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P스캔 설정 방법]
※ FTP[File Transfer Protocol] : 인터넷상에서 컴퓨터 사이의 파일을 전달하는데
사용되는 프로토콜로서 복합기에서 스캔 하여 개인 PC로 전송되도록 하는 통신규약.
[Contact Center로 자주 문의하는 내용을 사용자가 알기 쉽게 작성한 매뉴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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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Windows 방화벽에서 스캔 유틸리티 허용
[Win10 / Win8 / Win7 / XP 바이러스차단프로그램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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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복합기에서 Scan 하는 방법 (A3/A4 M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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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순서에서 진행 완료 한 건은 건너뛰기가 가능합니다.
Windows 방화벽에서 스캔 유틸리티를 허용하셔야 지속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1)

바이러스 차단 프로그램에서 스캔 유틸리티 허용하는 방법은

당사 홈페이지 고객지원> FAQ [방화벽에서 교세라
스캔 파일 유틸리티 허용하는 방법]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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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캔 유틸리티 프로그램 설치 방법1
1. 우선 사용하는 PC의 바탕화면에서 오른
쪽 마우스를 클릭하여 새폴더를 생성합니
다.

2. 바탕화면에 생성된 새폴더의 이름을
알파벳 소문자 scan으로 이름을 바꿉니다.

3. 교세라도큐먼트솔루션스코리아(주)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 합니다.
(www.kyoceradocumentsolutions.co.kr)
4. 상단의 고객지원 메뉴 클릭해서 (FAQ)
자주하는 질문화면으로 이동합니다.

5. 자주하는 질문 메뉴에서 Scanner File
Utility 파일 (FTP스캔프로그램)을
Down 받고 실행하여 압축을 풉니다.

3

1. 스캔 유틸리티 프로그램 설치 방법2
6. 압축을 푼 후

setup 클릭하여 실행합니다.

8. Next 눌러 진행하고 Finish가 확인되면
프로그램 설치 완료입니다.

7. Next 클릭하여 진행합니다.

9. 시작→모든프로그램→Scanner User
software→ Scanner File Ut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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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캔 유틸리티 프로그램 설치 방법3
10. PC의 오른쪽 하단에 File Utility 아이
콘이 생성됩니다.

11. 프로그램에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고
Configuration 클릭합니다.

12. Setup을 클릭합니다.

13. New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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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캔 유틸리티 프로그램 설치 방법4
14. No. 001 (고정값 입니다)
Folder : 폴더의 경로 설정합니다.

15. OK 클릭합니다.

16. 설정완료 되면 아이콘에 오른쪽 마우
스 클릭 하여 Start 변경합니다.

17. Start 변경 후 File Utility가 노란색으
로 변하면 정상준비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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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복합기 IP Address 확인 방법
1. 시작 -> 장치 및 프린터 (프린터 및 팩스)
를 클릭합니다.

2. 설치되어 있는 복합기 중 설정 원하는 드라
이버를 확인 하여 오른쪽 마우스 클릭 합니다.
※ XP는 속성, Win 7은 프린터 속성을 클릭합
니다.

3. 포트 -> 포트구성을 클릭합니다.

4. 복합기 IP 주소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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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용자 PC의 IP Address 확인 방법
1. PC 왼쪽 하단의 시작을 클릭 합니다.

2. 실행을 클릭하여

cmd를 입력합니다

※ Win7은 시작 -> 프로그램 및 파일검색
창에 입력하고
Win 8은 윈도우키+R키를 동시에 누른 후
열리는 창에 입력해야 합니다.

3. 도스창이 뜨면

ipconfig 입력합니다.

4. Enter를 누르고 IP Address 를 확인 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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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복합기에 주소록 사용자 등록 방법1-1
- Command Center RX 접속 시

1.

인터넷 주소창을 열고
복합기의 IP (p.7 참고)
를 입력 한 후 Enter를 누
릅니다.
복합기의
Command Center RX
에 접속됩니다.

2. 왼쪽 하단 주소장 클릭 ->
어드레스 추가를 클릭합니다.

