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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 소개 

PDF 압축기는 자동화 된 문서 변환 및 압축을위한 업계 최고의 솔루션입니다. 확장 성을 

통해 소량의 데이터는 물론 많은 양의 입력을 처리하는 데 적합합니다. 

 

PDF 압축기는 스캔 한 문서를 압축하여 PDF 또는 PDF / A로 변환합니다. Born Digital 

Module 사용하여 MS Office ™ 문서, 첨부 파일을 포함한 EML 형식의 PDF 및 전자 메일과 

같은 디지털 입력 형식을 PDF / A로 변환 할 수 있습니다. 

 

PDF 압축기가 제공하는 탁월한 문서 압축은 파일 크기를 크게 줄이면서 장기 보관에 

적합한 ISO 표준 준수 형식의 주요 문서 품질을 보장합니다. 

 

완전히 통합 된 OCR 엔진은 전체 텍스트 검색 가능한 PDF 압축 결과를 제공합니다. 생성 

된 문서는 다양한 추가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위해 다운 스트림 시스템으로 자동 전달 될 

수 있습니다. 

 

PDF 압축기는 다양한 요구 사항에 맞는 PDF 파일을 생성 할 수 있습니다. PDF / A-1, PDF 

/ A-2, PDF / A-3 (PDF / A-1)을 준수하는 Adobe ™ Reader ™ 5.0 (또는 다른 구형 시청자) 

또는 보관 가능한 문서와 호환되도록 최신 PDF 기능을 사용하지 않아도됩니다. ). 

 

PDF 압축기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제공합니다 : 

 

• 컬러 문서 이미지의 확장 가능한 고품질 압축 

• OCR을 적용하여 스캔 한 페이지에서 전체 텍스트 검색 가능 PDF 문서 작성 

• PDF에서 PDF / A 로의 변환 

• 기존 PDF 문서의 이미지 또는 스캔 페이지 최적화 

• 문서 병합, 분할 및 이름 변경 

• 바코드를 통하여 1D 및 2D 바코드 인식 및 분할, 이름 변경 및 PDF 책갈피 작성 

• 디지털 문서를 스캔 페이지와 결합합니다 (예 : 온라인 응용 프로그램에 인증서 및 자격 

증명 추가) 

• 장기간 보관을 위해 디지털 생성 및 스캔 된 문서를 PDF / A로 통일 변환 

• 감시 된 입력 폴더에서 자동 입력 처리 

• 시간에 따른 작업 시작 및 중지 

• 작업 목록 처리 모드에서의 완전 자동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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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2. 설치 

자동 압축 풀림 설치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설치 관리자 지시 사항을 따르십시오. 설치 

프로그램의 이름은 PDFC_Setup_ <xXX> _v <N.N.NN.NNN> .exe 여야합니다. 여기서 

xXX는 "x86"또는 "x64"시스템 아키텍처에 해당하며 N.N.NN.NNN은 제품의 버전 번호에 

해당합니다. 예제:7.0.0.156). 

 

참고 : PDF 압축기를 설치하려면 관리자 권한이 필요합니다. 

 

시스템 요구 사항 

• Windows ™ 32-bit또는 64–bit , Vista / Windows 7 / Windows 8 / Server 2008 / Server 

2012 

• CPU : Intel / AMD 또는 호환되는 x86 또는 x64 프로세서, 단일 코어 및 다중 코어 

프로세서 지원 

• CPU 속도 : 1 GHz, (추천2 GHz 혹은 이상) 

• RAM : 프로세서 코어당 최소1GB (추천 2GB혹은 이상) 64 bit 큰 문서 변환 시스템 

• 설치에 필요한 디스크 공간: 1 GB 

• Microsoft™ .NET Framework 4.0 

 

참고 : 위의 내용은 최소 설치 요구 사항입니다. 제작 환경에 필요한 리소스는 Foxit 

Europe을 통해 명확히해야합니다. 
 

Born Digital 전환 옵션 요구 사항 

일반적인 시스템 요구 사항 외에도 PDF Compressor 표준 버전의 Born Digital 문서 

변환에는 다음 조건이 충족되어야합니다. 

 

다른 준비가 필요없이 PDF를 PDF / A로 변환할수 있습니다. 

 

다른 born digital 파일 형식을 성공적으로 변환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합니다: 

 

1. Windows™ 64 Bit, Windows 7 / Windows 8 / Server 2008 R2 / Server 2012 / Server 

2016 

2. PDF 압축기를 설치하는 동안 Born Digital Option을 선택해야합니다. 

3. 필요한 Office 응용 프로그램을 설치해야합니다. 

 

• Microsoft Office ™ 문서를 변환하려면 변환에 제출 된 모든 Office 문서 형식을 열 

수 있도록 Office 2007, 2010 또는 2013의 해당 구성 요소를 설치해야합니다. 

Microsoft Office 응용 프로그램을 PDF로 저장할 수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Office 

2007 이전 SP2에는 'Microsoft PDF 또는 XPS로 저장'추가 기능이 설치되어 있어야 

함). 

• ODF 문서 (Open Document Format)의 변환을 위해서는 OpenOffice.org 3.2 이상의 

해당 구성 요소가 설치되어 있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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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PDF Compressor"서비스는 전용 사용자 계정으로 실행해야합니다. Born Digital 

conversion 옵션을 설치하는 동안 PDF Compressor Configuration Tool이 시작되어 

사용자 계정과 관련 권한을 설정합니다. 

 

• 계정은 로컬 또는 도메인 사용자 계정 일 수 있지만 컴퓨터에 대한 관리 권한이 

있어야합니다. 

• 해당 계정은 충분한 권한이 있어야만 실제 파일에 액세스하고 변환할수 있으며 (D) 

COM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Office 응용 프로그램에 액세스할수 있습니다. 

• 설치 후 계정 설정 및 필요한 시스템 구성을 변경하려면 파일 → 옵션 → 변환 

옵션에서 사무실 변환을위한 시스템 구성 단추를 사용하십시오. 

 

5. 첫 번째 자동 변환 전 수동 준비 : 

 

• (서비스에 선택된) 전용 사용자 계정으로 로그인하고 변환에 사용 된 각 Office 응용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 필요한 모든 입력 파일 형식을 Microsoft Office ™ 및 / 또는 OpenOffice.org에서 

제대로 열 수 있는지 확인하십시오.이 절차는 Office 설치를 완료하고 그 완전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합니다. 

• 각 Microsoft Office™ 응용 프로그램에 대해 "PDF로 저장"기능을 테스트하십시오. 

• 사용자 입력을 요구하는 모든 시작 대화 상자가 비활성화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 처리가 지연 될수 있기 때문에 안전성 고려로 매크로가 실행되지 않는것을 

건의합니다. Office 응용 프로그램 옵션에서 트러스트 센터 설정은 알리지 않고 

매크로 및 기타 활성 요소 (ActiveX)를 비활성화해야합니다. 

• 문서를 열거 나 인쇄하는 동안 참조, 필드 및 외부 내용의 자동 업데이트를 

비활성화 해야합니다. 

• 일부 변환의 경우 기본 프린터를 설치해야합니다. 

 

네트워크 요구 사항 

PDF Compressor는 네트워크없이 독립 실행 형 응용 프로그램으로 실행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파일을 읽거나 쓰는 방법으로 네트워크  공유에 액세스합니다. 시스템 

관리자는 PDF Compressor 서비스를 실행하는 데 사용되는 계정에 해당 액세스 권한이 

있는지 확인해야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PDF 압축기 서비스 관리"(89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OCR 서비스 요구 사항 

OCR 기능은 ABBYY ™ FineReader ™ Engine SDK를 사용하여 구현됩니다. OCR 기능을 

사용하려면 ABBYY SDK 11 라이센스 서비스가 실행 중이어야합니다. 이 서비스는 설치 

중에 설정되므로 비활성화되면 안됩니다. 
 

추가 OCR 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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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된 언어 외에도 더 많은 OCR 언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추가 OCR 언어 설치에 

필요한 파일을 받으려면 Foxit Europe Support (pdf_compressor@foxitsoftware.com 

[mailto : pdf_compres-sor@foxitsoftware.com])에 문의하십시오. PDF Compressor는 

라틴어 스크립트뿐만 아니라 그리스어 및 키릴 문자가 포함 된 일부 언어의 거의 모든 

언어에 대해 OCR을 지원합니다. 추가 라이센스를 통해 아시아 언어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 및 아랍어 또는 고딕 텍스트 유형의 인식도 가능합니다. 
 

추가 OCR 언어에 대한 별도의 설치 패키지가 있습니다. 선택할 수있는 디지털  추가 기능 

및 언어 번들을 제공합니다. 추가 OCR 언어는 설치된 PDF 압축기의 OCR 엔진 버전과 

일치해야합니다. 따라서 PDF Compressor를 최신 OCR 엔진이있는 버전으로 업데이트하면 

설치된 추가 OCR 언어도 업데이트해야한다는 경고가 표시됩니다. 새 패키지를 받으려면 

해당 지원부에 문의하십시오. 
 

사용자 지정 OCR 사전  

표준 OCR 언어 외에도 PDF Compressor는 사용자 제공 사용자 지정 사전을 지원합니다. 

이 사전은 （예를 들어.） 장소 나 브랜드 이름과 같은 언어와 직접 관련이없는 단어를 

포함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정의 사전은 ABBEY .amd 파일 형태로 제공되어야합니다. 

Foxit Europe의 지원을 통해 이러한 파일을 만들 수 있습니다. 
 

"PDFCUserDictionary.amd"파일이 PDF 압축기의 설치 폴더에있는 "ocr \ Data 
\ ExtendedDictionaries"디렉토리에 있으면 사용자 정의 사전으로 수집되어 OCR이 활성화 

된 모든 작업에 적용됩니다. 결과적으로이 사전에 포함 된 특수 단어는 OCR에서 더 잘 

인식되어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OCR을 사용하여 각 작업에 대해 하나 이상의 표준 

OCR 언어를 선택해야합니다. 
 

추가 파일 "PDFCUserAlphabet.txt"가 "ocr \ Data \ ExtendedDictionaries"폴더에있는 경우 

해당 내용은 사용자 정의 사전의 추가 문자로 사용됩니다. 특수 문자 인식 (예 : 발음 

괄호가있는 글자 - 기본 언어의 일부는 아니지만 사용자 지정 사전에 나타나는 글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알파벳은 기본 언어의 표준 문자를 포함 할 필요는 없으며 추가 

문자 만 포함 할 수 있습니다. "PDFCUserAlphabet.txt"파일은 UTF-8로 인코딩되어 

있어야합니다. 

 

임시 파일의 위치 

PDF 압축기는 처리 중에 임시 파일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파일은 서비스 계정의 

임시 폴더에있는 하위 폴더 "LT_PDF_Compressor"에 있습니다. 임시 폴더의 경로는 TMP, 
TEMP 또는 USERPROFILE 환경 변수로 지정됩니다. 이러한 변수가 사용자 나 시스템에 

대해 지정되지 않으면 Windows 디렉토리가 대신 사용됩니다. 또는 환경 변수 

LT_PDFCOMP_TMP를 사용하여 PDF 압축기에 대한 임시 폴더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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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3. PDF 압축기의 개념 

PDF 압축기는 사용자 상호 작용없이 자동으로 파일을 변환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PDF 

Compressor는 구성 후에 백그라운드에서 실행됩니다. 더 이상 시스템에 로그인 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스템을 종료하고 재부팅 한 후에도 PDF Compressor는 작업을 계속 

처리합니다. 

 

이러한 종류의 기능은 PDF Compressor의 두 가지 기본 구성 요소로 구성됩니다: 
 

• 사용자 인터페이스 (GUI),시스템을 구성하고 모니터 할 수 있습니다. 

• 변환 작업을 수행하는 기본 Windows ™ 서비스입니다. 
 

그러나 GUI는 기본 Windows ™ 서비스를 알지 못해도 일반적인 Windows ™ 기반 응용 

프로그램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작업 목록 

작업 목록은 GUI의 주요 요소입니다. PDF 압축기를 처음 시작하면 빈 목록이 나타납니다. 

무슨 작업을 하기 전에 리스트에 작업을 추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새 항목을 만들거나 

파일이나 폴더를 목록 창으로 끌어다 놓으면됩니다 ( "목록 항목 추가"(8 페이지)와 비교). 
 

항목에는 많은 특성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처리 할 입력 파일 또는 폴더이고, 다른 

하나는 파일 변환을 위해 구성 할 수있는 모든 매개 변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의 

무제한의 항목이있는 목록이 있으므로 각기 다른 유형의 파일 변환을 설정할 수 있으며 각 

유형은 자체의 독립적 인 매개 변수 세트로 구성됩니다. 

 

 

네트워크에서 다른 넷 공유에 액세스하도록 항목을 구성하거나 동일한 입력 파일에서 

다른 버전의 PDF 파일 (고해상도, 고품질에서 저해상도, 고 압축)을 생성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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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작업 목록을 파일에 저장하거나 파일에서 복원하여 백업 기능 또는 완전히 다른 설정 

관리를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작업 입력 및 속성 

각 엔트리 내에서 속성을 정의합니다 : 

 

• 어떤 종류의 입력에 액세스 할 수 있습니까 (파일, 폴더 내의 모든 파일, 파일 형식 등) 

• 액세스 방법 (한 번 또는 자주 폴더를 핫 폴더로 지정), 

• 출력 위치,, 

• 오류 발생시 대처 방법, 

• 어떤 추가 데이터 (메타 데이터)가 추가 될 것인가? 

• 데이터 압축 방법 (품질, 해상도, PDF 호환성 등). 

 

각 항목을 개별적으로 시작하고 중지 할 수 있으므로 필요에 따라 개별 파일 변환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기본 특성 

대부분의 경우 설정이 완전히 다른 작업 항목을 만들지 않으므로 새 항목에 대한 기본 
속성을 구성 할 수 있습니다. 새 항목을 만들 때마다 기본 항목의 설정이 템플리트로 

사용됩니다. 
 

적절하게 선택된 기본 속성 세트를 사용하여 파일을 PDF로 변환하는 것은 파일을 

목록으로 끌어서 놓고 시작 단추를 눌러 간단히 수행 할 수 있습니다. 
 

PDF 압축기 서비스 

일반적으로 기본 Windows ™ 서비스는 알 수 없으며 GUI에서 설정 한 파일 만 

처리합니다. GUI는 서비스와 독립적이므로 하나 이상의 작업 항목을 구성 및 시작하고 

GUI를 닫고 원하는 경우 로그 오프 할 수 있습니다. GUI를 다시 열면 실행중인 작업의 

진행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Born Digital 전환 

PDF 압축기의 표준 버전은 Microsoft Office ™ 및 OpenOffice ™ 문서 및 전자 메일 

메시지와 같은 Born Digital 파일을 변환하기위한 옵션 구성 요소로 구성됩니다. 이 구성 

요소를 사용하려면 추가 라이센스가 필요하므로이 구성 요소의 설치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설치 및 라이센스 된 Born Digital 구성 요소는 다음과 같은 유형의 변환을 제공합니다: 
 

1. Microsoft Office ™, OpenOffice ™, RTF, HTML 및 일반 텍스트 문서는 PDF 또는 PDF / 

A로 변환됩니다. 이러한 입력 형식의 차이는 등록 정보 대화 상자의 입력 탭에있는 

옵션을 통해 지정됩니다 ( "입력 데이터 구성"(13 페이지 참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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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 유형의 정확한 목록은 MS Office 및 OpenOffice 응용 프로그램의 설치 및 구성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지원되는 응용 프로그램 및 형식은 Microsoft Word, Excel, 

PowerPoint 및 Outlook뿐만 아니라 OpenOffice Writer, Calc 및 Impress도 포함합니다. 
 

2. PDF Compressor는 EML 및 MSG 형식으로 저장된 전자 메일 메시지의 변환도 

지원합니다. 지원되는 입력 파일 유형의 첨부 파일도 추출 및 변환됩니다. 
 

3. PDF 문서는 PDF 또는 PDF / A로 변환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출력 형식의 차이점은 

속성 대화 상자의 출력 탭에있는 옵션을 통해 지정됩니다 ( "데이터 출력 구성"(25 

페이지 참조) 참조). PDF 변환에는 MS Office 또는 Open Office 응용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정 옵션을 사용하여 Born Digital 변환의 안정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다시 

시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Born Digital 옵션"(94 페이지 참조)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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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4. 시작하기 

이 부분에서는 스캔 한 문서 파일을 PDF 파일로 변환하는 기본 단계에 대해 설명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5 장, “작업 항목 설정 “(10 페이지 참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GUI 시작하기 

GUI를 시작하려면 PDF 압축기 작업 표시 줄 아이콘을 두 번 클릭하거나 Windows ™시작 

메뉴 항목을 사용하십시오. 

 

 Foxit → PDF 압축기 → PDF 압축기. 

 

GUI를 처음 시작할 때 빈 목록이 표시됩니다 : 

 
 

 

목록 항목 추가 

새 항목을 추가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Windows ™ 

Explorer를 열고 파일이나 폴더를 목록 창으로 끌어다 놓는 것입니다. 새 항목은 주어진 

파일 (또는 주어진 폴더 내의 모든 파일)을 PDF로 변환하도록 설정됩니다.이 출력은 해당 

입력 파일 옆에 배치됩니다. 
1
 

 
 
 
 
 
 
 
 
 
 

1 기본 속성을 변경하면 이 동작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설명 된 내용은 출하시 기본 설정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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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실행 

목록 항목을 나타내는 작업을 시작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단지 그중 하나만을 설명합니다: 

 

시작할 항목을 선택하고 도구 모음에서 시작  단추를 누르십시오. 항목의 상태는 작업이 

시작될 때 중지됨에서 작업으로 바뀌고 작업이 끝나면 다시 중지됩니다. 

 

작업이 실행 중일 때 툴바에서 중지  버튼을 눌러 중지 할 수 있습니다. 변환이 중단 될 

때까지 몇 초가 걸릴 수 있습니다. 불완전한 PDF 출력 파일은 제거됩니다. 

 

목록 항목 제거 

현재 작업 목록을 저장하지 않고 GUI를 닫을 수 있습니다. GUI를 다시 열면 목록이 똑같은 

방식으로 다시 나타납니다 
2
. 목록에서 항목을 제거하려면 항목을 선택하고 도구 모음에서 

삭제 버튼을  누릅니다. 
 
 
 
 
 
 
 
 
 
 
 
 
 
 
 
 
 

2현재 목록은 시스템 내에 즉시 저장되어 기본 PDF 압축기 서비스에서 사용할 수있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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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5. 작업 항목 설정 

작업 항목의 속성이 목록에 추가되면 이를 편집 할 수 있습니다 ( "목록 항목 추가"(8 

페이지) 참조). 속성 대화 상자 창은 다음 작업 중 하나를 통해 열 수 있습니다: 

 

• 목록에서 해당 항목을 두 번 클릭합니다. 

 

• 목록 항목과 관련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 상황에 맞는 메뉴를 사용하십시오. 

 

 

• 항목을 선택하고 도구 모음의 속성 단추를   사용합니다. 

 

• 항목을 선택하고 Entry (항목) → Properties (속성) 메뉴를 사용합니다. 

 

속성 대화 상자에서 항목 이름을 변경하여 해당 작업을 쉽게 식별 할 수 있습니다. 항목 

이름은 정보, 경고 및 오류를 식별하기 위해 로그 파일 ( "로그 파일"(82 페이지 

참조))에서도 사용됩니다. 

 

일반 작업 속성 구성 

일반 탭에서는 선택한 작업의 일반 속성을 구성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작업의 우선 

순위를 정의 할 수 있으며 지연된 시작 및 정기 중지 및 작업 다시 시작을 구성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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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목록 처리 순서 

 

작업 우선 순위는 1 (최고)에서 10 (최저) 사이의 값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낮은 숫자는 

높은 우선 순위에 해당합니다. 이 설정은 파일 → 우선 순위 처리 순서 메뉴가 활성화 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도구 모음 버튼을   사용하여 우선 처리 모드를 켜고 끌 

수도 있습니다 .
1
 

 

우선 처리 명령 

 

우선 순위 처리 순서를 사용하는 경우 우선 순위가 높은 작업은 우선 순위가 낮은 

작업보다 먼저 처리됩니다. 우선 순위가 동일한 모든 작업은 작업 단위를 인터리브 된 

순서로 처리하여 동시에 실행됩니다. 한 단위가 완료되면 동일한 우선 순위를 갖는 다음 

작업의 다음 단위가 처리됩니다. 여러개의 CPU 코어에 라이센스가 부여되고 활성화 된 

경우 여러개의 작업 단위가 동시에 처리됩니다. 기본 창의 아래쪽에있는 진행률 막대 

목록에는 현재 처리중인 작업 단위를 포함하여 각 CPU 코어에 대한 정보가 표시됩니다. 
 
