사진, 크기가 작은 문서, 투명 용지, 인화지, 얇은 용지(예: 잡지 스크랩) 등을 ADF 에 넣지 마십
시오. 이러한 용지는 스캐너 유리 위에 놓으십시오.

2 문서를 ADF 에 넣는 경우 용지 고정대를 조정합니다.

3 홈 스크린에서 이메일(E-mail) > 수신인(Recipient)을 터치합니다.

4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거나 를 누른 다음 단축 번호를 입력합니다.

수신인을 추가로 입력하려면 다음 주소(Next Address)를 터치한 다음 추가할 주소 또는 단축 번호를 입력합니다.

참고: 주소록을 사용하여 이메일 주소를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5 완료(Done) > 이메일 전송(Email It)을 터치합니다.

단축 번호를 사용하여 이메일 보내기

1 원본 문서를 인쇄면이 위로 향하게 하여 짧은 가장자리부터 ADF 에 넣거나 인쇄면이 아래로 향하게 하여 스캐너
유리 위에 놓습니다.

참고: 우편 엽서, 사진, 크기가 작은 문서, 투명 용지, 인화지, 얇은 용지(예: 잡지 스크랩) 등을 ADF 에 넣지 마십
시오. 이러한 용지는 스캐너 유리 위에 놓으십시오.

2 문서를 ADF 에 넣는 경우 용지 고정대를 조정합니다.

3 를 누르고 키패드를 사용하여 단축 번호를 입력한 다음 을 터치합니다.

수신인을 추가로 입력하려면 다음 주소(Next Address)를 터치한 다음 추가할 주소 또는 단축 번호를 입력합니다.

4 이메일 전송(E-mail It)을 터치합니다.

주소록 사용

1 원본 문서를 인쇄면이 위로 향하게 하여 짧은 가장자리부터 ADF 에 넣거나 인쇄면이 아래로 향하게 하여 스캐너
유리 위에 놓습니다.

참고: 우편 엽서, 사진, 크기가 작은 문서, 투명 용지, 인화지, 얇은 용지(예: 잡지 스크랩) 등을 ADF 에 넣지 마십
시오. 이러한 용지는 스캐너 유리 위에 놓으십시오.

2 문서를 ADF 에 넣는 경우 용지 고정대를 조정합니다.

3 시작 화면에서 다음으로 이동합니다.

이메일(E-mail) >수신인(Recipient(s)) >  > 수신인 이름 입력 > 단축 번호 찾아보기(Browse shortcu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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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신인의 이름을 터치합니다.

수신인을 추가하려면 다음 주소(Next address 를 터치한 다음 추가할 주소 또는 단축 번호를 입력하거나 주소록
을 검색합니다.

5 완료(Done)를 터치합니다.

이메일 옵션 이해

수신인

이메일을 받는 대상을 입력하는 옵션입니다. 여러 개의 이메일 주소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제목

이 옵션을 사용하여 이메일의 제목줄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메시지

이 옵션을 사용하여 스캔한 첨부 파일과 함께 전송할 메시지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파일 이름

이 옵션을 사용하여 첨부 파일 이름을 사용자 정의할 수 있습니다.

원래 크기

이 옵션은 이메일로 보내려는 문서의 크기를 선택할 수 있는 화면을 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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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본 크기"가 혼합 크기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 혼합 용지 크기를 포함하는 원본 문서를 스캔할 수 있습니다.

• "원본 크기"가 자동 크기 감지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 스캐너가 원본 문서의 크기를 자동으로 결정합니다.

해상도

이메일 출력 품질을 조정합니다. 이미지 해상도를 높이면 이메일 파일의 크기가 커지고 원본 문서 스캔 시간이 더 많
이 소요됩니다. 해상도를 낮추면 이메일 파일 크기를 줄일 수 있습니다.

컬러

이 옵션은 스캔한 이미지의 출력 컬러를 설정합니다. 터치하여 활성화하거나 비활성화합니다.

내용

이 옵션은 프린터에 원본 문서의 종류 및 소스를 알려 줍니다.

텍스트, 텍스트/사진, 사진 또는 그래픽 중에서 원하는 유형의 내용을 선택합니다.

• 텍스트(Text) - 원본 문서 내용이 대부분 텍스트 또는 라인 아트로만 되어 있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 그래픽(Graphic) - 원본 문서가 대부분 파이 차트, 막대 차트 및 애니메이션과 같은 업무용 그래픽인 경우에 사용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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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텍스트/사진(Text/Photo) - 원본 문서에 텍스트, 그래픽 및 사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 사진(Photo) - 원본 문서가 대부분 사진 또는 이미지로만 되어 있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컬러 레이저, 흑백 레이저, 잉크젯, 사진/필름, 잡지, 신문, 프레스 또는 기타 소스 중에서 가져온 내용의 소스를 선택
합니다.

