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P 7.2 / 7.4 터치판넬 사용자 메뉴얼

SMB 메일박스（공유폴더）만들기
워크스테이션이나 서버의 공유 설정에는 사전에 몇 개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궁금한 점은 시스템 관리자,
네트워크 관리자에게 문의하여 주십시오.
 폴더를 공유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합니다.
 설정권한이 어디서 저장되고있는지 확인합니다.
설정권한은, PC 또는 도메인(액티브 디렉토리)에 있습니다.
 방화벽의 설정에서 공유를 유효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유폴더의 설정권한(읽기, 쓰기, 변경)을 유효하게 합니다.
 공유 폴더에 액세스하기 위해「사용자 명」, 「패스워드」의 설정이 필요합니다.
* 먼저 사용자 PC 의 IP 주소 및 컴퓨터 이름/ 작업 그룹을 확인하십시오.
IP 주소 확인: 윈도우 시작 메뉴 – 실행 – 도스 창에서 ipconfig 라고 친 후 엔터
컴퓨터 이름 확인: 윈도우 제어판 – 시스템 – 컴퓨터 이름 클릭
* 아래의 예에서는 사용자 PC 의 컴퓨터 이름은 ‘winxp’ 그리고 작업 그룹은 ‘workgroup’입니다.
* 이 컴퓨터 이름과 작업그룹은 IP 주소 대신에 작업 PC 의 컴퓨터명을 입력 시 사용됩니다.

* 사용자 PC 에 공유폴더명을 ‘scan’이라고 만들고 공유 시켜 놓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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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메일박스영역의 「+」버튼을 누릅니다.

2. 메일박스 셋업화면이 표시됩니다.

3. SMB(공유폴더)」버튼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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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메일박스의 이름 란을 터치하여, 메일박스의 이름을 붙입니다.

5.「서버/워크 스테이션」의 표시부분을 터치하여, 공유 폴더로 설정할 PC(읽기 화상의 전송처)의 IP 어드레스
또는 컴퓨터명을 입력합니다. (컴퓨터명으로 입력 시에는 상기 예에서는 winxp 라고 입력.)
KIP IPS 프린터는 TCP/IP 프로토콜을 사용해 서버/워크스테이션에 액세스 합니다.
KIP IPS 프린터와 서버/ 워크스테이션의 접속 확인은 PING 코만도 등에서 실행하여 주십시오.
6. 도메인 환경에 접속해 있을 경우는 「도메인」의 표시부분을 터치하고, 도메인 서버 명 또는 도메인 서버의
IP 주소를 입력합니다. (상기 예의 사용자 PC 가 workgroup 임으로 입력하지 않습니다.)
워크 그룹 환경의 경우에는「도메인」에는 무엇도 입력 하지 않습니다.
7.「공유경로」의 표시부분을 터치해, 공유처 서버/ 워크스테이션 상의 공유 폴더 명을 입력합니다.
(상기 예의 사용자 PC 에 공유한 scan 이라고 입력)
8.「사용자명」의 표시부분을 터치하고, ₩ 마크의 뒤에 공유처 워크스테이션 또는 도메인 서버에 로그인
가능한 사용자명을 입력합니다. (상기 예에서는 ₩winxp 라고 입력.)
9.「접속테스트 : SMB」버튼을 누릅니다. 접속이 성공하면 버튼에 「OK」표시가
나타납니다.
「접속하지 않습니다」라고 표시되는 경우는, 설정에 오류가 있습니다.
「Condition75：Path／File access error Cannot write to ₩xxxx₩xxx」가 표시되는 경우는
공유폴더의 설정에 오류가 있습니다. 액세스권등을 확인합니다.
동일 네트워크 (공유기)를 사용하는 경우, '서버/워크스테이션'에는 사용자 PC의 IP 주소를
'공유경로'에는 사용자 PC에서 만든 공유폴더명만을 입력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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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필요에 따라 명명규칙과 개시번호를 확인하고 「OK」버튼을 누릅니다.
명명규칙：
읽은 화상에는 명명규칙에서 설정된 문자열이나 연속번호가 자동적으로 부가되고, 파일명이 생성됩니다.
「＃」은 자동할당 되는 연속번호로, #한 개가 한 자리수 에 해당합니다.
「#####」은 5 행의 연속번호가 부가됩니다.
개시 번호의 표시부분을 터치하면 수식입력 창이 표시 됩니다. 연속번호의 개시번호를 설정합니다.
예) 명명규칙을 「SCAN#####」개시번호를 10001： SCAN10001、SCAN10002、SCAN10003…
「일시입력」을 선택하면 화상을 읽어내 저장하는 타이밍에 파일명 입력화면이 표시 됩니다.
디폴트의 메일박스로 사용합니다.
스캔모드로 바뀐 직후는 항상 메일박스가 선택된 상태로 됩니다.
저장하고 계속합니다.
계속하여 다른 로컬 메일박스를 작성합니다.

주의
읽기 화상은 어느 저장 포맷에서도 SMB 메일박스로 전송, 저장이 가능합니다.
파일의 크기를 크게 하려는 읽기 조작(특히 칼라 스캔)은 네트워크에 과부하가 될 수 있으므로 SMB
메일박스를 선택하는 경우는 주의해 주십시오.
멀티 페이지파일형식의 경우, 각 페이지의 스캔 중(멀티페이지 스캔을 닫기 전)은 IPS 내의 일시 폴더에
보전되어, 스캔을 닫는 시점에서 SMB 메일박스로 전송됩니다.

SMB 메일박스를 선택했을 때, 공유 PC 와 올바르게 접속하면, 메일박스명은 초록색으로 표시됩니다.
만일 접속이 확립되지 않으면 메일박스명은 붉은색으로 표시됩니다.

SMB :sca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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