 

 
1우선 순위 처리 모드를 변경하려면 작업 목록의 모든 항목을 중지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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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단위에는 하나의 출력 PDF 문서에 기여하는 모든 입력 파일이 들어 있습니다
2
. 입력 

병합이 활성화 된 경우 ( "입력 데이터 구성"(13 페이지 참조) 참조)에는 단일 문서에 병합 

된 모든 파일이 포함되며 그렇지 않으면 단 하나의 입력 파일입니다. 

 

핫 폴더 작업 ( "입력 데이터 구성"(13 페이지 참조) 참조)은 입력 폴더가 비어있을 때 

완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새로운 입력 파일이 감지되면 핫 폴더 작업이 다시 활성화되어 

우선 순위 설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우선 순위 처리 명령을 사용하면 복잡한 작업 종속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우선 순위가 

높은 핫 폴더 작업을 사용하여 다른 우선 순위가 낮은 작업을 동적으로 일시 중단 할 수 

있습니다. 작업의 우선 순위는 실행 중일 때라도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실행중인 작업을 중지하지 않고 임시 작업을 즉시 처리 할 수 있습니다. 

 

여러 코어를 사용하여 병렬로 처리 할 때 파일 → 옵션 ... → 구성 → 우선 순위 처리에서 

전역 설정 "다음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우선 순위가 가장 높은 모든 작업 완료"를 

변경하여 더 나은 활용도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옵션을 활성화하면 우선 순위가 높은 

모든 작업이 이미 처리 된 경우 여유 코어에 작업이 할당됩니다. 이 설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관리 장의 "우선 처리"(84 페이지)에서 확인하십시오. 
 

처리 명령 리스트 

우선 순위 처리 순서는 작업이 처리되는 순서를 제어하는 데 선호되는 방법입니다. 이전 

버전과의 호환성을 위해 목록 처리 명령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 처리 순서를 

사용하려면 파일 메뉴에서 우선 처리 순서를 비활성화하십시오. 

 

목록 처리 순서 모드에서는 모든 작업이 작업 목록에 표시된 순서대로 처리됩니다. 우선 

순위가 무시되고 작업이 순차적으로 실행됩니다. 실행중인 작업을 동적으로 일시 중단 할 

수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작업 목록 처리 

작업 목록 처리 모드 (7 장, “자동 작업 목록 처리” (75 페이지 참조) 참조) PDF 

Compressor는 작업 목록 폴더에서 작업 목록을 동적으로 읽습니다. API 모드에서 작업은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를 통해 전달 될 수 있습니다 (8 장, “PDF Compressor API를 통해 

작업 제출” (79 페이지 참조)). 이 모드를 사용하면 워크 플로우 설정에서 외부 적으로 PDF 

Compressor를 제어 할 수 있습니다. 
 

작업 목록 처리의 경우 목록 처리 순서 모드를 사용하여 작업 목록 및 포함 된 작업을 

순차적으로 처리 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우선 순위 처리 순서 모드에서는 작업이 

병렬로 처리되고 하나 이상의 프로세서 코어가 유휴 상태가되고 보류중인 작업이 더 이상 

없으면 새로운 작업 목록이 추가됩니다. 
 

예약 된 처리 및 처리 제한 시간 

시간 예약 처리에 대한 설정은 해당 확인란을 선택하여 활성화됩니다. 그런 다음 시간 

예약 작업에 대해 다음 매개 변수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1. 원하는 시작 시간이 작업 시작 위치 필드에 입력됩니다. 날짜와 시간을 입력하거나 

항목 오른쪽의 화살표를 클릭 할 때 나타나는 달력 위젯에서 선택하십시오. 작업은이 

시점에서 시작됩니다. 
 

2PDF 입력 파일은 여러 출력 파일로 분할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데이터 출력 구성"(25 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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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속 시간은 작업을 실행해야하는 시간 범위를 지정합니다. 기간을 지정하는 일, 시간 

또는 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이 경과하면 작업이 중지됩니다. 

 

3. 재시작 간격은 두번째 시간 간격을 나타내며, 그 후에 중지 된 작업은 주어진 기간 동안 

다시 시작됩니다. 이 값은 일 단위로만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작업이 시작되면 구성이 

변경되지 않는 한 그러한 재시작이 주기적으로 발생합니다. 

 

참고 : 지속 시간 및 재시작 간격 설정은 독립적으로 활성화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시작 

없이 주어진 기간 동안은 한번만 작업을 실행할수 있다는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작업은 고정 된 지속 기간없이 주기적으로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일단 

현재 입력을 모두 처리하면 작업이 완료 될 것이라고 가정합니다. 

 

처리 시간 종료 옵션을 사용하면 작업 단위 처리의 최대 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작업 

단위의 정의는 위의 "우선 처리"(84 페이지)에서 제공됩니다.) 작업 단위의 처리가 지정된 

기간보다 오래 걸리면 이 장치의 처리가 중단됩니다. 이러한 중단은 오류로 간주되며 로그 

파일에 기록됩니다. 선택적으로 구성된 사후 처리 단계와 관련하여 중단은 오류로도 

처리됩니다. 

 

고급 작업 옵션 구성 

 

고급 작업 옵션 대화 상자에서 추가 오류 처리 및 Foxit Europet 유지 관리 설정을 구성 할 

수 있습니다. 
 
 

 

1. 중요한 오류에 계속 작업 옵션이 켜져 있으면 중요한 오류 (예 : "입력 폴더가 

없습니다"또는 "출력 폴더를 만들 수 없음")가 발생했을 때 PDF 압축 프로그램이 핫 

폴더를 중지하지 않고 대신 유휴 상태가 되기에 나중에 다시 시도하셔야 합니다. 

 

2. Foxit Europe Support 팀이 권고하지 않는 한 Foxit Maintenance 항목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Key는 일반 처리를 위해 비워 두어야합니다. 

 

입력 데이터 구성 

입력 탭을 사용하여 입력 문서를 PDF 형식으로 변환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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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입력 파일에는 TIFF, JPEG, JP2 (JPEG 2000), BMP, PNM, GIF, PNG, PDF 및 JPM (JPEG 

2000 파트 6) 형식이 허용됩니다. 옵션으로 Born Digital 모듈을 사용하면 Microsoft Office 

및 저장된 전자 메일 메시지와 같은 추가 입력 형식을 변환 할 수 있습니다. 

 

다중 페이지 TIFF 및 PDF 파일은 인식되어 여러 페이지 PDF 문서로 변환됩니다. 또한 입력 

리샘플링을 설정하여 데이터의 해상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1. 단일 파일을 변환하려면 파일을 선택하고, 지정된 폴더 내의 모든 파일을 변환하려면 

디렉토리를 선택하십시오. 찾아보기 단추를  사용하여 파일이나 디렉터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매핑 된 네트워크 드라이브를 사용하여 입력 파일이나 디렉토리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PDF 압축기 서비스는 매핑 된 네트워크 드라이브에 대한 지식이 없습니다. 구문 \\ host 

\ share \ dir 구문을 사용하여 네트워크 공유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액세스 

권한을 설정하려면 "서비스 계정 선택"(91 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2. 디렉토리를 선택하면 다음 옵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a. 전체 디렉토리 하위 트리를 변환해야하는 경우 하위 폴더 포함을 사용합니다. 

주어진 폴더 내의 다른 파일들만 처리됩니다. 
 

b. 하위 폴더 포함을 선택하고 입력 하위 트리를 정리하려면 빈 폴더 삭제를 

사용하십시오. 이 기능은 처리 된 모든 입력 파일을 이동하거나 삭제하는 설정을 

구성하는 경우 유용 할 수 있습니다 ( "후 - 처리 구성"(37 페이지 참조) 참조).하위 

폴더 포함을 선택하고 입력 하위 트리를 정리하려면 빈 폴더 삭제를 사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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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능은 처리 된 모든 입력 파일을 이동하거나 삭제하는 설정을 구성하는 경우 

유용 할 수 있습니다 ( "후 - 처리 구성"(37 페이지 참조) 참조). 주어진 작업의 모든 

파일이 처리되면 출력 폴더가 검사되고 모든 비어있는 하위 폴더가 삭제됩니다. 

입력 된 폴더가 핫 폴더 인 경우 (다음 항목 참조) 핫 폴더가 유휴 상태가 될 때마다, 

즉 그 순간에 더 이상 파일을 처리 할 수 없을 때마다 정리 프로세스가 수행됩니다. 

 

c. 사용 설정된 폴더를 핫 폴더로 만들려면 즉, 새로 생성 된 파일 (예 : 외부 스캐너 

또는 캡처 소프트웨어)을 자주 확인하도록 작업을 <number> 초마다 확인합니다. 이 

옵션이 활성화 된 작업은 지정된 폴더를 계속 모니터링하므로 자동으로 중지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수동으로 중지해야합니다. 

 

참고 :이 옵션은 변환 된 입력 파일을 성공적으로 삭제하거나 다른 폴더로 옮기는 

경우에만 의미가 있습니다. "후- 처리 구성"(37 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d. 폴더의 처리 된 모든 파일의 모든 페이지를 단일 PDF 출력 문서로 변환해야하는 

경우 모든 페이지 병합을 사용합니다. 출력 파일의 이름은 

<name_of_the_input_folder> .pdf 입니다. 폴더의 입력 파일은 알파벳순으로 대소 

문자를 구분하여 처리됩니다. 이것은 출력 PDF의 페이지 순서를 정의합니다. 

 

이 옵션은 번호가 매겨진 단일 페이지 파일 (예 : page000.tif, page001.tif 등)을 단일 

폴더에 넣는 스캐너의 페이지를 병합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e. 입력 파일 형식은 주어진 목록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형식은 파일의 확장자에서 

파생됩니다. 

 

• TIFF를 사용하면 * .tif 및 * .tiff 파일을 변환 할 수 있습니다. 현재 PDF 압축기는 

sup- ports, 회색 음영 및 RGB 이미지를 지원합니다. 팔레 타이 징 된 이미지뿐만 

아니라 CMYK 및 CIELab 컬러는 아직 지원되지 않습니다. 

• JPEG는 * .jpg 파일의 변환을 가능하게합니다. 

•  JPEG 2000은 JPEG 2000 파일의 변환을 가능하게합니다. 확장자 * .jp2, * .jpf,* .jpx. 

* .j2k, * .jpc 및 * .j2c가 인식됩니다. 

• PDF를 사용하면 PDF 파일을 변환 할 수 있습니다. Rasterize PDF Input에서 

Always를 선택한 경우, 입력은 MRC 압축 기술을 적용하기 전에 Advanced Input 

Options 대화 상자의 Advanced 탭에 지정된 해상도로 래스터 라이 제이션됩니다 

( "고급 입력 옵션 구성"(20 페이지) 참조). 래스터 라이즈 PDF 입력에 자동이 

선택된 경우 PDF 파일은 래스터 화 될 수 있습니다 (예 : 그렇지 않으면 PDF / A 

로의 변환이 불가능합니다.) 

• BMP는 * .bmp 파일의 변환을 가능하게합니다. Palletized 이미지 및 일부 

이국적인 변형은 아직 지원되지 않습니다. 

• PNM을 사용하면 * .ppm 및 * .pgm 파일을 변환 할 수 있습니다. 

• GIF를 사용하면 * .gif 파일을 변환 할 수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GIF 파일의 경우 첫 

번째 프레임 만 변환되고 경고가 기록됩니다. 

• PNG는 * .png 파일의 변환을 가능하게합니다. 

• Born Digital 아래의 형식은 Born Digital conversion 옵션이 설치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입력 문서 유형의 모든 조합을 PDF 또는 PDF / A로 

변환 할 수 있습니다. Born Digital Conversion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Born Digital 

전환"(6 페이지) 및 "Born Digital 전환 옵션 요구 사항"(2 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다음 목록은 입력 형식과 일치하는 파일 확장명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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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S Word : *.rtf, *.doc, *.docx, *.docm 
 

• MS Excel : *.xls, *.xlsx, *.xlsm 
 

• MS PowerPoint : *.ppt, *.pps, *.pptx, *.pptm, *.ppsx 
 

• MS Project : *.mpp 
 

• MS Visio : *.vsd, *.vdx, *.vsw 
 

• E-Mail : *.msg, *.eml, *.emlx 
 

• OpenOffice Writer : *.odt, *.sxw 
 

• OpenOffice Calc : *.ods, *.sxc 
 

• OpenOffice Impress : *.odp, *.sxi 
 

• Textdateien : *.txt 
 

• HTML : *.htm, *.html 
 

• Extra Extensions List는 처리 할 추가 파일 확장명 목록을 제공합니다. 이 항목은 

Born Digital 전환이 설치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입력 된 개별 확장은 

공백으로 구분해야합니다. 
 

3. 고급 입력 옵션 단추는 더 많은 입력 옵션을 구성하는 대화 상자를 엽니 다. 자세한 

내용은 "고급 입력 옵션 구성"(20 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4. 여러 PDF 컴프레서 설치가 동일한 입력 디렉토리 (일반적으로 넷 공유)로 작동하도록 

구성한 경우 PDF 컴프레서 동기화에 잠금 파일 사용을 활성화해야합니다. 이렇게하면 

하나의 PDF 압축기에서 현재 처리중인 입력 파일에 다른 PDF 압축기에서 액세스 할 수 

없습니다. 이 기능은 PDF Compressor가 특정 입력 파일이나 디렉토리의 모든 파일을 

잠그는 데 사용하는 잠금 파일 * .lock 및 * .dlock을 사용하여 구현됩니다 (모든 페이지 

병합이 활성화 된 경우). 
 

참고 : 잠금 파일을 사용할 때 PDF Compressor 서비스에 입력 디렉토리에 대한 쓰기 

권한이 있어야합니다. 

 

중요 사항 : * .lock 및 * .dlock로 끝나는 파일은 잠금 파일을 사용할 때 예고없이 덮어 

씁니다. 이러한 파일 확장자는 자신의 파일에 사용하지 않아야합니다. 

 

참고 : PDF_Compressor.ulock 파일은 디렉토리의 모든 파일에 대한 사용자 정의 

잠금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잠금 파일 * .lock 및 * .dlock과 달리이 파일은 사용자가 

관리 할 수 있습니다. PDF 압축기 동기화에 잠금 파일 사용을 사용하는 경우 PDF 

압축기는 PDF_Compresor.ulock 파일이있는 디렉토리에서 찾은 파일을 절대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이 옵션을 사용하면 모든 페이지 병합이 활성화 된 핫 폴더를 구성 할 수 있습니다: 

외부 프로세스는 PDF 압축기 핫 폴더 아래에 PDF_Compressor.ulock 파일이 포함 된 새 

디렉토리를 만들고 나중에 병합해야하는 모든 파일을 복사합니다. 마지막 파일 복사가 

완료되면 외부 프로세스가 PDF_Compressor.ulock을 제거합니다. 다음 번에 PDF 압축 

프로그램이 핫 폴더를 검사하면 지정된 파일의 처리가 시작됩니다. 
 

5. PDF 입력 래스터 화 설정은 PDF 입력 문서를 처리하는 다양한 모드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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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기본 설정은 자동 실행입니다. 이 모드에서 PDF 압축기는 자동으로 PDF 입력 파일의 

문자 세트 또는 벡터 내용을 래스터 그래픽으로 변환하는 경우를 결정합니다. 

그러한 변환을 피하려고 노력할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변환 할 수없는 문서에 

대한 대체 옵션으로 사용할 것입니다. 

 

b. 항상 실행 -이 모드는 모든 PDF 입력 문서의 모든 페이지를 압축하거나 변환하기 

전에 래스터 그래픽으로 변환합니다. PDF 입력의 경우이 모드는 이전의 MRC 압축 

모드와 동일합니다. 

 

c. 절대 실행하지 않음으로 설정하면 PDF 압축기는 비 래스터 입력을 래스터 화하려고 

시도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판 또는 벡터 내용을 의도하지 않게 래스터 

그래픽으로 변환하는 것을 방지 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이것은 특정 종류의 

PDF 입력 파일을 PDF / A로 변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참고 : [자동 ] 또는 [절대 실행하지 않음 ] 설정을 선택하면 압축 탭에서 컬러 이미지 

최적화 또는 비트 흑백 이미지 최적화를 선택한 경우 입력 문서에 이미있는 래스터 

그래픽이 다시 샘플링되거나 압축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그래픽은 예를 들어 스캔 

된 페이지이거나 PDF 문서 내의 큰 이미지 일 수 있습니다.) 

입력 필터 옵션 

파일 확장자 

입력 필터 옵션 대화 상자의 파일 확장자 탭에서 이러한 비표준 확장자가 PDF 

컴프레서에서 처리되는 파일과 같은 추가 입력 파일 확장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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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확장자 탭의 목록 위젯의 각 행에는 PDF 압축기의 입력 파일 유형 중 하나가 

표시됩니다. "입력 데이터 구성"(13 페이지 참조)에서 이러한 각 유형에 대해 기본적으로 

구성된 파일 확장명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선택한 작업의 경우 추가 파일 확장명을 목록의 

오른쪽 열에있는 각 파일 형식과 연결할 수 있습니다. 선택된 작업에 대해 각각의 추가 

확장은 하나의 입력 파일 유형과 만 연관 될 수 있습니다. 

 

파일 이름 
 

입력 필터 옵션 대화 상자의 파일 이름 탭에서 PDF 압축기로 처리 할 때 이름이 일치하는 

입력 파일 만 포함하도록 파일 이름 패턴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일치하는 파일을 

처리에서 제외 할 수 있습니다. 
 
 

 

1. 필터 기준과 일치하는 프로세스 일치 또는 건너 뜀 일치 입력 파일의 선택에 따라 

처리에 포함되거나 생략됩니다. 

 

2. 파일 이름 필터 패턴 (* 및?를 포함 할 수 있음) 항목에 필터 패턴을 지정합니다. 여기에 

모든 잠재적 인 입력 파일의 이름이 대조됩니다. 이 패턴에는 특수 문자 '*'와 '?'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자는 Windows ™ 파일 검색과 동일한 의미를 갖습니다. 물음표 '?' 임의의 

단일 문자와 일치하고 별표 '*'는 임의의 문자 시퀀스와 일치하며 비어있을 수 있습니다. 

패턴은 파일의 기본 이름(즉 파일 확장명없이 )과 일치하며 모든 알파벳 문자는 대소 

문자를 구분하지 않고 일치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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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 필터 패턴 'Client - ???? - ??' 는 파일 이름'Client-0000-12.jpeg', 'Client-9900-

00.jpeg'및 'client-ABCD-XY.jpg'와 일치합니다. Clien-0000-1.jpg 또는 Client-ABC-

XY.jpeg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필터 패턴 'File *'은 파일 이름'file.jpg', 'File_0123.jpg', 'FILE-A-B-C-D.jpg'및 'File-2016-

08.jpg'과 일치합니다. 'Fille.jp2', 'Fil.jpeg'또는 '2016_File.jpg'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 _ scan *'필터 패턴은 '00_SCAN.TIF', 'ab_Scan.jpg', '09_scan_2014.jpg'및 

'XY_Scan_2014.jpeg'파일 이름과 일치합니다. 'scan2014.jpg'또는 '00_SCA.jpeg'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PDF 입력 옵션 

입력 필터 옵션 대화 상자의 입력 필터 탭에서 PDF 압축기로 특정 입력 파일을 처리하지 

못하도록하는 옵션을 구성 할 수 있습니다. 
 

 

1. 바이패스...kB 보다 작은 PDF 파일 옵션은 주어진 파일 크기보다 작은 입력 파일의 

처리를 생략합니다. 이는 예를 들면 이미 압축 된 PDF 파일의 처리를 억제하는 데 

사용됩니다. 

 

2. 메타 데이터 필터 옵션을 사용하면 PDF 메타 데이터에 따라 PDF 입력 파일 처리를 

건너 뛸 수 있습니다. 건너 뛴 파일은 출력 파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대신 입력 파일 

사후 처리에 직접 전달됩니다 ( "후- 처리 구성"(37 페이지 참조) 참조). 

 

a. 필터 기준과 일치하는 프로세스 일치 또는 건너 뛰기 PDF 파일 중 하나의 선택에 

따라 처리에서 생략되거나 처리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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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만약 메타 데이터에서 검사 할 메타 데이터 키가 발견되고 ,그 값이 아래의 검색 

텍스트와 일치되는 경우 필터 기준이 일치합니다. 

 

c. 전체 값 일치 옵션에 따라 검색 텍스트는 전체 값과 비교되거나 메타 데이터 값의 

일부로 검색됩니다. 

 

d. 생략 된 파일을 디렉토리로 복사를 활성화하여 건너 뛴 입력 파일을 디렉토리에 

복사 할 수 있습니다. 
 