• 컬러 레이저(Color Laser) - 원본 문서가 컬러 레이저 프린터를 사용하여 인쇄된 경우에 사용합니다.

• 흑백(Black/White) - 원본 문서가 흑백 레이저 프린터를 사용하여 인쇄된 경우에 사용합니다.

• 잉크젯(Inkjet) - 원본 문서가 잉크젯 프린터를 사용하여 인쇄된 경우에 사용합니다.

• 사진/필름(Photo/Film) - 원본 문서가 필름에서 출력한 사진인 경우에 사용합니다.

• 잡지(Magazine) - 원본 문서가 잡지에서 가져온 문서인 경우에 사용합니다.

• 신문(Newspaper) - 원본 문서가 신문에서 가져온 문서인 경우에 사용합니다.

• 프레스(Press) - 원본 문서가 인쇄 프레스를 사용하여 인쇄된 경우에 사용합니다.

• 기타(Other) - 원본 문서가 다른 장치 또는 알 수 없는 프린터를 사용하여 인쇄된 경우에 사용합니다.

어둡기

이 옵션은 원본 문서와 비교하여 스캔되는 문서가 얼마나 밝거나 어둡게 표시될지 조정합니다.

다음 파일 형식으로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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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DF-여러 페이지로 구성된 단일 파일을 생성하며 Adobe Reader 로 볼 수 있습니다. Adobe Reader 는 Adobe
의 www.adobe.com 웹 사이트에서 무료로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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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IFF-여러 파일 또는 한 파일이 만들어집니다. 내장 웹 서버의 설정 메뉴에서 Multi-page TIFF(여러 페이지 TIFF)
를 해제한 경우 TIFF 는 각 파일에 한 페이지를 저장합니다. 파일 크기는 같은 내용의 JPEG 파일보다 일반적으로
더 큽니다.

• JPEG-원본 문서의 페이지를 각각 별도의 파일로 만들어 첨부합니다. 대부분의 웹 브라우저와 그래픽 프로그램
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 XPS-여러 페이지로 구성된 단일 XPS 파일을 만듭니다. Internet Explorer 호스트 뷰어와 .NET Framework 를 사
용하거나 타사 독립형 뷰어를 다운로드하여 읽을 수 있습니다.

페이지 설정

이 옵션을 사용하면 면(양면 인쇄), 방향 및 제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면(양면 인쇄)(Sides (Duplex)) - 원본 문서가 단면(한 페이지에만 인쇄)인지 아니면 양면(양쪽 면에 인쇄)인지를
지정합니다. 이 옵션은 이메일에 포함시키기 위해 스캔해야 할 항목도 인식합니다.

• 방향(Orientation) - 원본 문서의 방향을 지정한 다음 면(Sides) 및 제본 설정(Binding)이 해당 방향과 일치하도
록 변경합니다.

• 제본(Binding) - 원본 문서의 제본 위치가 긴 쪽인지 아니면 짧은 쪽인지를 지정합니다.

스캔 미리 보기

이 옵션은 이미지를 이메일에 포함시키기 전에 이미지의 첫 페이지를 표시합니다. 첫 페이지가 스캔되면 스캔 작업
이 일시 중지되고 미리 보기 이미지가 표시됩니다.

이메일 설명서
3/4 페이지



고급 옵션

이 버튼을 누르면 ADF 비뚤어짐 수정, 고급 이미지 처리, 사용자 정의 작업, 가장자리 제거 및 전송 로그 설정을 변경
하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 ADF 비뚤어짐 수정(ADF Skew Fix) - 스캔한 이미지에서 약간 비뚤어진 부분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 고급 이미지 처리(Advanced Imaging) - 문서를 이메일로 보내기 전에 배경 제거, 색 밸런스, 색상 제거, 대비,
JPEG 품질, 거울 이미지, 네거티브 이미지, 가장자리를 연결하여 스캔, 어두운 부분 세밀도, 선명도 및 온도와 같
은 설정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사용자 정의 작업(Custom Job) - 여러 스캔 작업을 단일 작업으로 통합할 수 있습니다.

• 가장자리 제거(Edge Erase) - 문서 가장자리의 얼룩이나 정보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용지의 네 면에 대해 동일
한 영역을 제거하거나 한 가장자리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을 선택하면 선택된 영역 내에 포함된 모든 항
목이 지워지고 스캔 시 해당 부분에 아무 것도 인쇄되지 않습니다.

• 전송 로그(Transmission Log) - 전송 로그 또는 전송 오류 로그를 인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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