또는
왼쪽 하단 주소장 클릭 ->
본체 주소장 클릭->추가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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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복합기에 주소록 사용자 등록 방법1-2
- Command Center RX 접속 시
3. 이름 : 한글 or 영문 등 사용하
시는 이름을 설정합니다.

4. 후리가나/영문명: 영문명 입력
5. 호스트 이름 : 사용자PC의 IP
(p.8 참고) 입력합니다
6. 포트번호 : 21
7. 경로 : ＼1 (역슬래시1)
8. 사용자이름 로그인 : 1
9. 로그인 암호 : 공란
(※ 6,7,8번은 고정 값 입니다)

모두 설정 후 제출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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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복합기에 주소록 사용자 등록 방법2-1
- Command Center 접속 시 : Old Model

1.

인터넷 주소창을 열고
복합기의 IP (p.7 참고)
를 입력 한 후 enter를 누
릅니다.
복합기의
Command Center
에 접속 합니다.

2.

로그인 클릭 -> 비밀번호
admin00 입력 ->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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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복합기에 주소록 사용자 등록 방법2-2
- Command Center 접속 시 : Old Model

3.

기본 -> 주소록 ->
개인주소 클릭합니다.
어드레스 추가를 클릭하여
사용자를 등록 합니다.

4. 이름 : 한글 or 영문 등 원하시는
이름을 설정합니다.
5. 후리가나/영문명: 영문명 입력
6. 호스트 이름 : 사용자 PC의 IP
(p. 8 참고)입력합니다
7. 포트번호 : 21
8. 경로 : ＼1 (역슬래시 1)
9. 사용자이름 로그인 : 1
10. 로그인 암호 : 공란
(※ 7,8,9 번은 고정값 입니다)
모두 설정 후 제출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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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Windows 방화벽에서 스캔유틸리티
허용 설정 방법 (Win10)
1. 제어판의 Windows방화벽 실행합니다.

프로그램

또는

기능허용

클릭합니다.

3. 다른 앱 허용 클릭후 찾아보기 클릭
폴더경로는 C드라이브에 C:\Program
Files (x86) -> Kyocera-> File Utility ->
Nscatcom.exe 순으로 선택

2. 다른 앱 허용 클릭합니다.

4. 추가 되었으면 홈과 공용 항목 체크박스
에 모두 체크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주1. nProtect, V3, AhnLab Online Security, Norton 등 바이러스 차단 프로그램
이 설치되어 있는 PC에서 스캔 유틸리티 허용하는 방법은 당사 홈페이지 고객지원>
FAQ [방화벽에서 교세라 스캔 파일 유틸리티 허용하는 방법]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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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Windows 방화벽에서 스캔유틸리티
허용 설정 방법 (Win8)
1. 제어판의 시스템 및 보안 선택합니다.
(제어판열기 단축키 : 윈도우키 + I )

2. Windows 방화벽을 클릭합니다.

3. Windows 방화벽을 통해 앱 또는 기능
허용 클릭합니다.

4. 앱이 Windows 방화벽을 통해 통신하도
록 허용 화면에서 다른 앱 허용 버튼 선택

5. 목록에서 Scanner File Utility 선택하여
추가 버튼을 클릭 합니다.

6. Windows 방화벽을 통해 통신하도록 허
용되면  체크 후 확인 버튼 클릭. 완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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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Windows 방화벽에서 스캔유틸리티
허용 설정 방법 (Win7)
1. 제어판의 Windows방화벽 실행합니다.

프로그램

또는

기능허용

클릭합니다.

3.목록중에 Scanner File Utility 선택하
여 추가 클릭합니다.

2. 다른 프로그램 허용 클릭합니다.

4. 추가 되었으면 홈과 공용 항목 체크박스
에 모두 체크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주1. nProtect, V3, AhnLab Online Security, Norton 등 바이러스 차단 프로그램
이 설치되어 있는 PC에서 스캔 유틸리티 허용하는 방법은 당사 홈페이지 고객지원>
FAQ [방화벽에서 교세라 스캔 파일 유틸리티 허용하는 방법]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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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Windows 방화벽에서 스캔유틸리티
허용 설정 방법 (XP)
1. 시작 → 설정 → 제어판 →
Windows 방화벽 실행합니다.