고급 입력 옵션 구성 

고급 입력 옵션 버튼을 클릭하면 입력 옵션과 관련된 추가 설정이있는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고급 입력 옵션 

1. 각 입력 파일에서 읽은 페이지 수를 주어진 제한값으로 제한하려면 입력 파일의 

<number> 페이지까지 읽기 전용을 활성화하십시오. 입력 디렉토리의 모든 파일 

( "입력 데이터 구성"(13 페이지 참조) 참조)을 단일 PDF 출력 파일에 병합 할 때 입력 

페이지의 최대 수를 1로 설정하면 파일의 표지 페이지를 포함하는 문서를 만들 수 

있습니다. 

 

2. 대 / 소문자를 구분하지 않는 영숫자 순서로 입력 파일을 처리하려면 파일 및 폴더의 대 

/ 소문자를 구분하지 않는 정렬을 선택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순서는 대소 문자를 

구분합니다 (대문자는 소문자보다 어휘 적으로 더 작기 때문에 "Ac"는 "ab"앞에 

옵니다.). 

 

3. 네트워크 공유에서 입력 파일의 위치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려면 각 입력 파일의 로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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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사본을 읽습니다.파일은 로컬 임시 폴더에 임시로 복사되어 열리고 읽힐 것입니다. 이 

기능은 네트워크에서 데이터의 작은 부분을 전송하는 성능이 낮을 때 특히 유용합니다. 

 

4. 기본 해상도 : 입력 이미지 파일에 해상도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여기에 지정된 

값 (dpi)이 사용됩니다. 또한이 값은 입력 PDF 파일을 래스터화할 때 사용됩니다 (PDF 

파일에는 일반적으로 특정 해상도 정보가 없습니다). 

 

a. PDF 입력에 최적화 된 dpi를 사용하여 각 PDF 입력 페이지의 렌더링에 최적의 dpi 

값을 자동으로 선택합니다. 최적 값은 PDF 입력 페이지에 포함 된 모든 이미지의 

해상도로부터 계산됩니다. 페이지에 이미지가 없으면 기본 해상도 설정이 

사용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탐지 된 이미지의 최고 해상도가 계산되어 입력 탭의 

리샘플링 옵션에 지정된 해상도 범위로 잘립니다. 입력 PDF 문서가 스캔 

프로세스에서 발생한 경우에만 이 옵션을 활성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b. 본 디지털 태생의 PDF 문서는 작은 크기 (예 : 어느 한 치수에서 1 인치 미만)이지만 

많은 픽셀 (예 : 1000 x 1000 픽셀)의 이미지를 포함 할 수 있으므로 사실적이지 않은 

해상도 (예: 1000 dpi 이상) .비-현실적인 해상도를 산출합니다. 본 디지털 문서의 

경우 PDF 입력에 최적화 된 dpi를 사용하지 않고 고정 된 기본 해상도 값을 

사용하거나 리샘플링 설정에서 좁은 해상도 범위를 지정해야합니다. 
 

5. 리샘플링을 통해 입력 해상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입력 해상도를 변경해야하는 

두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a. 입력 해상도가 너무 낮 으면 (150dpi 미만) PDF 압축기 출력의 품질이 너무 낮을 수 

있습니다 (파일 크기는 매우 작을지라도). 예 : 해상도를 변경하여 300dpi로 설정하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b. 원본 스캔이 고해상도 (예 : 600dpi 이상) 인 경우 해상도가 낮은 PDF 출력을 생성 할 

수 있습니다. 
 

최소 및 최대 dpi 설정은 이러한 요구 사항을 만족합니다. 입력 파일의 해상도가 

지정된 [min, max] 범위를 벗어날 때마다 해상도가 최소값 또는 최대 값으로 

리샘플링되어 변경됩니다. 
 

참고 : 리샘플링 설정은 회색 음영 및 컬러 이미지에만 영향을 미칩니다. 2 레벨 또는 

흑백 이미지의 해상도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JPEG 2000 입력의 경우 JPEG 2000 파일을 낮은 해상도로 디코딩하는 기능이 

사용됩니다. 이렇게하면 더 낮은 해상도 만 필요할 때 거대한 JPEG 2000 이미지에 

빠르게 액세스 할 수 있습니다. 
 

6. 레코딩을하지 않고 JPEG 입력에서 PDF 페이지를 직접 만들면 JPEG 입력 이미지가 

MRC 또는 JPEG 2000 압축되지 않고 PDF 출력 문서에 직접 페이지로 포함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이러한 입력 문서의 반복 된 압축은 피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러한 

페이지는 축소되지 않습니다. 

 

7. 다시 코딩하지 않고 이미지를 추가 할 때 JPEG 유효성 검사를 건너 뛰면 JPEG 이미지의 

모든 무결성 검사가 생략되어 PDF 페이지에 직접 포함됩니다. 이것은 손상된 JPEG 입력 

이미지를 통합하여 손상된 PDF 출력을 생성 할 위험이 있습니다. 

 

8. TIFF 입력 파일에 저장된 방향 사용 옵션을 사용하면 TIFF 입력 파일에 선택적으로 포함 

된 방향 정보가 PDF 출력 문서에서 해당 페이지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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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입력 옵션 

 

고급 입력 옵션 대화 상자의 PDF 입력 탭을 사용하여 PDF 입력 파일 열기와 관련된 옵션을 

구성 할 수 있습니다. 

 

 

1. 문서 열기 암호는 암호로 보호 된 PDF 파일을 여는 데 사용됩니다. 주어진 암호는 PDF 

압축기에 암호화 된 방식으로 저장됩니다. 이 암호화는 가장 높은 보안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지 않습니다. 입력 PDF 파일이 암호로 보호되어 있지 않으면 주어진 암호가 

무시됩니다. 

 

2. PDF 문서를 여는 데 필요한 암호 외에도 권한 변경 암호로 보호 할 수 있습니다. 이 

암호는 PDF 액세스 권한을 변경해야 할 때마다 사용됩니다. 

 

3.  PDF 입력 래스터 화 옵션은 PDF 입력 래스터 화를 사용하지 않음으로 설정하지 않은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a. Interpolate images 스위치는 PDF 입력 파일의 소독에 영향을줍니다. PDF 입력 

파일에는 래스터 화를 위해 크기를 조정해야하는 내장 된 이미지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최상의 이미지 품질을 얻으려면 테플 레이트 이미지를 켜야합니다. 그러나 

입력 PDF 파일에 흑백 이미지 콘텐츠 만 포함되어 있고 이 PDF가 포함 된 이미지의 

해상도와 동일한 해상도로 래스터 화되는 경우 이미지 보간을 해제하여 OCR 

프로세스의 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b. 기본 PDF 페이지 크기를 사용하면 입력 파일이 페이지 크기 정보가 누락되었지만 

래스터 화되어야하는 PDF 파일 인 경우에만 사용되는 페이지 크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PDF 파일의 모든 페이지는 페이지 크기 정보를 전달합니다. 

그러나 일부 응용 프로그램은 페이지 크기 정보없이 잘못된 PDF 파일을 만듭니다. 

이 옵션은 잘못된 형식의 PDF 파일을 처리하기 위해 추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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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의 너비와 높이를 지정하여 사용자 정의 페이지 크기를 입력하려면 목록 맨 

끝에 정의 된 사용자를 선택하십시오. 

 

c. 대체 멸균 방법을 선택하면 입력 PDF 파일에 메모리 부족 오류가 발생할 수있는 

매우 큰 페이지가 포함되어있을 때 유용합니다. 대안적인 래스터 화 방법은 

메모리를 상당히 적게 소비하지만 속도가 느립니다. 

 

4. PDF 변환 제한 옵션 - Born Digital Module이 설치된 경우에만 PDF 입력 파일 

변환을위한 PDF 최적화 만 사용 가능합니다. 이 옵션을 선택하면 PDF 입력 파일을 변환 

할 때 Born Digital Conversion 기능을 사용하지 못하게합니다. 대신 이러한 파일은 PDF 

최적화 기능을 사용하여 처리됩니다. 

 

참고 : 이 옵션은 주로 PDF 입력을 변환하기 위해 PDF 최적화 모드를 사용하는 7.0 

버전 이전의 PDF 압축기로 설정된 작업과의 하위 호환성을 보장합니다. 일반적으로 

Born Digital Module에서 제공하는 변환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피스 입력 옵션 

Office 입력 탭에서 Microsoft Office 입력 파일의 Born Digital 변환 옵션을 구성 할 수 

있습니다. 
 

 

1. Excel 페이지 레이아웃 사용 옵션을 선택하면 이 파일을 PDF로 변환 할 때 Excel 입력 

파일에 지정된 인쇄 페이지 레이아웃이 사용됩니다. 이 옵션은 기본적으로 

비활성화되어있어 Excel 입력 파일의 비어 있지 않은 각 시트가 하나의 PDF 출력 

페이지로 변환됩니다. 

 

2. OpenOffice를 사용하여 MS Office 문서를 처리 할 때 OpenOffice를 사용하여 모든 

사무실 입력 파일을 변환합니다. 당연히 이런 상황에서는 OpenOffice 설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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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야합니다. 이 옵션은 기본적으로 꺼져 있으며 각 입력 문서는 기본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처리됩니다. 
 

3. 태그 지정 정보 제거 옵션은 PDF 내보내기 중에 Office 응용 프로그램에서 생성 된 구조 

정보가 삭제되지 않도록합니다. 구조 정보는 접근 가능한 문서에 중요하며 일반적으로 

보관해야합니다. 그러나 파일 크기가 중요한 경우이 옵션은 더 작은 PDF 출력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빈 페이지 탐지 옵션 

 

공백 페이지 탐지 탭에서 입력 파일의 공백 페이지 감지 옵션을 구성 할 수 있습니다. 

공백으로 탐지 된 페이지는 항상 텍스트 인식 (OCR)에서 제외됩니다. 

 

 

1. 공백 페이지 탐지 옵션은 공백 페이지 탐지를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하는 기능을합니다. 

 

2. 제외 된 여백 상자에서 모든 페이지의 여백 중 빈 페이지 탐지에 포함되지 않아야하는 

정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하면 예를 들어 불변 페이지 머리글이나 바닥 글 

또는 펀치 구멍을 제외 할 수 있습니다. 밀리미터 (mm)와 100 분의 1 인치 (1/100 인치) 

중 하나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3. 빈 페이지 탐지는 작업 할 페이지의 영역을 구성 가능한 크기의 타일로 분할합니다. 

타일에 의하여 탐지됩니다. 결국 모든 타일이 공백으로 분류되면 전체 페이지가 

공백으로 간주됩니다. 타일 크기 값의 단위는 'pt'이며 1/72 인치와 같습니다. 

 

4. 타일 내용의 분석은 블록 기반입니다. 블록의 크기는 가장 작은 의미있는 심볼의 

크기로 설정되어야합니다.(예: 구두점의 사이즈) 페이지 이미지의 해상도에 따라 블록은 

여러 픽셀에 걸쳐 있습니다. 블록 크기의 단위는 'pt'이며 1/72 인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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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각 블록에 대한 값이 계산되며 블록의 색상 강도 및 타일의 다른 블록과 얼마나 다른지 

나타납니다. 특정 값을 초과하는 편차를 갖는 각 블록은 공백이 아닌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값은 Sensitivity 속성의 영향을받습니다. 감도는 1에서 100 사이의 

값입니다. 감도가 낮 으면 강한 색의 구조 만 비어 있지 않은 것으로 계산됩니다. 

대조적으로, 높은 감도는 옅은 질감을 고려합니다. 

 

6. 비어 있지 않은 블록의 수가 특정 임계 값을 초과하면 타일은 비 공백으로 간주됩니다. 

임계 값은 전체 크기 타일이 여전히 공백으로 분류되도록 공백 블록과 관련하여 공백이 

아닌 블록의 최대 비율을 정의하는 밀 (0.1%)로 지정됩니다. 

 

7. 출력에서 공백 페이지 제외 옵션은 탐지 된 빈 페이지가 출력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정의합니다. 이 옵션을 선택하면 검색된 빈 페이지가 제외됩니다. 

데이터 출력 구성 

출력 탭을 사용하여 생성 할 PDF의 정확한 버전과 생성 된 PDF 파일이있는 위치를 비롯한 

PDF 출력 옵션을 구성 할 수 있습니다. 
 

 

1. 입력 파일 옆에 출력 배치를 선택하면 생성 된 PDF 파일이 입력 파일과 동일한 

디렉토리에 배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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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렉토리에 출력 배치를 선택하고 찾아보기 단추를 사용하여 폴더를 지정하여 출력을 

다른 위치에 배치하십시오
3
. 네트워크 공유 사용에 대해서는 "PDF 압축기 서비스 

관리"(89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2. 기존 덮어 쓰기를 사용하면 PDF 압축기가 이미 해당 위치에있는 출력 파일을 쓸 때 

PDF 압축기의 동작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출력 파일이 기록되지 않거나 로그 파일에 

오류 메시지가 나타나면 "로그 파일"(82 페이지 참조)을 참조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기존 파일을 덮어 씁니다. 
 

3. 출력 디렉토리 서브 트리를 정리하려면 빈 폴더 삭제를 선택하십시오. 이 옵션은 입력 

처리에 하위 폴더 포함을 선택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입력 데이터 

구성"(13 페이지 참조) 참조). PDF Compressor는 미리 필요한 출력 폴더를 생성합니다. 

(즉, 해당 폴더에 출력을 배치해야하는 파일이 처리되기 전에 항상 생성됩니다.) 오류 

조건에서 특정 출력 파일이 삭제되어 빈 폴더가 생성 될 수 있습니다. 빈 폴더를 

삭제하면 작업이 완료된 후 (또는 핫 폴더가 유휴 상태가 된 후) 불필요한 폴더를 

제거하는 데 도움이됩니다. 
 

4. PDF Output Format 옵션을 사용하여 만들 PDF의 정확한 버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PDF 압축기는 PDF 표준의 서로 다른 버전 또는 PDF / A의 상이한 적합성 수준을 

준수하는 PDF 문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형식과 그 차이점은 여기에서 간단히 

설명합니다. 
 

일반적으로 권장하는 기본값은 PDF / A-2u입니다. 
 

a. Adobe™ Reader™ 5.0 (PDF 1.4) 
 

다른 레이어와 마스크로 이미지를 분해하는 것은 Adobe ™ Reader ™ 5.0 (PDF 

1.4)부터 사용 가능한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PDF 압축기가 제작 한 PDF 문서는 

뷰어에게 적어도 PDF 1.4가 올바르게 표시되도록 지원해야합니다. 
 

b. Adobe™ Reader™ 6.0 (PDF 1.5) 
 

Adobe ™ Reader ™ 6.0 (PDF 1.5)은 JPEG 2000 이미지 압축을 처리 할 수 있습니다. 

이 형식을 선택하면 MRC 압축 페이지의 전경 및 텍스트 컬러 이미지가 JPEG 2000 / 

Part1 형식으로 저장됩니다. 따라서 이미지 품질이 향상되고 파일 크기가 

작아집니다. 그러나 이 형식으로 작성된 파일은 뷰어가 적어도 PDF 1.5가 올바르게 

표시되도록 지원해야합니다. 
 

c. Adobe™ Reader™ 7.0 (PDF 1.6) 
 

Adobe ™ Reader ™ 7.0 호환 모드는 더 큰 페이지 크기가 지원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Adobe ™ Reader ™ 6.0과 동일한 PDF 기능을 사용합니다. Adobe ™ Reader ™ 

6.0과의 호환성으로 페이지 크기는 200 x 200 인치로 제한됩니다. Adobe ™ Reader 

™ 7.0과의 호환성에는 이러한 제한이 없습니다. 
 

d.  PDF/A-1a (ISO 19005-1) 
 

PDF / A-1b와 동일하지만 기본적으로 PDF / A-1a의 기본 요구 사항을 준수하도록 

기본 태그 지정 정보가 자동으로 삽입됩니다. 이것은 PDF / A-1의 접근 가능한 

변형입니다. 따라서 화면 판독기 응용 프로그램에서 처리 할 수있는 텍스트 내용 및 

구조 정보가 포함 된 문서를 생성하려면 OCR을 활성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출력 폴더의 텍스트 편집 창은 파일 끌어서 놓기를 허용합니다. Windows ™ Explorer에서 폴더를 이 창으로 
끌어다 놓기 만하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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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PDF/A-1b (ISO 19005-1) 

 

이것은 장기 보관을위한 PDF / A 문서 표준의 기본 준수 수준입니다. 이는 추가 

제한이 있는 PDF 1.5를 기반으로합니다. (예:메타 데이터, 암호화 및 투명성.) 

 

f.    PDF/A-2a (ISO 19005-2) 

 

PDF / A-2b와 동일하지만 PDF / A-2a의 기본 요구 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자동으로 

삽입 된 기본 태깅 정보 포함. 이것은 PDF / A-2의 접근 가능한 변형입니다. 따라서 

화면 판독기 응용 프로그램에서 처리 할 수있는 텍스트 내용 및 구조 정보가 포함 된 

문서를 생성하려면 OCR을 활성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g.  PDF/A-2b (ISO 19005-2) 

 

PDF / A-2는 원본 PDF / A-1 표준의 개정판이며 JPEG2000 및 첨부 파일로 포함 된 

다른 PDF / A 파일을 사용하여 압축 된 이미지와 같은 몇 가지 추가 유형의 내용을 

허용합니다. 

 

h.  PDF/A-2u (ISO 19005-2) 

 

이것은 일반적으로 권장되는 기본값입니다. 형식은 PDF / A-2b와 동일하지만 PDF의 

모든 텍스트가 일관된 유니 코드 매핑을 가져야한다는 추가적인 이점이 있습니다. 

 

i.   PDF/A-3a (ISO 19005-3) 

 

PDF / A-3b와 동일하지만 PDF / A-3a의 기본 요구 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자동으로 

삽입 된 기본 태깅 정보가 있습니다. 이것은 PDF / A-3의 접근 가능한 변형입니다. 

따라서 화면 판독기 응용 프로그램에서 처리 할 수있는 텍스트 내용 및 구조 정보가 

포함 된 문서를 생성하려면 OCR을 활성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j.   PDF/A-3b (ISO 19005-3) 

 

PDF / A-3 표준은 임의 유형의 파일을 PDF / A-3 문서의 첨부 파일로 포함 할 수 

있다는 점만 제외하면 PDF / A-2와 동일합니다. 

 

k.  PDF/A-3u (ISO 19005-3) 

 

일관된 유니 코드 매핑을 위해 PDF 내 텍스트에 대한 추가 요구 사항과 함께 PDF / 

A-3b에 해당합니다. 

 

5. 출력 분할은 두 가지 방법으로 활성화 할 수 있습니다: 

 

a. 출력 PDF 파일을 여러가지 <number> 페이지로 나눠서 출력되는 페이지 수를 단일 

PDF 문서로 제한 할 수 있습니다. 여러 페이지가있는 거대한 PDF 문서를 작성하는 

대신 지정된 페이지 수를 가진 일련의 출력 파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입력 

페이지의 수에 따라 출력 시리즈의 마지막 파일에는 더 적은 페이지가 포함됩니다.) 

이 모드는 일반적으로 % P, % L ,또는 % C 이스케이프 시퀀스 (아래 항목 6 

참조)가있는 템플릿 문자열을 사용하여 출력 파일 이름 바꾸기와 함께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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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새 바코드가 탐지되면 출력 PDF 파일을 분할하는 작업은 바코드 탭에서 바코드 

탐지가 활성화 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후-처리 구성"(37 페이지 참조) 

참조). 이 기능을 사용하면 특정 프로파일의 새 바코드가 페이지에서 탐지 될 때마다 

출력을 여러 문서로 분할합니다. (다음 문서는 새 바코드가 포함 된 첫 번째 

페이지로 시작됩니다.) 드롭 다운 상자를 통해 이름을 사용하여 바코드 프로파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드는 일반적으로 탐지 된 바코드의 값을 나타내는 % V 이스케이프 시퀀스 

(아래 항목 6 참조)가있는 템플릿 문자열을 사용하여 출력 파일 이름 바꾸기와 함께 

사용됩니다. 

 

두 가지 출력 분할 모드는 출력 파일 이름 바꾸기가 켜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6. 출력 파일 이름 바꾸기는 PDF 출력 파일의 이름을 사용자 정의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파일 이름 템플리트는 출력 파일 이름을 구성하는 데 사용됩니다. "템플릿 

문자열 구문 설명"(65 페이지 참조)에 지정된대로 이스케이프 시퀀스를 사용합니다. 

Output Splitting이 활성화 된 경우 다른 청크의 출력 이름을 구별하기 위해 이스케이프 

시퀀스를 입력해야합니다. 페이지 번호 기반 분할의 일반적인 예는 % F_ % P- % 

L이며, % F는 입력 파일 이름으로, % P는 청크 내의 첫 번째 페이지 번호로, % L은 

마지막 페이지 번호로 대체됩니다. 자세한 내용과 예제를 보려면 "템플릿 문자열 구문 

설명"(65 페이지)을 참조하거나 항목 옆에있는 도움말 버튼 을 누릅니다. 

 

전자 메일 전환 옵션 구성 

 

전자 메일 전환 옵션 단추를 클릭하면 전자 메일 메시지로의 첨부 파일 전환에 대한 추가 

옵션이있는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참고 : 이 옵션은 Born Digital Conversion Option이 설치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자 메일을 전환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참고 : MSG 및 EML과 같은 전자 메일 메시지 형식과 PDF 형식 모두 첨부 파일의 개념을 

지원한다는 점을 반드시 이해해야합니다. 이 첨부 파일은 컨테이너로 작동하는 전체 

파일에 포함 된 임의의 형식의 파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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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DF 압축기는 전자 메일 입력 파일의 첨부 파일을 변환하기위한 다음과 같은 옵션을 

제공합니다. 

 

a. 기본 전환 옵션은 선택한 PDF 출력 형식에 사용할 수있는 최상의 전환을 선택합니다 

( "데이터 출력 구성"(25 페이지 참조) 참조). 

 

• PDF / A-1로 전환 할 때 PDF / A-1은 PDF 첨부 파일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지원되는 모든 입력 파일 유형의 전자 메일 첨부 파일이 PDF / A-1로 전환되어 

PDF 출력 문서에 페이지로 추가됩니다. 전자 메일 첨부 파일의 파일 이름이있는 

책갈피는 PDF 출력 문서 내의 내용을 가리 킵니다. 

 

• PDF / A-2는 PDF / A 형식의 첨부 파일을 허용합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기본값은 

PDF / A-2 문서에 대한 각 전자 메일 첨부 파일을 전환 한 다음 PDF 첨부 파일로 

출력 문서에 첨부하는 것입니다. 

 

• PDF / A-3는 추가로 임의의 파일 형식의 PDF 첨부 파일을 허용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전자 메일 첨부 파일을 PDF / A로 전환하여 페이지로 PDF 출력 문서에 

추가합니다. 또한 전자 메일 첨부 파일은 원래 형식의 PDF 첨부 파일로 

포함됩니다. 

 

• 다른 모든 경우, 즉 Reader ™ 5.0, 6.0 또는 7.0 호환 PDF를 생성 할 때 각 전자 

메일 첨부 파일은 PDF 문서로 전환 된 다음 PDF 출력 문서에 첨부 파일로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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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첨부 파일 무시는 단순히 모든 전자 메일 첨부 파일을 삭제하고 메시지 본문만 

전환합니다. 

 

c. 특정 전환 설정을 사용하면 첨부 파일을 처리하는 방법을 자세히 지정할 수 

있습니다. 선택한 PDF 출력 형식을 준수하면 추가 전자 메일 첨부 파일의 임의의 

조합을 페이지로 선택하거나 PDF 첨부 파일로 원래 형식으로 포함하거나 PDF (/ 

A)로 전환 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설명하는 옵션은 이 특정 전환을 구성하는 

역할을합니다. 

 

d. 첨부 파일 처리 중 오류를 경고로 처리 옵션은 하나 이상의 전자 메일 첨부를 

처리하지 못한 경우에도 PDF 압축기가 처리를 계속하도록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류로 간주되어 해당 작업 처리가 중단됩니다. 

 

2. 파일 형식 별 첨부 파일 필터링 - 전자 메일 첨부 파일 전환 옵션에서 선택한 설정이 

전자 메일 첨부 파일을 PDF (/ A)로 전환해야하는 경우 PDF 압축기는 지원되는 모든 

입력 파일 형식의 첨부 파일을 전환하려고 시도합니다. 전자 메일 첨부 파일을 원래 

형식의 PDF 첨부 파일로 포함하면 모든 파일 형식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파일 형식 별 첨부 파일 필터 옵션은 파일 확장명 목록을 지정하여 전자 메일 첨부 파일 

형식을 구분합니다. 

 

• 여기에서 Off를 선택하면 PDF 압축기는 이전 단락에서 설명한대로 첨부 파일을 

처리합니다. 

• [일치 항목 만 처리]가 선택되면 지정된 파일 확장자를 가진 전자 메일 첨부 파일 만 

처리되며 다른 모든 것은 무시됩니다. 

• [일치하지 않는 모든 항목 처리]를 선택하면 지정된 파일 확장자를 가진 전자 메일 

첨부 파일은 무시되고 다른 모든 파일은 처리됩니다. 
 

파일 확장자는 공백으로 구분해야합니다. 공백은 선행 점이 있거나 없거나,즉, "mpeg 

mpg jpeg jpg"및 ".mpeg .mpg .jpeg .jpg"모두 유효합니다. 

 

3. PDF로 전환 할 첨부 파일 필터링 -이 옵션 집합은 PDF 형식 (/ A)으로 전환 할 파일 

형식과 관련하여 파일 형식 별 필터 첨부 옵션에서 지정한 전자 메일 첨부 파일 형식 

집합을 더 제한합니다. 

 

• 여기에서 Off를 선택하면 PDF 압축기는 이전 필터를 통과 한 지원되는 입력 파일 

유형의 모든 첨부 파일을 전환합니다. 

• Convert only matching (일치하는 파일 만 전환)을 선택하면 지정된 파일 확장자를 

가진 전자 메일 첨부 파일 만 PDF (/ A)로 변환됩니다. 다른 모든 것은 전환에서 

제외됩니다. 

• Convert all non-matching(일치하지 않는 항목 모두 전환)을 선택하면 지정된 파일 

확장명을 가진 전자 메일 첨부 파일이 제외되고 다른 모든 파일은 PDF (/ A)로 

전환됩니다. 

 

전자 메일 헤더 언어 구성 

 

전자 메일의 제목 (예 : "제목")은 지원되는 언어에 대해 사용자 인터페이스 용으로 선택된 

언어로 표시됩니다. 언어가 자동으로 설정된 경우 시스템 언어가 사용됩니다. 현재 

지원되는 언어는 영어와 독일어입니다. 언어를 선택하는 방법은"언어"(85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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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출력 옵션 구성 

 

Advanced Output Options 버튼을 클릭하면 출력 생성과 관련된 추가 설정이있는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PDF 보안 

 

PDF 보안 탭에서는 출력 PDF 문서의 보안 기능을 구성 할 수 있습니다. 현재 Adobe ™ 

Reader ™ 3.0 이상 및 Adobe ™ Reader ™ 5.0 이상에 대한 보안 호환성 만 지원됩니다. 

PDF 보안은 PDF / A와 호환되지 않습니다. 
 
 

 

1. 출력 PDF 문서에 보안을 사용하지 않거나 (보안 없음), 입력 파일에서 설정을 복사 

(보안 설정 복사)하거나이 대화 상자에서 제공하는 설정을 사용하도록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 보안 설정 사용). 입력 파일에서 보안 설정을 복사하는 것은 PDF 최적화 

모드에서만 가능합니다. 

 

2. 호환성을 통해 Reader ™ 3.0 또는 Reader ™ 5.0 보안 호환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설정에 따라 다음 액세스 권한 옵션이 약간 다를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dobe에서 제공하는 PDF 참조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3.  PDF 문서를 여는 데 필요한 암호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PDF 입력 파일에서 보안 

설정을 복사 할 때 이 옵션을 선택하면 필요에 따라 입력 파일의 해당 비밀번호가 

여기에 지정된 비밀번호로 바뀝니다. 주어진 암호는 PDF 압축기에 암호화 된 방식으로 

저장됩니다. 이 암호는 가장 높은 보안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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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PDF 문서의 권한을 변경하는 데 필요한 비밀번호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PDF 입력 

파일에서 보안 설정을 복사 할 때이 옵션을 선택하면 필요에 따라 입력 파일의 해당 

비밀번호가 여기에 지정된 비밀번호로 바뀝니다. 액세스 권한 설정을 완전히 지원하고 

존중하지 않는 타사 제품은 변경 권한 암호를 무시할 수 있습니다. 주어진 암호는 PDF 

압축기에 암호화 된 방식으로 저장됩니다. 이 암호화는 가장 높은 보안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지 않습니다. 

 

변경 권한 암호가 제공되고 다음 보안 설정 사용이 선택되면 다음 옵션을 사용하여 

액세스 권한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a. 인쇄 허용은 없음, 낮은 해상도 (Reader ™ 5.0 

보안 호환성 포함) 및 전체 해상도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b. 허용 된 변경 사항은 PDF 

보안 호환성에 따라 다양한 제한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dobe에서 

제공하는 PDF Reference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c. 텍스트, 이미지 및 기타 내용의 

복사를 사용하면 보호 된 PDF 문서에서 이러한 작업을 수행 할 수 있습니다. 보안 

호환성이 Reader ™ 3.0 인 경우 시각 장애인 용 액세스가 포함됩니다. 

 

Reader 5.0 이상의 보안 호환성을 갖춘 시각 장애인 용 화면 판독기 장치의 텍스트 

액세스는 7에 명시된 액세스와 독립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PDF 초기보기 

 

PDF 초기보기 탭을 사용하면 Adobe ™ Reader ™로 열 때 PDF 문서의 초기보기를 구성 할 

수 있습니다. 또한 Adobe ™ Reader ™ 자체의 모양이 영향을받을 수 있습니다. 

 

 
 

1. 레이아웃 및 확대는 열린 PDF 문서의 모양을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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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탐색 탭에서는 Adobe ™ Reader ™ 창의 왼쪽에서 열리는 패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북마크, 페이지 또는 레이아웃 패널 일 수도 있고 패널이 전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페이지 만). 

 

b. 페이지 레이아웃은 Adobe ™ Reader ™ 페이지 창에 표시 될 페이지의 모양 (및 

번호)을 설정합니다. 개별 페이지에 대한 설정, 연속적인 페이지 플로우 및 두 페이지 

표시에 대한 다양한 옵션이 있습니다. 

 

c. 확대는 문서의 초기 배율을 설정합니다. 특정 확대 / 축소 수준 또는 페이지를 맞출 

수있는 옵션, 너비 또는 높이를 Adobe ™ Reader ™ 창에 표시 할 수 있습니다. 실제 

크기는 100 % 확대 / 축소 수준과 유사합니다. 

 

d. 문서의 처음 열었던 페이지는 페이지를 열어 설정할 수 있습니다. 지정된 페이지가 

문서의 페이지 수보다 크면 처음 열었던 페이지가 문서의 마지막 페이지가됩니다. 

 

2. Window 옵션은 문서를 열 때 Adobe ™ Reader ™ 창의 모양에 영향을줍니다. 

 

a. 초기 페이지가 창에 맞도록 Adobe ™ Reader ™ 창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b. Adobe ™ Reader ™ 창은 화면 중앙에 배치 할 수 있습니다. 

 

c. PDF 문서를 열면 Adobe ™ Reader ™가 전체 화면 모드로 전환됩니다. 

 

d. PDF 파일 이름 또는 제목이 Adobe ™ Reader ™ 제목 표시 줄에 표시되는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3. 사용자 인터페이스 옵션을 사용하여 Adobe ™ Reader ™ 창의 다양한 요소를 숨길 수 

있습니다. 동시에 메뉴 모음, 도구 모음 및 창 제어를 숨길 수 있습니다. 

 

PDF 메타 데이터 

 

PDF 메타 데이터 필드에 입력 된 데이터는 출력 PDF 문서에 포함됩니다. 파일 → 문서 

속성→ 설명 메뉴에서 Adobe ™ Reader ™ 내에서 해당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파일 이름, 페이지 수, 날짜, 시간 등과 같은 정보로 대체 될 PDF 메타 데이터 필드에 특정 

이스케이프 시퀀스를 넣는 것이 가능합니다. 도움말 버튼 에는 가능한 모든 대체 목록이 

표시됩니다. "템플릿 문자열 구문 설명"(65 페이지)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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썸네일 

 

축소판 탭은 입력 문서의 페이지 뷰를 포함하는 추가 축소판 이미지의 출력을 활성화하고 

구성하는 데 사용됩니다. 썸네일은 PDF 파일 옆에 JPEG 파일로 출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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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썸네일 출력을 실행려면 썸네일 이미지 파일 (JPEG 형식)을 사용하십시오. 

 

2. 최대 크기에는 출력 축소판 이미지의 최대 크기가 픽셀 단위로 포함됩니다. 첫 번째 

숫자는 가로 크기이고, 두 번째 숫자는 세로 크기입니다. 페이지의 종횡비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예제 : 최대 크기가 150 x 150로 설정되었다고 가정합니다.  a. A20 x 30 cm 크기의 

페이지는 100 x 150 픽셀로 조정됩니다. b. A30 x 20 cm 크기의 페이지는 150 x 100 

픽셀로 조정됩니다. 3.품질을 1에서 100 사이의 값으로 설정하십시오. 이것은 출력 JPEG 

파일의 화질을 지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높은 품질로 인해 파일 크기가 커집니다. 4. 이름 

템플리트는 썸네일 파일 명명 규칙을 정의하는 데 사용됩니다. 템플릿 문자열 구문 설명, 

"템플릿 문자열 구문 설명"(65 페이지 참조)에 지정된대로 이스케이프 시퀀스를 

사용합니다. 일반적인 작업 순서는 입력 파일 이름 대신 % F를 포함하고 현재 페이지 번호 

대신 % P를 포함합니다. 출력 파일 이름 지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예제는 "템플릿 

문자열 구문 설명"(65 페이지)을 참조하거나 PDF 압축기 응용 프로그램의 도움말 버튼

을 누릅니다. 5. 문서의 첫 페이지에 대한 축소판 만 출력하려는 경우에만 첫 페이지를 

사용합니다. 모든 문서 페이지의 기타 축소판이 출력됩니다. 6. 페이지 미리보기를위한 

썸네일 이미지를 삽입하면 각 페이지의 썸네일 이미지가 출력 PDF 파일에 포함됩니다. 

결과적으로 PDF 파일의 크기는 커지지 만 Adobe ™ Reader ™의 [페이지] 패널에서 페이지 

이미지의 표시 속도가 빨라집니다. 이러한 축소판 이미지에는 임프린트 ( "머리글 및 바닥 

글 구성"(56 페이지) 참조) 또는 워터 마크 이미지 ( "워터 마크 삽입"(57 페이지) 참조)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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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anced 

 

 

1. 빠른 웹보기를 사용하면 출력 PDF 문서가 웹 브라우저에서 볼 수 있도록 최적화됩니다. 

첫 번째 페이지가 웹 브라우저에 표시되기 전에 표준 PDF 문서를 완전히 

다운로드해야합니다. 인터넷 연결이 느리거나 문서에 많은 페이지가 포함되어 있으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웹 최적화 된 PDF 문서는 데이터의 이 부분이 

다운로드되면 바로 첫 페이지를 보여줍니다. 또한 다른 문서 페이지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Adobe ™ Reader ™ 플러그인은 선택한 페이지를 다운로드합니다. Adobe 

™ Reader ™ 설정에 따라 나머지 페이지가 백그라운드에서 다운로드됩니다. 

 

2. PDF 레이어 스위치 활성화 ... 출력 PDF 문서 내에 PDF 레이어 스위치를 포함하거나 

비활성화 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이 켜지면 Adobe ™ Reader ™는 레이어 

탭 내에서 내부 레이어의 렌더링을 제어 할 수있는 스위치를 표시합니다: 

 

a. PDF 출력 형식 ( "데이터 출력 구성"(25 페이지 참조) 참조)이 최소로 설정된 경우. 

Reader ™ 6.0 : 배경 스위치를 사용하면 배경 이미지의 표시를 켜거나 끌 수 

있습니다. 백그라운드를 끄면 문서 스캔의 가독성이 높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텍스트 컬러 스위치를 사용하면 텍스트 영역의 색을 켜거나 끌 수 있습니다. 꺼지면 

모든 텍스트가 다시 렌더링됩니다. 원본 텍스트의 대비가 매우 낮 으면 텍스트의 

가독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b. PDF 출력 형식 ( "데이터 출력 구성"(25 페이지 참조) 참조)이 최소로 설정된 경우. 

Reader ™ 5.0 : 배경 스위치 만 나타납니다. PDF / A-1 출력 호환성에는 PDF 레이어 

스위치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PDF / A-1은 선택적인 내용의 사용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Adobe® Reader ™에서 PDF 파일을 열면 모든 레이어 

스위치가 켜집니다. Acrobat ™에서 파일을 연 경우에만 텍스트 레이어를 

표시하려면 파일을 열 때만 텍스트 레이어 표시를 활성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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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로컬로 파일을 쓰고 출력 폴더로 이동하면 출력 파일이 네트워크에있을 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특히 네트워크에서 데이터의 작은 부분을 전송하는 성능이 낮은 경우에 

유용합니다. 

 

4. PDF 입력 파일에서 책갈피 및 기타 메타 데이터를 선택적으로 복사 할 수 있습니다. 

래스터 화 PDF 입력을 구성하면 PDF 입력 파일을 래스터화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책갈피 및 기타 메타 데이터 복사 옵션을 선택하지 않으면 PDF 입력 파일에 포함 된 

모든 메타 정보가 손실됩니다. 

 

이 옵션을 사용하면 입력 파일의 모든 책갈피, XMP 메타 데이터 및 PDF 정보 사전의 

데이터가 해당 PDF 출력 파일에 복사됩니다. 고급 출력 옵션 대화 상자에 설정된 PDF 

메타 데이터 (즉, 비어 있지 않은 문자열)는 입력 파일에서 복사 된 모든 값을 덮어 

씁니다. PDF / A 호환 출력의 경우 PDF / A 호환 작업이 포함 된 북마크 만 복사됩니다 

(예 : 페이지 이동은 허용되지만 JavaScript 실행은 허용되지 않음). 또한 XMP 사양에서 

미리 정의 된 스키마의 XMP 데이터 만 복사됩니다. PDF 압축기는 스키마 유효성 

검사를 수행하지 않습니다. 이 옵션을 사용할 때 입력 파일에 제대로 구성된 XMP가 

포함되도록하는 것은 사용자의 책임입니다. 

 

5. 무효 메타 데이터 억제 옵션은 손상된 메타 데이터를 억제합니다. 입력 된 문서의 

처리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대신, PDF Compressor는 문제가있는 메타 데이터가 

전혀없는 것처럼 계속 처리하고 문서를 처리합니다. 

 

6. 팩스 그룹 4 TIFF로 흑백 분할 내보내기 마스크를 활성화하면 텍스트 레이어라고도하는 

MRC 압축의 마스크 레이어가 별도의 흑백 TIFF 파일로 내보내집니다. 이 TIFF 파일은 

PDF 출력 폴더에 저장되며 PDF 파일에 따라 이름이 지정됩니다. 여러 페이지 TIFF 

이미지는 여러 페이지 PDF 출력 파일에 대해 생성됩니다. 

 

7. PDF 소프트웨어로 텍스트의 태그 기반 해석을 지원하려면 구조 태그 추가 ...를 활성화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태그는 Adobe ™ Software의 "소리내어 읽기"기능을 

사용하여 PDF 결과를 성공적으로 읽는 데 필요합니다. PDF / A-1a 출력을 만들 때 이 

기능을 활성화 할 필요는 없습니다. 구조 태그는 PDF / A 성능 레벨 'a'출력의 경우 항상 

옵션이 비활성화 된 경우에도 생성됩니다. 

 

후 - 처리 구성 

사후 처리 탭에서는 처리 된 입력 파일에 대해 수행 할 추가 작업을 구성 할 수 있습니다. 

 

On Success 및 On Failure의 두 섹션은 입력 파일의 처리가 성공한 경우 (PDF 문서를 만들 

수있는 경우) 또는 실패한 경우 (PDF 출력 없음) 적용 할 작업을 정의 할 수 있습니다. 입력 

파일 처리가 완료되기 전에 작업이 사용자에 의해 중단 된 경우,  (사용자 중단이 성공 

또는 실패로 간주되지 않으므로)입력 파일은 이동 또는 삭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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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파일을 생성 할수 없는데는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로그 파일 ( "로그 파일"(82 페이지 

참조))에 기록 된 오류 메시지는 자세한 설명을 제공합니다. 일반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입력 파일이 없거나 필요한 액세스 권한이 없습니다. 

• 출력 파일이 이미 있지만 덮어 쓰기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출력 폴더는 새 파일을 만들 권한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 입력 파일이 손상되었거나 형식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성공적인 처리시의 조치 

1. 입력 파일 이름 바꾸기는 지정된 파일 이름 템플리트에 따라 입력 파일의 파일 이름을 

변경합니다. 가능한 이스케이프 시퀀스 목록은 "템플릿 문자열 구문 설명"(65 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도움말 단추 는 PDF Compressor 응용 프로그램에 이러한 목록을 

표시합니다. 
 

2. 입력 파일 처리 : 
 

a. 입력 파일 보관 : 파일은 해당 위치에 그대로 두지 만 입력 파일 이름 바꾸기 설정에 

따라 이름이 바뀔 수 있습니다. 