2. 예외 탭의 프로그램 추가 클릭합니다.

3.목록 중에 Scanner File Utility 선택
하여 확인 클릭합니다.

4. 추가 되었으면 확인 클릭하고 마칩니다.

주1. nProtect, V3, AhnLab Online Security, Norton 등 바이러스 차단 프로그램
이 설치되어 있는 PC에서 스캔 유틸리티 허용하는 방법은 당사 홈페이지 고객지원>
FAQ [방화벽에서 교세라 스캔 파일 유틸리티 허용하는 방법]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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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복합기에서 Scan 하는 방법
(A3 복합기_터치패널 사용고객)
1. 제품의 키 패드 에서 송신 버튼을 눌러
줍니다.

2. [송신 할 수 있습니다] 화면 우측 상단의
주소장을 터치 합니다.

3. 주소장 에서 자신의 주소명을 선택 후
우측 하단의 OK 버튼을 터치 합니다.

4. 스캐닝 할 원고를 원고이송장치 또는
원고 판 에 올려 놓은 뒤 [복사/시작] 키를
눌러 스캐닝을 진행합니다.

[원고이송장치 사용시]

[원고 판 사용시]

 상기 내용은 교세라 도큐먼트 솔루션스 코리아㈜ 대표 A3 복합기의 사용자 매뉴얼을
참고로 하여 작성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용하시는 모델의 사용자 매뉴얼을 참고 하시면 더욱 편리하게 사용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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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복합기에서 Scan 하는 방법
(A3 복합기_터치패널 사용고객)
▶ 적용모델: ECOSYS FS-6025MFP Series / ECOSYS FS-C8020MFP Series
1. 제품의 키 패드 에서 송신 버튼을 눌
러 줍니다.

2. [송신 할 수 있습니다] 화면 가운데 주소장
을 터치 합니다.

3. 주소장 에서 자신의 주소명을 선택
후 우측 하단의 OK 버튼을 터치 합니다.

4. 스캐닝 할 원고를 원고이송장치 또는 원고
판 에 올려 놓은 뒤 [복사/시작] 키를 눌러 스
캐닝을 진행합니다.


[원고이송장치 사용시]

[원고 판 사용시]

 상기 내용은 교세라 도큐먼트 솔루션스 코리아㈜ 대표 A3 복합기의 사용자 매뉴얼을
참고로 하여 작성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용하시는 모델의 사용자 매뉴얼을 참고 하시면 더욱 편리하게 사용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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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복합기에서 Scan 하는 방법
(A4 MFP 사용고객)
1. 제품의 제어판 에서 송신 버튼을
눌러 줍니다.

2. 제어판의 복사 버튼 우측의 주소장
버튼을 누릅니다.

3. 주소장 선택 화면에서 ▲ ▼ 버튼을 이
용 하여 자신의 주소명을 선택 후 OK 버
튼을 두번 누릅니다.

4. 디스플레이 창에 완료했습니다. 라는 메
세지가 나타납니다.

이순신
Hong GilDong

5. 스캐닝 할 원고를 원고이송장치 또는
원고 판 에 올려 놓은 뒤 [복사/시작] 키를
눌러 스캐닝을 진행합니다.

 상기 내용은 교세라 도큐먼트 솔루션스
코리아㈜ 대표 A4 MFP의 사용자 매뉴얼
을 참고로 하여 작성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용하시는 모델의 사용
자 매뉴얼을 참고 하시면 더욱 편리하게
사용 하실 수 있습니다.

[원고이송장치 사용시]

[원고판 사용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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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자료는 교세라 도큐먼트 솔루션스 코리아 ㈜ 제품을 사용하고 있
는 고객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작성하였습니다. 많은 활용 바라옵고, 사
전에 공지 없이 업데이트할 예정이오니 양해 말씀 부탁합니다.
또한, 수정 및 변경 요청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Contact Center [전
국대표번호: 1544-0075] 또는 contractcenter@dkr.Kyocera.com으로 연
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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