참고 :이 옵션을 사용할 때는 주의하셔야 합니다. 모든 매<number> 초 확인 및 기존 

출력 덮어 쓰기를 사용하면 동일한 문서를 계속해서 여러 번 변환합니다. 전환 할 

때마다 라이센스의 남은 페이지 수가 줄어 듭니다 ( "라이선스 관리"(85 페이지 참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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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입력 파일 삭제 : PDF 파일이 생성되면 입력 파일이 삭제됩니다. 일반 입력 디렉토리 

및 이름 수식어 (% F) 옵션을 사용하는 경우 파일, 책갈피, 메타 데이터 또는 숨겨진 

텍스트로 포함시키기위한 입력으로 사용되는 파일도 삭제됩니다. 이런 옵션을 

주의하십시오! 나중에 메모하면 출력 PDF가 사용자의 필요에 맞지 않습니다. 

(예제:원본 데이터를 잃어버린 것보다 더 나아진 품질이 필요합니다.) 
 

참고 :해당 옵션을 사용하면 입력 데이터를 영구적으로 삭제할 수 있습니다. 처리가 

실패하면 입력 데이터를 다른 처리 실행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c. 입력 파일을 폴더로 이동 : 찾아보기 버튼 을 사용하여 성공적으로 처리 된 모든 

입력 파일이 이동해야하는 대상 디렉토리를 선택하십시오. 입력 디렉토리가 재귀 

적으로 스캔되는 경우 해당 디렉토리 하위 트리가 생성되어 이동 된 입력 파일을 

보유합니다. 일반 입력 디렉토리 및 이름 수식어 (% F) 옵션이 사용될 경우 파일, 

책갈피, 메타 데이터 또는 숨겨진 텍스트로 포함시키기위한 입력으로 사용되는 

파일도 이동됩니다. 네트워크 공유 사용과 관련된 힌트는 "서비스 계정 선택"(91 

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이 옵션의 경우 대상 디렉토리에 입력 파일과 이름이 같은 파일이 이미있는 경우에 

동작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입력 파일이 이동되지 않거나 대상 디렉토리 내의 

파일을 덮어 쓰게됩니다. 
 

• 빈 폴더 삭제 :이 옵션은 입력 처리를 위해 입력 파일 이동 및 하위 폴더 포함을 

선택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입력 데이터 구성"(13 페이지 참조) 

비교 참조). 작업이 완료되거나 핫 폴더가 유휴 상태가되면 이동 된 입력 파일의 

디렉토리 하위 트리를 정리합니다. PDF Compressor는 사전에 필요한 폴더를 항상 

생성합니다. 즉, 성공시 해당 폴더로 이동해야하는 모든 파일이 처리되기 전에 

생성됩니다. 오류가 발생하면 폴더가 비어있을 수 있습니다. 빈 폴더 삭제는 

불필요한 폴더를 제거하여 파일 구조를 간소화합니다. 
 

3. 실행 명령 : 실행될 사용자 지정 명령 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사후 처리 명령 실행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처리 실패시의 조치 
 

1. 입력 파일 처리: 
 

a. 입력 파일 보관 : 파일은 해당 위치에 그대로 있습니다 (입력 파일에 대한 작업 없음). 
 

b. 입력 파일을 폴더로 이동 : 찾아보기 단추 를 사용하여 실패한 입력 파일을 모두 

가져올 대상 디렉토리를 선택하십시오. 입력 디렉토리가 재귀 적으로 스캔되면 해당 

디렉토리 하위 트리가 생성되어 이동 된 입력 파일을 보유합니다. 일반 입력 

디렉토리 및 이름 수식어 (% F) 옵션이 사용될 경우 파일, 책갈피, 메타 데이터 또는 

숨겨진 텍스트로 포함시키기위한 입력으로 사용되는 파일도 이동됩니다. 네트워크 

공유 사용에 대해서는 "서비스 계정 선택"(91 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이 옵션의 경우 대상 디렉토리에 입력 파일과 이름이 같은 파일이 이미 

포함되어있는 경우 동작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입력 파일이 이동되지 않거나 대상 

디렉토리 내의 파일을 덮어 쓰게됩니다. 

• 빈 폴더 삭제 :이 옵션은 입력 처리를 위해 입력 파일 이동 및 하위 폴더 포함을 

선택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계정 선택"(91 페이지) 및 "후 

처리 구성"(37 페이지) 참조). )). 작업이 완료되거나 핫 폴더가 유휴 상태가되면 

이동 된 입력 파일의 디렉토리 하위 트리를 정리합니다. PDF 압축기는 항상 

사전에 필요한 폴더를 만듭니다. 즉,모든 파일이 처리되기 전에 오류가 발생하면 

해당 폴더로 이동해야합니다. 오류가 발생하지 않으면 폴더가 비어있을 수 

있습니다. 빈 폴더 삭제는 불필요한 폴더를 제거하여 오류 폴더에있는 파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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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찾을 수있게 해줍니다. 
 

2. 실행 명령 : 실행될 사용자 지정 명령 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사후 처리 명령 실행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사후 처리 명령 실행 

PDF Compressor는 입력 파일 (또는 병합의 경우 여러 파일)의 처리가 성공 또는 실패한 

후 사용자 정의 명령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내장 된 사후 처리 기능 외에도 요구 사항을 

해결할 수있는 방법으로 PDF 압축기 작업을 사용자 정의하는 데 유용한 기능입니다. 

다음은 몇가지 일반적인 적용 사례입니다: 
 

• 입력 폴더에서 출력 폴더로 추가 파일을 복사하십시오. 

• 오류 처리에 대한 사용자 지정 작업 수행 (예 : 전자 메일 보내기) 

• 인식 된 바코드 값에 액세스하십시오. 

• 사용자 지정 검증 또는 유효성 검사 작업. 
 

PDF 압축기는 명령에 대한 새로운 프로세스를 작성합니다. 이 프로세스는 PDF 

Compressor 서비스와 동일한 자격 증명 및 사용 권한을 사용하여 동일한 컨텍스트 즉 

Windows 운영 체제의 세션 0에서 실행됩니다. 따라서 PDF 압축기 자체와 동일한 제한이 

적용됩니다. 
 

명령 프로세스는 PDF 압축기 프로세스의 환경을 상속합니다. 또한 환경은 입력 및 출력 

파일 및 기타 정보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하는 특수 변수 집합으로 확장됩니다 (아래 환경 

변수 절 참조). 
 

PDF 압축기는 프로세스의 표준 출력 및 표준 오류 스트림을 리디렉션합니다. 명령으로 

작성된 콘솔 출력은 PDF 압축기 로그 파일에 추가됩니다. 
 

사용 

명령은 유효한 실행 파일에 대한 완전한 경로를 선택적으로 인수로 지정해야합니다 

(선택적으로 인수 포함). 경로가 공백을 포함하고 있으면 따옴표로 묶으십시오. 
 

명령 행에서 직접 특수 환경 변수 (환경 변수 참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값에 공백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적절한 따옴표를 사용하십시오. 실행 전에 PDF 압축기는 % Name % 

형식과 일치하는 모든 기호를 확장합니다. 변수 이름을 모르는 경우 빈 문자열로 바뀝니다. 

명령 행에서 백분율 기호 (%)를 사용하려면 다른 백분율 기호 (%%)로 

이스케이프해야합니다. 

 

PDF 압축기는 프로세스의 종료 코드를 평가합니다. 0과 다른 값은 오류로 간주되어 로그 

파일에 통지됩니다. 참고 : 명령은 모든 측면에서 완료 처리 후에 실행되므로 사후 처리 

명령의 오류로 처리 상태가 "실패"로 변경되지 않습니다.다시 말하면, 사후 처리 명령이 

실패하더라도 성공적인 처리가 계속 성공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예제 

다음 예제는 사용자 정의 사후 처리 명령을 시작하는 데 도움이됩니다. 
 

cmd.exe /c "C:\MyScripts\postproc.bat" 

이 행은 사용자 정의 명령으로 배치 스크립트를 실행합니다. 

powershell.exe "C:\MyScripts\postproc.p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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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줄은 Windows PowerShell 스크립트를 사용자 지정 명령으로 실행합니다. 
 

C:\ToolDir\MyTool.exe "%LT_OutputFilePath0%" 

이 줄은 MyTool.exe를 사용자 지정 명령으로 실행하고 출력 파일을 첫 번째 인수로 

전달합니다. 
 

cmd.exe /c set 

이 행은 전체 환경 변수 세트를 로그 파일에 인쇄합니다. 이것은 환경이 명령을 찾는 방법을 

이해하는 데 유용 할 수 있습니다. 
 

cmd.exe /c "echo %FX_BarcodeValue0% > %%LT_OutputFilePath0: 

~0,-4%%.txt" 

이것은 인식 된 바코드를 일반 출력 파일 옆의 텍스트 파일에 저장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 

일 수 있습니다. LT_OutputFilePath 변수가 PDF Compressor에 의해 아직 확장되지 

않았지만 나중에 명령 해석기 (cmd.exe)에 의해 부분 문자열 구문 (: ~ 0, -4)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중 퍼센트 문자를 사용합니다. 

프로덕션을 위해 몇 가지 오류 검사를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제:바코드가 전혀 

발견되지 않으면 모든 것을 재사용 가능한 일괄 처리 스크립트에 넣습니다. 

환경 변수 

다음 표에는 PDF 압축기가 명령에 제공하는 환경 변수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변수 이름 설명 

%LT_ProcessingStatus% 성공 또는 실패. 입력 파일의 처리가 성공하면 값은 

Success로 설정되고 오류가 발생하면 값은 Fail로 

설정됩니다. 

%LT_ErrorMessage% 이 변수는 처리가 실패한 경우에만 사용 가능합니다. 

발생한 오류에 대한 설명이 들어 있습니다. 

%LT_JobName% 처리 된 작업의 이름. 

%LT_InputFileCount% 처리 된 입력 파일의 수. 작업에 "단일 PDF 문서에 대한 

폴더의 모든 페이지 병합"플래그 세트 또는 "임베드"탭에 

지정된 추가 입력 파일이 없으면 일반적으로 값은 1입니다. 

%LT_InputFilePath0% 

%LT_InputFilePath1% … 
처리 된 입력 파일에 대한 완전한 경로. 

 

0 %에서 (% LT_InputFileCount % - 1)까지 계산 된 % 

LT_InputFileCount % 많은 항목이 있습니다. 목록의 순서는 

파일의 처리 순서입니다. 추가 입력 파일 (예 : 임베드)은 

속한 주 입력 파일 바로 뒤에 나열됩니다. 
 

참고 : 명령은 내장 된 사후 처리가 포함 된 완료 처리 후에 

실행됩니다. 따라서 적용된 경우 이동 또는 이름 바꾸기 

작업을 수행 할 때 제공되는 경로가 원래 입력 경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작업이 성공적으로 처리 된 후 입력 파일을 

삭제하도록 구성된 경우, 사용자 정의 명령은 원래 입력 

파일 경로와 함께 제공되지만 명령이 실행될 때 이 파일은 

이미 삭제되었습니다. 
 

참고 : 표준 작업의 경우 정확히 하나의 입력 파일이 

있으며 % LT_InputFilePath0 % 변수에는 완전한 경로가 

포함됩니다 (% LT_InputFileCount %의 설명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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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이름 설명 

%LT_OutputFileCount% 생성 된 출력 파일 수. 일반적으로 XML 또는 TXT, 축소판 

이미지 또는 출력 분할 옵션으로 OCR 결과와 같은 추가 

출력 파일을 생성하지 않는 한 값은 1입니다. 
 

PDF 압축기가 불완전한 출력을 제거하기 때문에 처리가 

실패하면 출력 파일의 수는 항상 0입니다. 

%LT_OutputFilePath0% 
%LT_OutputFilePath1% … 

생성 된 출력 파일에 대한 완전한 경로. 0 %에서 (% 

LT_OutputFileCount % - 1)까지 카운트 된 % 

LT_OutputFileCount % 많은 항목이 있습니다. 목록의 

순서는 생성 순서입니다. 추가 출력 파일 (예 : OCR 결과)은 

속한 기본 출력 파일 바로 뒤에 나열됩니다. 
 

처리가 실패하면 PDF 압축기가 불완전한 출력을 제거하기 

때문에 출력 파일이 전혀 없습니다. 
 

참고 : 표준 작업의 경우 정확히 하나의 출력 파일이 

있고 % LT_OutputFilePath0 % 변수에는 정규화 된 경로가 

포함됩니다 (% LT_OutputFile- Count %의 설명 참조). 

%LT_OutputPageCount% 생성 된 출력 파일의 페이지 수. 
 

PDF 압축기가 불완전한 출력을 제거하기 때문에 처리가 

실패하면 출력 파일의 페이지 수가 항상 0입니다. 

%FX_BarcodeCount% 인식 된 바코드 값의 수입니다. 이 변수는 바코드 인식이 

활성화 된 경우에만 설정됩니다. % LT_Bar-codeCount %도 

제공됩니다. 

%FX_BarcodeValue0% 

%FX_BarcodeValue1% … 

인식 된 바코드 값 목록입니다. 0 %에서 (% FX_ 

BarcodeCount % - 1)까지 계산 된 % FX_ BarcodeCount % 

많은 항목이 있습니다. 목록의 순서는 검색 순서입니다. 

LT_로 시작하는 이전 이름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FX_BarcodeType0% 

%FX_BarcodeType1% … 

인식 된 바코드의 유형. 유형은 대화 상자의 이름과 

유사하지만 대문자와 숫자로 단순화됩니다. 어떤 이유로 

유형을 알 수없는 경우, 유형 이름은 AUTODETECT로 

제공됩니다. 

%FX_BarcodePage0% 

%FX_BarcodePage1% … 

각 바코드가 인식 된 입력의 페이지 번호. 페이지 번호는 

1부터 시작합니다. 여러 입력 문서의 경우 페이지 번호는 

연결된 단일 문서 인 것처럼 계산됩니다. 

%FX_BarcodeProfile0% 

%FX_BarcodeProfile1% … 

바코드의 프로필 이름입니다. 참고 : 바코드는 여러 개의 

프로필과 일치 할 수 있으므로 여러 번보고됩니다. 

 

OCR 구성 

OCR 탭에는 선택적 OCR (래스터 입력 문서에서 텍스트 인식)을 구성하기위한 옵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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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드 섹션에서는 OCR 정확도와 속도 사이의 균형을 제어 할 수 있습니다. 

 

a. 문자 인식에서 가장 높은 정확도를 제공하는 모드가 가장 정확합니다. 입력 이미지 

품질이나 해상도가 낮고 인식 시간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경우 사용해야합니다. 

 

b. 균형은 가장 정확하고 빠른 모드 사이의 중간 모드입니다. 

 

c. Fast는 인식 속도가 2 - 2.5 배 빨라지고 ，대가는 적당히 증가 된 오류율 (1.5 - 2 배 

오류) 이 입니다. 좋은 인쇄 품질의 텍스트에서 OCR 엔진은 페이지 당 평균 1 ~ 2 

개의 오류를 내며, 대부분의 경우 오류율의 적당한 증가가 허용 될 수 있습니다. 

 

2. 목록에서 OCR 인식 언어를 선택하십시오. 문서에 나타나는 언어를 정확하게 선택하면 

텍스트 인식이 더 정확 해집니다. 더 많은 언어가 요청시 제공됩니다 

(pdf_compressor@foxitsoftware.com [mailto : pdf_compressor@foxitsoftware.com]로 

전자 메일을 보내주십시오). 

 

참고 : "추가 OCR 언어"(3 페이지) 및 "사용자 지정 OCR 사전"(4 페이지)에서 추가 언어 

및 사용자 지정 사전에 대한 추가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중국어, 일본어 및 한국어 

(CJK) 언어 용 OCR은 사용할 수 있지만 전용 라이센스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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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른 출력 형식을 선택할 수 있으며 PDF 출력 외에도 OCR 결과를 다양한 형식으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참고 : 추가 OCR 출력을 선택할 때마다 덮어 쓰기 방지 ( "데이터 출력 구성"(25 페이지 

참조)의 출력 탭에 기존 덮어 쓰기 참조)이 추가 파일 형식으로 확장됩니다. 예 : 출력 

이름은 outfile.pdf이고, 추가 일반 텍스트 OCR 출력을 선택하고 기존 덮어 쓰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outfile.pdf 또는 outfile.txt 파일이 이미 있으면 PDF Compressor는 해당 

입력 파일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기존 파일을 덮어 쓰려면 기존 덮어 쓰기를 

활성화해야합니다. 

 

중요 참고 사항 : 추가 OCR 출력 형식 중 일부는 보조 파일 (예 : 출력 HTML 파일 내에서 

사용할 JPEG 이미지)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조 파일은 덮어 쓰기 방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조 파일과 이름이 같은 기존 파일은 기존 덮어 쓰기 설정에 관계없이 

덮어 쓰게됩니다. 보조 파일을 만드는 형식은 아래 목록을 참조하십시오. 

 

a. 일반 텍스트는 OCR 결과를 서식없는 텍스트 (ANSI 코드 페이지)로 내 보냅니다. 

확장자는 * .txt입니다. 보조 파일이 없습니다. 

 

b. CSV는 OCR 결과를 쉼표로 분리 된 값으로 일반 텍스트 (ANSI 코드 페이지)로 내 

보냅니다. 입력 된 문서에 다른 응용 프로그램으로 가져와야하는 테이블이 

포함되어있을 때 주로 사용됩니다. 확장자는 * .csv입니다. 보조 파일이 없습니다. 

 

c. 서식 있는 텍스트(RTF)는 Microsoft RTF 형식으로 (Microsoft Word에서 열 수있는) 

OCR 결과를 내 보냅니다. 확장자는 * .rtf입니다. 보조 파일이 없습니다. 

 

d. HTML은 OCR 결과를 HTML 형식으로 내 보냅니다. 확장자는 * .htm입니다. 포함 된 

이미지는 <output-name> - <image-num-jer> .jpg 명명 규칙을 사용하여 보조 

파일로 저장됩니다. 

 

e. MS Excel은 OCR 결과를 Microsoft Excel 형식으로 내 보냅니다. 확장자는 * .xls입니다. 

보조 파일이 없습니다. 

 

MS PowerPoint는 OCR 결과를 Microsoft PowerPoint ™ 형식으로 내 보냅니다. 

확장자는 * .ppt입니다. 보조 디렉토리 <output-name> _files가 작성됩니다. 여기에는 

PowerPoint 문서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파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f. ALTO는 OCR 결과를 공개 XML 표준 ALTO (분석 된 레이아웃 및 텍스트 객체)로 내 

보냅니다. 

 

g. EPUB는 OCR 결과를 전자 서적 용 EPUB 형식으로 내 보냅니다. 

 

h. XML은 OCR 결과를 XML 형식으로 내 보냅니다. 확장자는 * .xml입니다. XML 스타일은 

XML 옵션 옆의 목록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i. 전체 - 모든 가능한 XML 속성이 기록됩니다 (큰 XML 파일). 

 

ii. 단순화 - 일부 선택적 속성은 표시되지 않습니다 (더 작은 XML 파일). 

 

iii. 단어 수준 - 자세한 문자 관련 정보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인식 된 텍스트는 서식 

요소의 직접 내용으로 설정됩니다. 결과 XML 파일은 매우 작기 때문에 (단순화 된 

것보다 훨씬 작음) 사람이 읽고 쉽게 처리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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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줄 수준 - 단어 수준과 비슷하지만 서식 정보가 없습니다. 

 

v. ABBYY - FineReader 엔진이 작성한 기본 XML 형식에 해당합니다. 내용은 추가 

XML 형식 지정 태그로 둘러싸인 텍스트 행으로 작성됩니다. 

 

vi. ABBYY 확장 - ABBYY XML 형식으로 사용할 수있는 단락, 줄 및 문자 특성 및 서식 

정보의 전체 범위에 해당하지만 단어 또는 문자 인식 변형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참고 : Deskewing 옵션을 ABBYY 또는 ABBYY 확장 XML 형식과 함께 선택하면 

추가 Deskew XML 좌표 옵션을 사용하여 XML 파일에 기록 된 좌표가 원래 

이미지를 참조할지 또는 기울어 짐 제거 된 결과를 참조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전체(Full), 단순화(Simplified), 단어 수준(Word-level)및 줄 수준(Line-level )형식의 

경우 XML 파일에 지정된 좌표는 항상 다시 샘플링되고 왜곡되지 않은 입력 

이미지와 관련됩니다 ( "고급 입력 옵션 구성"(20 페이지) 비교 참조). 

 

4. OCR 엔진이 페이지의 기울기를 조정 (정렬)하려면 기울어 짐 보정을 사용하십시오. 이 

옵션은 래스터 입력 문서 또는 래스터 화 된 PDF에만 적용됩니다. 

 

5. 페이지 방향 자동 감지는 페이지 이미지를 90도 단위로 회전하여 텍스트의 방향이 

올바른지 확인합니다. 이 기능은 페이지가 잘못된 방향으로 스캔되었지만 래스터 입력 

문서 나 래스터 화 된 PDF에서만 작동합니다. 

 

고급 OCR 옵션 

 

고급 OCR 옵션 대화 상자는 OCR 탭의 고급 OCR 옵션 버튼을 통해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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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정 활자체 글꼴 검색에 대한 특별한 요구 사항이없는 한 OCR 인식 된 텍스트 유형 

목록에는 Normal 텍스트 유형에 대한 선택 사항 만 포함되어야합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타이포그래피 유형의 텍스트를 나타냅니다. 

 

참고 : 한 번에 두 개 이상의 항목을 선택할 때마다 OCR 프로세스는 선택한 텍스트 

유형 중에서 자동 텍스트 유형 감지를 트리거하므로 속도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OCR은 주어진 텍스트 유형에 대해 여러 번 실행될 수도 있습니다. 

 

참고 : 보통과 다른 것을 선택할 때마다 일반 텍스트가 적절한 정확도로 감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문서가 목록에있는 특수한 활자체 글꼴을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목록에서이 글꼴 

만 선택하면 더 나은 OCR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문서에 일반 글꼴과 특수 글꼴이 혼합되어 있으면 목록에서 여러 글꼴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OCR은이 경우 더 느리게 실행됩니다. 

 

a. 보통(Normal) :이 선택은 일반적인 타이포그래피 유형의 텍스트에 해당합니다. 

 

b. 타자기(Typewriter) :이 선택은 OCR 엔진이 인식 된 페이지의 텍스트가 타자기에 

입력되었다고 추정하도록 지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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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도트 매트릭스 프린터(Dot matrix printer) :이 선택 사항은 인식 된 페이지의 텍스트가 

도트 매트릭스 프린터로 인쇄된다고 추정하도록 OCR 엔진에 지시합니다. 

 

d. OCR A :이 선택은 광학 문자 인식을 위해 고안된 모노 간격 글꼴에 해당합니다. 은행, 

신용 카드 회사 및 이와 유사한 비즈니스에서 주로 사용합니다. 이것은 ANSI INCITS 

17-1981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 OCR B :이 선택은 광학 문자 인식을 위해 고안된 글꼴에 해당합니다. OCR A의 후속 

버전이며 ISO 1073-2에서 표준화되었습니다. 

 

f. MICR E13B :이 선택은 특수 자기 잉크로 인쇄 된 특수 문자 세트에 해당합니다. MICR 

(자기 잉크 문자 인식) 문자는 개인 수표를 포함하여 다양한 장소에서 발견됩니다. 
 

g.  MICR CMC7 :이 선택 항목은 특수 MICR 바코드 글꼴 (CMC-7)에 해당합니다. 
 

h. Gothic :이 옵션을 선택하면 고딕 문자를 인식 할 수 있습니다. Gothic 용 추가 파일 

패키지와 전용 라이센스는 고딕 스크립트를 인식하는 데에도 필요합니다. 

 

2. 고속 이진화 방법을 사용하여 OCR이 빠른 이미지 왜곡 알고리즘을 사용하게하십시오. 

대부분의 경우 이는 OCR 처리 속도가 현저히 빨라지지만 (특히 극적으로) 인식 품질이 

저하 될 수 있습니다. 

 

3. 텍스트 색상 감지 기능을 사용하면 텍스트 및 배경 색상을 감지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추가 출력 형식이 사용될 때 텍스트 및 배경색 정보 (서식있는 텍스트, HTML, MS Excel, 

MS PowerPoint 및 XML)를 전달할 수있는 경우에만 관련이 있습니다. 문자 및 배경색을 

감지하면 인식 속도가 약간 떨어집니다. 

 

4. 사진을 감지하면 페이지 분석 중에 이미지로 인식되는 영역을 무시하고 더 빨리 인식 할 

수 있습니다. 사진 안에있는 페이지의 모든 텍스트를 인식하는 옵션을 비활성화하십시오. 

 

5. 밝기 균일화 옵션을 사용하면 콘트라스트가 낮거나 잡음이 많은 입력 페이지의 인식 

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6. 성능 및 텍스트 구조는 표 인식 옵션의 영향을받습니다. 테이블 인식을 비활성화하면 

인식 속도가 약간 빨라질 수 있습니다. 셀당 단일 행과 구분 기호로 분리 옵션은 인식 

할 테이블 구조를 정의합니다. 

 

7. PDF 파일을 출력하지 않음 옵션은 압축 된 PDF 파일의 출력을 비활성화합니다. 위에 

설명 된대로 OCR 결과가 일부 추가 출력 형식으로 출력되는 것에 독점적으로 관심이있는 

경우에만 의미가 있습니다. 추가 출력 형식 중 하나 이상을 선택하지 않으면 PDF 출력을 

비활성화 할 수 없습니다. 

 

8. OCR은 매우 큰 페이지에서 오랜 시간이 걸리거나 실패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페이지에 

텍스트 콘텐츠가 대부분없는 경우에는 특히 그렇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페이지에서 

OCR을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매우 큰 용지뿐만 아니라 일반 텍스트 페이지가 포함 된 

입력을 혼합 한 경우 옵션보다 큰 페이지에 대해서는 OCR 건너 뛰기를 선택하십시오. 

OCR을 통해 실행해야하는 페이지의 최대 크기는 밀리미터 또는 인치로 표시 할 수 

있습니다. 

 

9. 래스터 라이 제이션없이 PDF 입력을 처리 할 때 페이지에 이미 텍스트가 포함되어 있으면 

OCR 건너 뛰기 옵션이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실제 텍스트 (글꼴로 설정)가있는 모든 

페이지에서 OCR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텍스트가 OCR에 의해 처리 될 래스터 이미지를 

다룰 수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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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PDF 문서의 일부 규정에는 숨겨진 텍스트에만 사용되는 글꼴까지 포함하여 모든 

글꼴이 포함되어야합니다. PDF 및 PDF / A는 이것을 요구하지 않으며 PDF 압축기의 

기본 동작은 이러한 글꼴을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보다 제한적인 규칙을 준수하려면 

OCR 결과에 글꼴 포함을 선택합니다. 
 

11. 입력 문서에서 텍스트가 발견되지 않았 으면 텍스트를 찾을 수없는 경우 오류 발생 

옵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2. OCR 오류는 OCR 중 오류가 경고로 보고되지만 영향을받는 문서의 처리는 중지되지 

않는다는 경고로 처리하십시오. 
 

13. 추가 OCR 출력 파일을 출력 PDF 파일 옆에 배치하지 않고 자체 디렉토리에 

배치하려면 별도의 디렉토리에 OCR 출력 파일 추가를 선택합니다. 찾아보기 버튼을 

사용하여 디렉토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9. 전체 입력 디렉토리 트리를 처리 할 때 

( "입력 데이터 구성"(13 페이지 참조) 참조), 지정된 하위 디렉토리 트리가 지정된 OCR 

출력 디렉토리 아래에 작성됩니다. 

바코드 인식 구성 

바코드 탭에는 바코드 인식 옵션이 있습니다. 몇 가지 유형의 바코드를 인식 할 수 있으며 

바코드의 값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탭에서 바코드 유형 또는 

바코드 값을 감지하면 수행 할 작업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설정을 바코드 

프로필이라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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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탭에는 사용자가 정의한 바코드 프로파일의 개요가 표시됩니다. 하나 이상이있을 수 

있으며, 그들을 구분할 수 있도록 의미있는 이름을 줄 수 있습니다. 새로 작성 및 삭제 

단추를 사용하여 프로파일을 작성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화살표 단추를 사용하여 

프로파일의 순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탭에서 나가면 자동으로 번호가 다시 

매겨집니다. 
 

바코드 프로필 옵션 

바코드 프로파일 옵션 대화 상자는 바코드 탭의 바코드 프로파일 편집 버튼을 통해 

열립니다. 여기서 프로파일의 모든 세부 사항을 지정합니다. 
 

 

인식 된 바코드 값을 PDF 메타 데이터 ( "PDF 메타 데이터"(33 페이지 참조))에 추가하여 

출력 파일 이름( "데이터 출력 구성"(25 페이지 참조) 참조) 을 지정하고 새 출력 

문서(바코드 감지로 출력 분할, "데이터 출력 구성"(25 페이지 참조))의 시작을 트리거 할 

수 있습니다. 

 

1. 대화 상자 상단에서이 프로필에 이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름은 예를 들어 

프로파일 개요에서 사용되므로 이를 인식 할 수 있습니다. 
 

2. 감지 된 바코드 유형은 확인란 목록을 사용하여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원되는 바코드 

유형을 인식하는 자동 감지 또는 나머지 목록에서 하나 이상의 유형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많은 1D 바코드 및 2D 바코드가 지원됩니다. 항상 최소한 하나의 유형을 

선택해야합니다. 
 

3. 페이지 또는 영역의 첫 번째 바코드 만 인식, 이전 버전의 PDF 압축기에서는 페이지의 

첫 번째 바코드 만 인식됩니다. 기존 작업이 그대로 작동하도록하려면 이 옵션이 

선택되어 있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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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체 페이지 영역에서 바코드를 감지하지 않고 바코드가 감지 될 특정 영역을 

지정하려면 탐지 제한 사각형을 선택하십시오. 

 

직사각형 영역은 두 점 (예 : 직사각형의 왼쪽 위 모서리 및 오른쪽 아래 모서리)을 

지정하여 정의됩니다. 점은 페이지의 왼쪽 또는 오른쪽 가장자리와의 거리 및 페이지의 

위쪽 또는 아래쪽 가장자리까지의 거리에 의해 제공됩니다. 드롭 다운 선택기를 

사용하여 수평 거리를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설정하고 수직 거리를 위 또는 아래로 

설정하십시오. 거리는 cm 또는 inch 단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5. 바코드의 감지는 주어진 정규 표현식과 일치하는 바코드 값으로 제한 될 수 있습니다. 

Enable을 정규식과 일치하는 값으로 제한하고 해당 필드에 해당 표현식을 입력합니다. 

정규 표현식의 정의는 "정규 표현식 대체"(69 페이지 참조)에서 정의 된 구문의 

<regexp> 부분을 참조하십시오. 

 

예제 : 숫자 4로 시작하고 임의의 숫자로 시작하는 바코드 만 검색하려면 정규식 4 [0-

9] *를 사용하십시오. 

 

6. 주어진 모든 제한 사항과 관련하여 인식 된 바코드가 포함 된 페이지를 출력하지 

않도록 검색된 바코드가 포함 된 페이지 제외를 사용합니다. 일반적으로 여러 입력 

문서가 바코드가있는 일반 페이지로 구분되어 참조 할 때 사용됩니다. 

 

7. 각 바코드에 북마크 추가를 사용하여 위의 제한 사항과 일치하는 각 바코드의 바코드 

페이지를 가리키는 책갈피를 추가하십시오. 페이지 제외가 활성화되면 북마크는 다음 

페이지를 가리 킵니다. 책갈피 값이 제목으로 사용됩니다. 

 

8. 모든 바코드 값을 새 값으로 처리 옵션은 반복되는 바코드 값과 관련하여 동작을 

변경합니다. 기본 동작은 해당 값이 (동일한 프로파일의) 바로 앞선 바코드 값과 같으면 

바코드 어커런스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모든 바코드 값을 새 값으로 처리하면 모든 

바코드 인스턴스는 해당 값이 처음 발견 된 것처럼 처리됩니다. 

 

서로 다른 프로필에 지정된 옵션은 서로를 제외 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바코드는 

여러 프로파일에 의해 일치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바코드로 인해 취해진 모든 작업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V 템플릿 변수는 첫 번째 프로필의 바코드로만 설정됩니다. 

 

파일 및 데이터 포함 구성  

속성 대화 상자의 포함 탭을 사용하면 여러 가지 유형의 포함 파일 또는 PDF 출력 파일에 

대한 보조 데이터에 대한 옵션을 구성 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임베딩 구성 데이터 임베딩 

아래에있는 세 개의 버튼은 PDF 출력 파일에 세 가지 종류의 보충 데이터를 포함하도록 

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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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가지 종류의 데이터 (XMP 메타 데이터, PDF 책갈피 및 XML OCR 결과)는 해당 방언의 

XML을 포함하는 파일에서 읽습니다. XML 인코딩은 UTF-8이어야합니다. 

 

참고:처리 후에 입력 파일을 이동 또는 삭제하도록 구성된 입력 처리 ( "후-처리 구성"(37 

페이지) 참조)는 주 입력 파일(일반 입력 디렉토리) 옆에 위치하고 비 정적 파일 이름 (파일 

이름 템플릿에 이스케이프 시퀀스)이있는 경우에만 이 파일에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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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MP- 메타 데이터 포함 옵션  
 
 

 

1. XMP XML 형식의 기존 메타 데이터를 출력 PDF에 포함하려면 XMP 메타 데이터 

포함을 선택합니다. 

 

a. PDF 입력 파일에 이미있는 메타 데이터를 바꾸려면 기존 XMP 메타 데이터 바꾸기를 

선택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이러한 데이터가 보존되고 추가 메타 데이터가 

추가됩니다. 이 설정은 PDF가 아닌 다른 형식의 입력 파일에는 영향을주지 않습니다. 

 

b. 일반 입력 디렉토리를 선택하여 압축 할 입력 파일과 동일한 디렉토리에서 XMP 

메타 데이터 파일을 읽습니다. 또는 디렉토리를 선택하고 다른 소스 디렉토리를 

지정하십시오. 

 

c. 파일 이름 템플리트에서 압축을위한 해당 입력 파일의 이름에서 각 XMP 메타 

데이터 입력 파일의 이름을 파생시키는 템플리트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템플릿 

구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후- 처리 구성"(37 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d. XMP 페이지 메타 데이터 복사를 사용하여 TIFF 파일에 포함 된 XMP 메타 데이터를 

결과 PDF 페이지에 연결된 메타 데이터로 복사합니다. 

 

e. 입력 파일 목록 추가를 선택하면 모든 입력 파일의 전체 경로를 XMP 문서 메타 

데이터의 목록에 추가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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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마크 포함 옵션 
 

1. 입력 파일을 병합 할 때만 입력 파일 (...) 당 하나의 책갈피 포함 옵션이 사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출력 파일의 원래 첫 페이지 위치를 가리키는 각 입력 파일의 책갈피가 

삽입됩니다. 

 

2. PDF 책갈피에 Embed를 선택하여 기존 책갈피를 XML 형식으로 출력 PDF에 

삽입하십시오. XML 인코딩은 utf-8이어야합니다. XML 샘플 파일과 스키마 정의는 설치의 

examples 하위 폴더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a. PDF 입력 파일에 이미있는 책갈피를 바꾸려면 기존 PDF 책갈피 바꾸기를 선택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이러한 항목이 보존되고 추가 메타 데이터가 추가됩니다. 이 설정은 PDF가 

아닌 다른 형식의 입력 파일에는 영향을주지 않습니다. 

 

b. 일반 입력 디렉토리를 선택하여 압축 용 입력 파일과 동일한 디렉토리에서 PDF 책갈피 

파일을 읽으십시오. 또는 디렉토리를 선택하고 다른 소스 디렉토리를 지정하십시오. 

 

c. 파일 이름 템플리트에서 압축을 위해 해당 입력 파일의 이름에서 각 PDF 책갈피 입력 

파일의 이름을 파생시키기위한 템플리트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템플릿 구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후- 처리 구성"(37 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XML OCR 결과 포함 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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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mbed XML OCR 결과를 선택하여 OCR 결과를 ABBYY XML 형식으로 출력 PDF 

파일에 삽입하십시오. 귀하의 문서에 대한 그러한 OCR 결과가 이미 존재하는 경우, 

이를 OCR에 파일을 다시 제출하지 않고 숨겨진 텍스트로 포함시킬 수도 있습니다. 

XML 인코딩은 UTF-8이어야하며 ABBYY XML 형식의 XML 스키마 위치는 

http://www.abbyy.com/FineReader_xml/FineReader6-schema-v1.xml입니다. 

 

참고 : PDF 압축기로 XML 파일을 분리하여 작성한 OCR 결과는 나중에 전체 옵션 또는 

단순 옵션을 사용하여 작성된 경우에만 채울 수 있습니다. 

 

참고 : PDF 입력 파일에 숨겨진 텍스트가 이미 포함되어 있고 PDF 최적화 모드에서 

처리되는 경우 XML OCR 결과 포함은이 텍스트를 제거하거나 대체하지 않습니다. PDF 

Compressor는 포함 된 추가 숨겨진 텍스트를위한 추가 레이어를 추가합니다. 

 

a. PDF 문서의 일부 규정에는 숨겨진 텍스트에만 사용되는 글꼴까지 포함하여 모든 

글꼴이 포함되어야합니다. PDF 및 PDF / A는 이것을 요구하지 않으며 PDF 압축기의 

기본 동작은 이러한 글꼴을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보다 제한적인 규칙을 준수하려면 

OCR 결과에 글꼴 포함을 선택합니다. 

 

b. 일반 입력 디렉토리를 선택하여 압축 용 입력 파일과 동일한 디렉토리에서 XML OCR 

결과 파일을 읽습니다. 또는 디렉토리를 선택하고 다른 소스 디렉토리를 지정하십시오. 

 

c. 파일 이름 템플리트에서 압축을 위해 해당 입력 파일의 이름에서 각 읽기 XML OCR 

결과 파일의 이름을 파생시키기위한 템플리트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템플릿 구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후- 처리 구성"(37 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파일 포함 옵션   

 

 [파일 포함 옵션] 대화 상자의 [파일 포함] 그룹을 사용하면 파일을 PDF 출력 파일에 첨부 

파일로 추가하는 옵션을 구성 할 수 있습니다. 

 

참고 : 이 기능은 PDF / A-1 출력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PDF / A-2 문서는 PDF / A-1 

또는 PDF / A-2 만 포함하도록 제한됩니다. PDF / A 문서를 만들고 모든 유형의 파일을 

첨부하거나 ZUGFeRD 호환 송장을 만들려면 PDF 출력 형식을 PDF / A-3로 

설정해야합니다 ( "데이터 출력 구성"(25 페이지 참조) 참조). 

 

참고 : 작업에 대해 구성된 사후 사후 처리 ( "데이터 출력 구성"(25 페이지 참조) 참조)을 

사용하면 포함 파일에 처리가 적용된 후 입력 파일을 이동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기본 입력 파일 (일반 입력 디렉토리) 옆에 있으며 정적 파일 이름 (파일 이름 템플리트에 

이스케이프 시퀀스)이 있습니다. 

 

1. 원본 파일을 출력 PDF에 포함하려면 입력 파일 삽입을 선택합니다. 

 

2. ZUGFeRD XML 포함 옵션은 XML 송장 데이터를 첨부 파일로 PDF / A-3 파일에 

임베드하는 독일 국가 표준을 나타냅니다. 이 옵션을 선택하면 PDF 컴프레서가 

ZUGFeRD 표준에서 요구하는 제한 조건을 자동으로 확인하고 준수합니다. 

 

3. ZUGFeRD Embedding 단추는 다음 대화 상자를 불러와 XML 송장 데이터 임베딩을 

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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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일반 입력 디렉토리를 선택하여 입력 파일과 동일한 디렉토리에서 XML 송장 데이터 

파일을 읽습니다. 또는 다른 디렉토리를 선택하고 다른 소스 디렉토리를 

지정하십시오. 

 

b. 입력에서 이름 템플리트를 적용하여 해당 XML 파일의 이름을 해당 입력 파일의 

이름에서 파생시킬 수 있습니다. 템플릿 구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템플릿 문자열 

구문 설명"(65 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4. 다른 파일 포함을 선택하여 첨부 파일로 다른 파일을 출력 PDF에 포함하십시오. 

 

5. 파일 포함 옵션을 클릭하면 더 많은 구성 설정으로 다음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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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압축 용 입력 파일과 동일한 디렉토리에서 첨부 파일을 읽으려면 일반 입력 

디렉토리를 선택하십시오. 또는 다른 디렉토리를 선택하고 다른 소스 디렉토리를 

지정하십시오. 

 

b. 입력에서 입력 파일 당 하나의 특정 파일을 포함 시키려면 파일을 선택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Directory를 선택하여 PDF Compressor가 입력 파일별로 하나의 특정 

디렉토리에 포함 된 모든 파일을 포함하도록합니다. 파일 또는 디렉토리 이름은 

이름 템플리트를 통해 구성해야합니다. 

 

c. 이름 템플리트를 사용하면 압축을 위해 해당 입력 파일의 이름에서 각 첨부 파일 

입력 파일 또는 디렉토리의 이름을 파생시키기위한 템플리트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템플릿 구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템플릿 문자열 구문 설명"(65 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d. 드롭 다운 목록에서 문서에 대한 관계를 선택합니다. 다음 값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i. 없음(None) : 출력 PDF에 관계 정보를 추가하지 마십시오. 참고 : PDF / A-

3에서는 각 내장 파일에 대해 관계를 지정해야합니다. 따라서 PDF 압축기는이 

옵션이 선택되고 호환성이 PDF / A-3로 설정된 경우 자동으로 관계를 지정되지 

않음으로 설정합니다. 

 

ii. 지정되지 않음(Unspecified) : 관계가 알려지지 않았거나 아래의 다른 값 중 

하나를 사용하여 설명 할 수 없을 때 사용됩니다. 

 

iii. 원본(Source) : 첨부 파일이 문서의 원본 원본 자료 인 경우 사용됩니다. 

 

iv. 데이터(Data) : 첨부 파일이 표나 그래프와 같은 시각적 표현을 유도하는 데 사용 

된 정보를 나타내는 경우에 사용됩니다. 

 

v. 대안(Alternative) : 첨부 파일이 오디오의 대체 표현 인 경우에 사용됩니다. 

 

vi. 보충(Supplement) : 첨부 파일이 원본 소스 또는 더 쉽게 소비 할 수있는 

데이터의 보충 표현 (예 : MathML 버전의 방정식)을 나타내는 경우에 사용됩니다. 

 

e. PDF 압축기는 이미지 파일, 사무실 파일 등과 같은 많은 일반적인 형식의 첨부 파일 

형식을 자동으로 검색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첨부 파일의 MIME 형식을 명시 적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구문 : type / subtype을 사용하십시오. 

 

머리글 및 바닥 글 구성 

 

머리글 옵션 및 바닥 글 옵션 단추를 사용하면 각 출력 PDF 페이지에 추가되는 추가 

텍스트를 구성 할 수 있습니다. 라벨을 추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 : "초안", 

페이지 번호, 변환 날짜 및 시간 및 기타 정보). 주어진 텍스트는 글꼴, 글꼴, 색상 크기 및 

위치와 관련하여 사용자 정의 할 수 있습니다. 머리글 옵션과 바닥 글 옵션 대화 상자는 

제목을 제외하고는 동일합니다. 따라서 머리글 대화 상자에 대해서만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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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수 및 짝수 페이지의 경우 다른 텍스트와 가로 위치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해당 텍스트  

필드가 비어 있으면 해당 텍스트가 추가되지 않습니다. 같은 텍스트를 각 페이지에 추가하려면 

짝수 페이지를 짝수 페이지와 동일하게 설정하십시오. 

 

1. 홀수 페이지 및 / 또는 짝수 페이지에 텍스트를 입력하십시오. 입력 된 문자열에는 

머리글 또는 바닥 글이 페이지에 인쇄되면 해당 대체 텍스트로 대체되는 이스케이프 

시퀀스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가능한 이스케이프 시퀀스의 목록은 "데이터 출력 

구성"(25 페이지 참조)을 참조하십시오. 도움말 단추 는 PDF Compressor 응용 

프로그램에 이러한 목록을 표시합니다. 

 

2. 수평 위치는 오른쪽, 중앙 또는 왼쪽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3. 수직 위치는 상단, 중간 또는 하단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4. 글꼴 크기는 임의의 양수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5. Times, Helvetica 및 Courier의 3 가지 글꼴은 각각 로마자, 굵게, 기울임 꼴 및 굵게 

기울임꼴로 선택 될 수 있습니다. 

 

6. 인쇄 된 문자는 주어진 색상으로 채우거나 외곽선을 그릴 수 있거나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텍스트는 원본 문서의 모양을 변경하지 않고 출력 PDF 내에서 

텍스트 검색을 허용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7. 색상 버튼 을 클릭하여 글꼴 색상을 선택하십시오. 
 

워터 마크 삽입 
 

워터 마크 옵션 버튼은 각 출력 페이지에 추가 이미지 (예 : 회사 로고)를 추가 할 수있는 

대화 상자를 표시합니다. 추가 할 이미지에 대해 위치, 크기, 배율 및 투명도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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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DF 파일의 각 출력 페이지에 추가 할 워터 마크 이미지 파일을 선택하십시오. 

찾아보기 단추 를 사용하여 파일을 선택하십시오. 네트워크 공유 사용과 관련된 

힌트는 "서비스 계정 선택"(91 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파일 이름을 지정하지 않으면 

워터 마크가 추가되지 않습니다. 지원되는 이미지 파일 형식은 입력 탭에 나열된 것과 

동일합니다. 
 

2. 투명도를 0 % (불투명)에서 100 % (보이지 않음) 범위의 값으로 설정하십시오. 
 

3. 수평 및 수직 위치를 선택하여 이미지를 가장자리, 모서리 또는 페이지 중앙에 

배치합니다. 
 

4. 수평(Horizontal) 및 수직 테두리(Vertical Border)를 설정하여 이미지와 페이지 

가장자리 사이의 거리를 지정합니다. 
 

5. 이미지의 최대 너비와 높이를 설정하십시오. 원본 이미지의 가로 세로 비율을 유지하면 

이미지가 지정된 최대 너비와 높이의 상자에 맞도록 크기가 조정됩니다. 
 

6. 이미지 크기와 테두리 길이는 절대 측정 단위 (mm 선택) 또는 페이지 크기의 백분율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페이지 너비의 백분율을 나타내는 수평 테두리와 최대 너비, 수직 

높이와 페이지 높이의 백분율로 나타낸 최대 높이). 
 

7. 워터 마크 이미지의 해상도가 높지만 크기가 작아지면 불필요한 오버 헤드가 발생하고 

필요한 것보다 큰 출력 파일 크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워터 마크 이미지가 필요한 

것보다 큰 경우 적절한 dpi 값으로 이미지 크기 조정을 선택하여 해상도를 줄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예제 : logo.tif는 4 x 2 인치 이미지로 300 dpi (1200 x 600 픽셀)입니다. 출력 페이지에 

1 x 0.5 인치 크기로 추가됩니다. 결과적인 유효 해상도는 4 x 300 = 1200 dpi입니다. 

300 dpi의 효과적인 해상도를 얻으려면 배율 이미지를 75 dpi로 설정해야합니다. 삽입 

된 이미지는 300 x 150 픽셀로만 표시되므로 크기 조정없이 출력 파일 크기가 

작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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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다이어그램은 워터 마크 이미지 배치가 계산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문서 압축 구성 

압축 탭에서는 이미지 압축 옵션을 구성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전반적인 품질 설정, 

특수 입력 문서 유형 채택 및 기타 옵션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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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품질 : PDF에서 회색 음영 및 컬러 이미지의 압축에 영향을줍니다. 품질 값이 높을수록 

PDF 이미지 품질은 좋아 지지만 PDF 파일 크기가 커집니다. 품질 값이 낮 으면 이미지 

압축 비율이 높아지고 파일 크기가 작아집니다. 

 

2. 문서 클래스 : 다양한 클래스를 사용하여 특정 입력 문서 유형에 대한 압축 결과를 

최적화 할 수 있습니다: 

 

a. 모든 목적의 입력 문서에는 MRC 표준을 사용해야합니다. 이것은 기본 설정입니다. 

 

b. MRC Check는 입력 된 문서에 선, 얇은 그래픽 드로잉 등과 같은 미세한 구조가 많이 

포함 된 경우보다 나은 품질을 얻기 위해 사용해야합니다. 

 

c. 사진을 사용하면 세분화가 레이어로 전환됩니다. 모든 것은 배경 이미지 레이어에 

넣어집니다. 입력이 텍스트 또는 그래픽이 없거나 거의없는 이미지로 구성된 

경우에만 사용해야합니다. 

 

d. B / W (흑백)는 이미지 색상을 끕니다. 문서는 흑백 팩스로 전송 된 것처럼 흑백으로 

저장됩니다. 

 

3. PDF 최적화 : 최적화는 보다 효율적인 압축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PDF 문서의 흑백 및 / 

또는 컬러 이미지를 다시 코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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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최적화는 래스터 화 PDF 입력 설정을 항상으로 설정하지 않는 한 항상 수행됩니다 

( "입력 데이터 구성"(13 페이지 참조) 비교). 

 

a. Bitonal 이미지 최적화를 사용하여 고급 JBIG2 압축을 사용하여 흑백 이미지의 

레코딩을 적용합니다. 이 레코딩에는 "고급 압축 옵션 구성"(61 페이지 참조)에서 

설명한 JBIG2 옵션이 사용됩니다. 

 

b. 컬러 이미지 최적화를 사용하여 PDF 문서에서 찾은 컬러 이미지의 레코딩을 

적용합니다. 컬러 이미지는 분석되어 크기와 해상도에 따라 MRC 압축 버전 (Reader 

™ 6.0 또는 7.0 또는 PDF / A-2 또는 PDF / A-3 호환성이 선택된 경우 JPEG 2000)으로 

대체됩니다. 위에서 설명한 압축 옵션도 여기에 적용됩니다. 

 

4. 마스크 코덱 : 텍스트 마스크에 대해 JBIG2 및 팩스 G4 압축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팩스 G4는 무손실 이미지 압축을 사용하는 반면, JBIG2는 무손실 및 손실 압축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JBIG2 옵션은 고급 압축 옵션 대화 상자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고급 압축 옵션 구성 참조). 무손실 모드에서 JBIG2는 팩스 G4보다 압축 성능이 

뛰어나므로 동일한 화질로 파일 크기가 작아집니다. 

 

고급 압축 옵션 구성 

 

압축 탭의 고급 압축 옵션 버튼을 사용하여 고급 압축 옵션 대화 상자에 액세스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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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텍스트 감도 매개 변수는 텍스트를 텍스트 마스크에 넣을 정도를 제어합니다. 텍스트 

민감도 값이 높으면 텍스트가 굵게 표시 될 수 있지만 값이 낮 으면 텍스트가 더 얇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60 ~ 70 범위의 값이 최상의 결과를 얻습니다. 그러나 

입력 이미지의 대비가 낮으면 텍스트 민감도를 기본 값에서 조정하면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참고 : 인코더 탭에서 문서 클래스를 변경할 때마다 텍스트 민감도가 문서 클래스에 

따라 달라지는 기본값으로 다시 설정됩니다. 

 

2. 전경 / 텍스트 색상 해상도는 컬러 텍스트 또는 선의 시각 품질 및 일부 PDF 뷰어 응용 

프로그램과의 호환성에 영향을줍니다. 일부 PDF 뷰어 응용 프로그램은 전경 이미지의 

해상도가 전경 마스크 (표준)보다 낮은 경우 페이지를 전체 품질로 렌더링하지 

않습니다. 다음 옵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a. 최소한의 파일 크기를 위해 표준 전경 서브 샘플링을 사용하십시오. 

 

b. 향상된 품질은 컬러 텍스트와 선의 시각적 품질을 향상시킵니다. 포 그라운드 서브 

샘플링은 파일 크기가 커지면서 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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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고품질의 전경 서브 샘플링을 전환합니다. 또한 파일 크기 증가를 제한하기 위해보다 

높은 전경 이미지 압축 비율이 사용됩니다. 텍스트와 선의 색상 재현이 더욱 

개선되었습니다. 이 옵션은 표준 서브 샘플링 된 전경을 완전한 품질로 렌더링하지 

않는 PDF 뷰어 응용 프로그램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d. 최대 품질로 인해 출력 파일 크기가 크게 증가하여 텍스트 및 선 색상 품질이 

최대화됩니다. (전경 서브 샘플링 및 표준 압축 비율 없음) 

 

3. 두 가지 JBIG2 옵션이 있습니다 : 첫 번째 옵션은 두 가지 다른 압축 방식 중에서 

선택합니다 : 

 

a. 보다 효율적인 압축은 정교한 기호 매칭 알고리즘을 사용합니다. 특히 입력 이미지에 

많은 유사한 패턴 (예 : 글꼴 문자)이 포함 된 경우 매우 높은 압축 결과를 얻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옵션을 사용해야합니다. 

 

b. 빠른 인코딩은 심볼 일치를 비활성화하여 압축 속도가 약간 빨라지지만 파일 크기도 

커집니다. 두 번째 옵션은 높은 압축 효율성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c. 손실 인코딩은 파일 크기가 가장 작습니다. 

 

d. 무손실 인코딩은 더 큰 파일 크기를 제공하지만 텍스트 마스크는 변경하지 않습니다. 

이 옵션을 100 % 품질로 사용하고 해상도가 낮거나 기호 품질이 낮은 경우 기호 

불일치를 방지합니다. 

 

4. 이미지 인코더 옵션은 생성 된 PDF 문서의 레이어에 포함 된 컬러 이미지 (예 : 페이지 

분할 적용시 텍스트 색상 및 배경 이미지 레이어)에 사용할 이미지 코덱을 결정합니다. 

 

a. JPEG 2000은 최신 JPEG 2000 압축을 선택합니다. 

 

b. JPEG는 이전의 DCT 기반 JPEG 압축을 선택합니다. 

 

c. 자동은 인코딩 된 이미지의 크기 (픽셀 단위)에 따라 JPEG 2000 또는 JPEG 압축 선택을 

결정합니다. Adobe ™ Reader ™를 사용하면 확대 / 축소 또는 이동과 같은 사용자 

상호 작용에 따라 JPEG 2000 이미지가 큰 문서 페이지 표시가 매우 느리거나 잘못 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자동 모드에서는 이미지의 너비 또는 높이가 

5120 픽셀보다 클 때 JPEG 2000 압축 대신 JPEG를 사용합니다. 

 

참고 : Reader ™ 5 또는 PDF / A-1 호환성에서는이 옵션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호환 모드는 정의에 따라 JPEG 압축을 사용해야합니다. 

 

참고 : 문서 클래스가 품질 11의 사진 (무손실)으로 설정된 경우 Reader ™ 6, Reader 

™ 7, PDF / A-2 또는 PDF / A-3 호환성에는이 옵션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특수 

설정은 페이지 이미지에 대해 손실없는 압축 기능을 제공합니다. JPEG에서는 무손실 

압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이 모드는 항상 무손실 JPEG 2000 압축을 사용합니다. 

 

5. 페이지 분할 옵션을 사용하면 페이지 분할에 대한 고급 옵션을 구성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옵션은 페이지 세분화가 실제로 처리의 일부인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MRC 표준 또는 MRC 확인 문서 클래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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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아웃 분석 사용을 활성화하여 페이지의 이미지를 감지하여 페이지의 시각적 품질을 

향상시킵니다. 감지 된 이미지는 분할 프로세스에서 제외되어 단일 레이어에 저장됩니다. 

이는 이미지를 세분화 아티팩트에 의한 방해없이 더 나은 외관을 제공합니다. 감지 된 

이미지의 해상도는 다음과 같이 제어 할 수 있습니다: 

 

a. 일반 이미지 해상도는 이미지 해상도를 배경 이미지에 사용 된 해상도와 동일하게 

설정합니다. 이렇게하면 최고 압축률을 얻을 수 있습니다. 

 

b. 이미지 해상도가 높아지면 이미지 해상도가 일반 배경 해상도보다 약간 높게 

설정됩니다. 이미지가 더 선명 해지지만 파일 크기가 약간 증가합니다. 

 

c. 높은 이미지 해상도는 최상의 이미지 품질을 얻기 위해 가능한 최대 값으로 이미지 

해상도를 설정합니다. 증가 된 이미지 해상도와 비교하여 파일 크기는 더 크지 만 

세그멘테이션이 사용되지 않는 문서 클래스 Photo와 비교해 훨씬 작습니다. 

 

이 옵션은 MRC 압축 모드 중 하나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OCR이 활성화 된 경우 

페이지에서 이미지를 감지해도 처리 시간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압축이 OCR없이 

수행되면 이미지 검색은 전체 처리 시간에 일정량을 추가합니다. OCR을 사용할 때만 

활성화를 선택하면 OCR이 활성화 된 경우에만이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리 시간은 증가하지 않지만 고급 이미지 검색은 OCR이없는 작업 목록 항목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참고 : 이전 버전의 PDF Compressor에있는 PDF 레이어 옵션이 "고급 출력 옵션 구성"(31 

페이지 참조)에 설명 된 고급 출력 옵션 대화 상자로 이동되었습니다. 

 

참고 : 이전 버전의 PDF Compressor에있는 PDF 입력 래스터 화 옵션이 "고급 입력 옵션 

구성"(20 페이지 참조)에서 설명한 고급 입력 옵션 대화 상자로 이동되었습니다. 

 

기본 특성 설정 

각 작업 목록 항목에는 고유 한 속성 설정이 있습니다. 특정 작업 목록 항목과 관련이없는 

추가 속성 집합이 하나 있습니다. 이 세트를 기본 특성이라고합니다. 목록에 새 항목을 

만들 때마다 서식 파일로 사용됩니다. 다음 작업 중 하나를 수행하여 기본 특성 대화 

상자를 열 수 있습니다: 

 

• 도구 모음의 기본 특성 단추 사용 

 

• 항목(Entry) → 기본 특성 편집(Edit Default Properties) 메뉴를 사용하십시오. 

 

• 항목의 등록 정보 대화 상자가 이미 열렸 으면 : 항목 외부의 목록 창을 클릭하여 현재 

선택한 항목의 선택을 취소하십시오. 

 

기본 특성 대화 상자는 항목의 특성 대화 상자와 유사합니다. 여기서 약간의 차이점만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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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특성에는 편집 할 수있는 이름이 없습니다. 
 

• 시작 및 중지 버튼이 없습니다 (실행할 관련 작업이 없음). 대신 모든 매개 변수를 공장 

기본값으로 재설정 할 수 있습니다. 
 

템플릿 문자열 구문 설명 

템플릿 문자열은 PDF 메타 데이터 ( "PDF 메타 데이터"(33 페이지) 참조), 머리글 및 바닥 

글 ( "머리글 및 바닥 글 구성"(58 페이지) 참조), 입력 파일 이름 바꾸기 ( "후- 처리 구성" 

(37 페이지)참조), 파일 이름 출력( "데이터 출력 구성"(25 페이지) 참조), 축소판 파일 이름 

지정 ( "축소판 "(34 페이지) 참조), 데이터 포함 및 파일 포함 ( "파일 및 데이터 포함 

구성"(51 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제한 사항 
 

사용 제한 사항 

PDF 메타 데이터 수식어와 함께 % Q 또는 그 버전을 포함해서는 안됩니다. 

머리글 및 바닥 글 구성 % L, % N, % C, % V 또는 수식어의 버전을 포함해서는 안됩니다. 

입력 파일 이름 바꾸기 수식어와 함께 % F 또는 그 버전을 포함해야하며, 정규 표현식을 

F.로 대체해야 합니다 

eop대체해야합니다.F.eocp대체해야합니다.contain %P, %Q, %L,

 %N, %C,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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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제한 사항 

 % P, % Q, % L, % N, % C, % V 또는 수정 자의 버전을 포함해서는 

안됩니다. 파일 이름에는 허용되지 않는 문자가 없어야합니다. 

allowed for file names. 
XMP 메타 데이터, 

PDF 책갈피, XML 

OCR 결과, 첨부 파일 : 

수식어와 함께 % Q 또는 그 버전을 포함해서는 안됩니다. 파일 이름에는 

허용되지 않는 문자가 없어야합니다. % 이스케이프 시퀀스가없는 상수 

문자열 일 수 있습니다. 

출력 파일 이름 지정 페이지 기반 출력 분할을 사용하는 경우 % P, % L, % C 또는 수식어와 

버전 중 하나 이상을 포함해야합니다. 바코드 트리거 출력 나누기가 

활성화 된 경우 % P, % L, % C, % V 또는 수식어와 버전 중 하나 이상을 

포함해야합니다. 수식어와 함께 % Q 또는 그 버전을 포함해서는 안됩니다. 

파일 이름에는 허용되지 않는 문자가 없어야합니다. 

썸네일 파일 이름 지정 % L, % N 또는 수정 자의 버전을 포함해서는 안됩니다. 파일 이름에는 

허용되지 않는 문자가 없어야합니다. 

 

이스케이프 시퀀스 
 

이스케이프 

시퀀스 
대체 

%% 백분율 기호 "%" 

%F 파일 또는 디렉토리 이름을 입력하십시오. 

단일 파일 입력 처리의 경우 파일 이름. 폴더에서 파일을 병합 할 때 폴더 이름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머리말과 꼬리말 및 추가 입력을위한 파일 이름 

템플리트에서 % F는 항상 폴더 이름이 아닌 파일 이름을 인쇄합니다. 

파일 이름은 파일 이름 템플리트 및 PDF 메타 데이터에 Extender없이 

인쇄됩니다. 

%E 디렉토리에 대한 파일 이름 확장자 또는 빈 문자열을 입력하십시오. 

%P PDF 파일에 출력되는 첫 번째 페이지 번호 (메타 데이터 또는 출력 파일 이름) 

또는 출력 문서의 현재 페이지 번호 (머리글, 바닥 글 또는 축소판 출력) 

%Q 출력 청크의 현재 페이지 번호 

%L PDF 파일에 마지막으로 출력 된 페이지 번호 

%N PDF 파일에 출력 된 페이지 수 

%C 출력 분할을 사용할 때의 PDF 파일 수 

%V 마지막으로 감지 된 바코드의 값 (첫 번째 프로파일에서만) 

%a 축약 된 평일의 이름 

%A 평일의 전체 이름 

%b 축약 된 월 이름 

%B 전체 월 이름 

%c 로케일에 적절한 날짜 및 시간 표현 

%d 십진수로 나타낸 날짜 (01 - 31) 

%H 24 시간제 형식의 시간 (00 -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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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케이

프 시퀀스 
대체 

%I 12 시간 형식의 시간 (01 - 12) 

%j 10 진수로 나타낸 일  (001 - 366) 

%m 10진수로 나타낸 월(01 - 12) 

%M 10 진수로 표시된 분(00 - 59) 

%p 현재 로케일의 A.M./P.M. 12 시간제 표시기 

%S 10진수로 표시된 초(00 - 59) 

%U 10진수로 나타낸 년,일요일을 한주일의 첫째 요일로 나타냄(00 - 53) 

%w 10 진수로 표시된 요일(0 - 6; Sunday is 0) 

%W 십진수로 나타낸 주,월요일을 한주일의 첫날로 표시(00 - 53) 

%x 현재 로케일의 날짜 표현 

%X 현재 로케일에 대한 시간 표현 

%y 세기가없는 해를, 10 진수로 표시(00 - 99) 

%Y 세기가 있는 년도를 10진수로 표시 

%z, %Z 표준 시간대 이름 또는 약어. 시간대를 알 수없는 문자 없음 

%#c 현재 날짜에 적합한 긴 날짜 및 시간 표현입니다. 예 : "화요일, 3월 14, 1995, 

12:41:29". 

%#x 현재 날짜에 적합한 긴 날짜 표현. 예 : "화요일, 3월 14, 1995". 

%[, %], %?, 

%: 

조건부 및 정규 표현식 대체에 사용됩니다. "조건부 대체"(68 페이지) 및 "정규 

표현식 대체"(69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또한 숫자를 출력하는 바로 가기에 '#'문자를 추가하면 대부분의 경우 앞에 오는 0이 

제거됩니다. 
 

수정자 

 

이스케이프 

시퀀스 
수정자 기능 

%P %0<number>P 출력 문자의 최소 수.이 수정자는 페이지 번호의 

형식을 지정하는 데 사용되는 선행 0 수를 

정의합니다.수식어는 숫자 '0'에서 시작하여 하나 

이상의 자릿수가 나오고 출력 문자의 최소 수를 

10 진수로 나타냅니다. 

%Q %0<number>Q 

%L %0<number>L 

%N %0<number>N 

%C %0<number>C 

%F %<number>-<number>F 주어진 파일 이름의 부분 문자열을 정의합니다.이 

수정자는 마이너스 기호 '-'로 구분 된 두 개의 

정수로 구성됩니다. 수정자가있는 경우 파일 

이름의 하위 문자열 만 대체됩니다. 숫자는 하위 

문자열의 첫 번째 및 마지막 문자 색인 (0부터 

세음)을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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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케이프 

시퀀스 
수정자 기능 

  문자열 길이보다 크거나 같은 숫자는 문자열의 

마지막 문자를 나타 내기 위해 조정됩니다. 

 

수정자 예제 

 

이스케이

프 시퀀스 
페이지 번호 대체 

%02P 1 01 

%02P 9 09 

%02P 10 10 

%02P 100 100 

이스케이프 파일 이름 대체 

%3-10F 01_myfile01_xyz.tif myfile01.pdf 

%3-99F 01_myfile01_xyz.tif myfile01_xyz.pdf 

%50-60 01_myfile01_xyz.tif z.pdf 

%10-3F 01_myfile01_xyz.tif 오류로 간주 
 

예제 

10 페이지의 문서 "MyFile.tif"가 4 페이지 덩어리로 출력되면, 출력 파일 템플릿 
 

"%F, Part %C, Pages %02P - %02L" 

 

파일을 출력 

 
"MyFile, Part 1, Pages 01 - 04.pdf" 

"MyFile, Part 2, Pages 05 - 08.pdf" 

"MyFile, Part 3, Pages 09 - 10.pdf" 

 

조건부 대체 

다음 구문을 사용하면 조건에 따라 템플릿 문자열을 대체 할 수 있습니다: 

 

조건 구문 대체 

%[<condition>%?<string1>%:<string2>%] <string1> if <condition> is true, 

<string2> otherwise 

 

Currently the following conditions are defined: 

 

<condition> 설명 

C 출력 청크 수가 1보다 크거나 알 수없는 경우 true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Fal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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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dition> 설명 

V 마지막으로 감지 된 바코드 (% V)의 값이 비어 있지 않으면 (바코드가 감지 된 

경우) True입니다. 

 

예제 

출력 청크 
 

템플릿 

 

"%F, %[C%?Part %C, %:%]Pages %02P - %02L" 

 

청크 크기가 5 페이지 인 10 페이지 문서 "MyFile.tif"를 

 

"MyFile, Part 1, Pages 01 - 05.pdf" 

"MyFile, Part 2, Pages 06 - 10.pdf" 

 

5 페이지는 청크 파일 크기가 동일한 "MyShortFile.tif"문서입니다. 
 

"MyShortFile, Pages 01 - 05.pdf" 

 

바코드 재명명 
 

템플릿 
 

"%[V%?%V%:%F%]" 

 

문서에서 발견 된 바코드 값 (% V)에 따라 출력 파일의 이름을 지정합니다. 그러나 문서의 

바코드 검색에 실패하면 출력은 입력 파일 (% F)과 같은 이름으로 대체됩니다. 
 

바코드 분할 
 

템플릿 
 

"%F - %[V%?%V%:PREFIX%] (%02P - %02L)" 

 

3 페이지의 "제 1 장"및 7 페이지의 "제 2 장"의 바코드가있는 "MyFile.tif"문서의 출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MyFile - PREFIX (01 - 02).pdf" 

"MyFile - Chapter 1 (03 - 06).pdf" 

"MyFile - Chapter 2 (07 - 10).pdf" 

정규 표현식 대체 

정규식 대체 구문은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input>%?<regexp>%:<replacement>%] 

 

<input> 정규 표현식 대체가 적용되는 입력 문자열을 식별합니다: 
 

<input> 설명 

F 입력 파일 (또는 디렉토리) 이름. 단일 파일 입력 처리를위한 파일 이름, 

디렉토리에서 단일 PDF 출력 파일로 파일을 병합 할 때의 디렉토리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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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put> 설명 

 파일 이름은 PDF 메타 데이터, 입력 파일 이름 변경 및 출력 파일 이름 

변경을위한 파일 확장자없이 인쇄됩니다. 
 

<regexp> 는 정규식입니다. 다음과 같이 정의 된 정규 표현식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구문을 구현합니다: 

 

정규 표현식(regular expression)은 0 개 이상의 브랜치이며 '|'로 구분됩니다. 브랜치 중 

하나와 일치하는 항목과 일치합니다. 

 

브랜치( branch)는 0 개 이상의 조각으로 연결됩니다. 첫 번째 일치 항목과 일치하고 두 

번째 일치 항목과 일치합니다. 

 

조각(piece)은 '*', '+'또는 '?'다음에 가능한 원자입니다. '*'다음에 오는 원자는 0 개 이상의 

원자와 일치하는시 v 스를 대응시킵니다. '+'가 뒤에 오는 원자는 원자의 1 개 이상의 일치 

시퀀스를 대응시킵니다. '?'뒤에 오는 원자 원자 또는 널 문자열의 일치를 찾습니다. 

 

원자(atom)는 괄호 안의 정규 표현식 (정규 표현식의 일치와 일치), 범위 (아래 참조), '.' 

(모든 단일 문자와 일치), '^'(입력 문자열 시작 부분에서 널 문자열과 일치), '$'(입력 

문자열의 끝에서 널 문자열과 일치), a '\'다음에 단일 문자 (해당 문자와 일치) 또는 다른 

중요성이없는 단일 문자 (해당 문자와 일치). 
 

범위(range)는 '[ ]'로 묶인 일련의 문자입니다. 일반적으로 시퀀스의 단일 문자를 

찾습니다. 시 퀀스가 '^'로 시작하면 나머지 시 퀀스가 아닌 하나의 문자와 일치합니다. 

시퀀스의 두 문자가 '-'로 구분되는 경우이 문자는 ASCII 문자의 전체 목록을 나타냅니다 

(예 : '[0-9]'는 십진수와 일치 함). 시퀀스에 리터럴 ']'을 포함하려면 가능한 '^'다음에 오는 

첫 번째 문자로 만드십시오. 리터럴 '-'를 포함하려면 첫 번째 또는 마지막 문자로 

만드십시오. 
 

<replacement>는 정규식이 성공적으로 일치하는 경우 출력 문자열을 구성하는 데 

사용할 대체 문자열입니다. 정규 표현식에 일치하는 문자열이 없으면 출력 문자열은 입력 

문자열의 복사본이됩니다. 일치하는 문자열이 있으면 교체 문자열의 각 문자가 다음 특수 

문자를 제외하고 출력 문자열에 복사됩니다. 
 

시퀀스 출력 

& 완전한 일치 문자열 

\1 일치하는 하위 문자열 1 

 그리고 때까지 ... 

\9 일치하는 하위 문자열 9 
 

정규 표현식 대체 예제 

템플릿 

 
"%[F%?(.*)_From_[0-9]+_To_[0-9]+$%:\1%]_%P_To_%L" 

 

청크 크기가 5 페이지 인 "MyFile_From_1_To_10.tif"10 페이지 문서를 출력 

 
"MyFile_ 1_To_5.pdf" 

"MyFile_ 6_To_1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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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6. 작업 목록 관리 

이 절에서는 작업 목록에서 수행 할 수있는 모든 작업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항목 추가, 삭제 및 복사 

새 항목은 다음 작업 중 하나를 통해 추가 할 수 있습니다: 

 

• 기존 항목 밖에있는 목록 영역에서 상황에 맞는 메뉴 사용. 

 

 

• 도구 모음의 새 단추  사용 
 

• 메뉴중의 항목 → 새 항목 추가를 사용하십시오. 
 

• 파일 및 / 또는 폴더를 Windows ™ Explorer에서 목록 창으로 끌어서 놓으십시오. 
 

새 항목이 만들어지면 기본 속성의 모든 설정이 새 항목에 복사됩니다. 이름은 "Entry 

<num>"으로 설정됩니다. 여기서 <num>은 첫 번째로 사용 가능한 번호입니다. 드래그 앤 

드롭으로 항목을 만들면 그에 따라 입력 경로가 설정됩니다. 출력 경로의 기본값은이 경우 

입력 경로입니다. 항목은 다음 작업 중 하나를 통해 삭제할 수 있습니다: 
 

• 삭제할 항목 상단의 상황에 맞는 메뉴를 사용하십시오. 삭제를 선택하십시오. 
 

• 항목을 선택하고 도구 모음의 삭제 버튼 을 사용하십시오 
 

• 항목을  선택하고 메뉴에서 항목→ 삭제를 사용하십시오. 
 

파일 → 모든 작업 항목 삭제 메뉴를 사용하여 모든 항목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기존 항목의 사본을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예 : 비교를 위해 압축 품질과 출력 폴더 만 

변경하려는 경우). 항목은 다음 작업 중 하나로 복사 할 수 있습니다: 
 

• 삭제할 항목 상단의 상황에 맞는 메뉴를 사용하십시오. 삽입 복사를 선택하십시오. 
 

• 항목을 선택하고 메뉴에서 항목→ 삽입 복사를 사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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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항목 순서 변경 

목록의 순서를 변경하려면 항목을 위아래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 항목을 선택하고 도구 모음의 위  / 아래  버튼을 사용하십시오. 

• 항목을 선택하고 항목 → 위로 이동 또는 항목 → 아래로 이동 메뉴를 사용하십시오. 
 

작업 목록 항목의 처리 순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우선 처리"(84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작업 항목 시작 및 중지 

개별 항목 

선택한 항목은 다음 작업 중 하나를 통해 시작 및 중지 (중단) 할 수 있습니다. 
 

• 시작 또는 중지 할 항목의 컨텍스트 메뉴를 사용하십시오. 시작 또는 중지를 선택하십시오. 
 

• 항목을 선택하고 도구 모음의 시작  및 중지  단추를 사용합니다. 

• 항목을 선택하고 항목 → 시작 또는 항목 → 중지 메뉴를 사용하십시오. 
 

• 항목 특성 대화 상자의 시작 및 중지 버튼을 사용하십시오. 

모든 항목 

모든 항목은 다음 작업 중 하나를 통해 동시에 시작하거나 중지 할 수 있습니다: 
 

• 도구 모음 버튼 또는 을 사용하십시오. 

• 파일 → 모든 작업 항목 시작 또는 파일 → 모든 작업 항목 중지 메뉴를 사용하십시오. 
 

• PDF Compressor의 작업 표시 줄 아이콘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의 상황에 맞는 메뉴를 

사용하여 모두 시작 또는 모든 작업 항목 중지를 선택합니다. 
 

 

모니터링 작업 

모든 작업의 상태가 작업 목록에 나열됩니다. 다음 중 하나 일 수 있습니다: 
 

상태 설명 

서비스 없음(no 

service) 

기본 PDF 압축기 서비스가 중지되었거나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PDF 압축기 서비스 관리"(89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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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설명 

 중지(stopped) 작업이 중지되었습니다. 파일 변환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시작(starting) 

작업을 시작하기 위해 GUI에서 PDF 압축기 서비스로 신호가 

전송되었습니다. 곧 상태가 시작 또는 작동으로 변경됩니다. 

 작업(working) 
작업이 시작되고 현재 파일 변환이 수행됩니다. 

작업 (working) 
작업이 시작되었으며 인터리브 된 순서로 처리 될 예정인 동일한 우선 

순위 작업 그룹 내에 있습니다. 

 모니터링(monitoring) 
작업은 유휴 상태이며 새 파일이 표시되기를 기다리는 핫 폴더입니다. 

시작한(started) 
작업이 시작되었으며 다른 우선 순위가 높은 작업이 완료되기 전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a
 

 중지(stopping) 
GUI에서 PDF Compressor 서비스로 신호가 전송되어 작업이 

중지되었습니다. 곧 상태가 중지됨으로 변경됩니다. 

a우선 순위 처리가 꺼져있는 경우, 작업은 선행 작업이 완료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목록의 모든 선행 
작업이 완료되면 작업이 시작됩니다. "우선 처리 명령"(11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작업 설정 가져 오기 및 내보내기 

작업 목록 내의 항목 설정은 메뉴를 사용하여 파일로 내보내거나 파일에서 복원 할 수 

있습니다: 

 

• 항목 → 작업 내보내기 ... (단일 항목) 

 

• 파일 → 작업 목록 내보내기 ... (모든 항목) 

 

• 파일 → 작업 목록 가져 오기 ... (기존 덮어 쓰기) 

 

• 파일 → 작업 목록 추가 ... (현재 목록에 항목을 추가하여 작업 목록 가져 오기) 

 

이것은 백업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추가 작업 목록을 사용하여 여러 작업 목록을 

단일 목록으로 병합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작업 항목을 마우스 우클릭하고 컨텍스트 

메뉴에서 작업 내보내기 ...를 선택하여 단일 작업의 설정을 내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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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7. 자동 작업 목록 처리 

PDF 압축기는 사전 정의 된 작업 목록을 자동으로 로드하고 처리 할 수 있습니다. 작업 

목록은 외부 응용 프로그램에서 만들 수있는 간단한 텍스트 파일에서 읽습니다. 구문에 

대한 설명은 "작업 목록 파일 구문"(76 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해당 제어 파일과 함께 

사용하면 PDF 압축기를 다양한 워크 플로와 통합 할 수 있습니다. 

목록이 로드 된 후 모든 항목이 자동으로 시작됩니다. 작업 항목이 완료되면 (그리고 중지 

된 것으로 표시됨) 목록에서 제거됩니다.
1 

하나 이상의 프로세서 코어가 유휴 상태가되고 

처리 대기중인 작업이 없으면 다음 작업 목록이 로드되므로 다른 목록의 작업을 병렬로 

처리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하면 사용 가능한 모든 프로세서 코어가 가능한 최대 

용량으로 실행됩니다. "작업 목록 찾기 및 처리"(75 페이지 참조) 섹션에서 우선 순위 

예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찾아보십시오. 

 

자동 작업 목록 처리는 파일 → 자동 처리 시작 → 작업 목록 시작 처리 메뉴 또는 도구 

모음 단추로 시작됩니다. 파일 → 작업 목록 처리 중지 메뉴를 사용하거나 단추를 

사용하여 작업 목록 처리 모드를 종료하십시오. 

작업 목록 처리는 목록 창의 노란색 배경색으로 표시됩니다. 이 색상은 이 모드에서 작업 

목록의 거의 모든 작업이 금지되어 있음을 나타냅니다. 항목을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없으며 항목의 특성을 편집 할 수 없습니다. 작업 목록을 로드, 처리 및 언로드하는 것은 

PDF 압축기 서비스입니다. 
 

 

작업 목록 찾기 및 처리 

PDF 압축기 서비스는 옵션 대화 상자 ( "작업 목록 처리"(84 페이지 참조) 참조)에서 지정한 

폴더 내의 작업 목록 파일과 관련 제어 파일을 찾습니다. 하나 이상의 제어 파일 * .go를 

찾을 때마다이 파일 중 가장 오래된 파일을 처리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선입 선출 전략을 

구현합니다. 또한 매우 중요한 일에 우선 순위를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작업 목록 파일 우선 순위"(76 페이지 참조) 참조). 
 

1핫 폴더 작업은 정상 작업으로 실행되며 시작시 한 번만 입력 파일을 확인합니다. 자동 처리를 위해 작업을 자동으로 

중지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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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을 
 

list0001.go        [처리 할 작업 목록을 알린다] 
 

처리 할 때 PDF 압축기는 파일에서 작업 목록을로드하려고 시도합니다. 
 

list0001.dat        [처리되는 작업리스트] 
 

PDF 압축기의 목록 창에 해당 작업이 표시됩니다. * .dat 파일의 형식은 작업 목록 가져 오기 

및 내보내기에 사용 된 것과 동일합니다. 
 

처리 중에 제어 파일 * .go의 이름이 * .wrk로 바뀝니다. 목록의 모든 항목이 오류없이 

처리되면 제어 파일 * .wrk의 이름이 * .rdy로 바뀝니다: 
 

list0001.rdy        [처리가 준비되었습니다. 모든 파일이 성공했습니다] 
 

처리 된 파일에서 오류가 발생하면 제어 파일의 이름이 * .err로 바뀝니다: 
 

list0001.err        [처리가 준비되었거나, 오류 또는 중단이 발생했습니다] 
 

목록에 항목이 실행 중일 때 중지 버튼 을 누르면 모든 항목이 즉시 중단되고 제어 

파일에 오류 (* .err)가 표시됩니다. 이렇게하면 모든 파일이 성공적으로 처리 된 경우에만 

list0001.rdy 파일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작업 목록 파일 우선 순위 

목록이 로드 된 후 모든 항목이 자동으로 시작됩니다. 엔트리가 끝나자마자 목록에서 

제거됩니다. 하나 이상의 프로세서 코어가 유휴 상태가되고 처리 대기중인 작업이 없으면 

다음 작업 목록이 로드되므로 다른 목록의 작업을 병렬로 처리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하면 

사용 가능한 모든 프로세서 코어가 가능한 최대 용량으로 실행됩니다. 
 

작업 목록과 포함 된 작업을 순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처리 순서를 목록 처리 순서 모드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작업 목록 처리"(84 페이지 참조) 비교 참조). 이 옵션을 선택하면 

이전 파일의 모든 작업을 처리 할 때까지 다음 작업 목록 파일이 로드되지 않습니다. 
 

작업 목록 처리 모드에서 작업 목록 파일 내의 개별 작업 항목에 할당 된 우선 순위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우선 순위는 파일 확장명을 사용하여 작업 목록 파일 전체에 

할당되어야합니다. 이를 위해 작업 목록 파일에 ".go1"(가장 높은 우선 순위)에서 

".go10"(가장 낮음)까지의 파일 확장명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우선 순위의 파일 

중에서 가장 오래된 파일이 먼저 처리됩니다. 일반 ".go"확장자를 가진 파일은 ".go5"와 

".go6"사이의 우선 순위가 부여됩니다. 
 

추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우선 순위가 가장 높은 모든 작업 완료 옵션은 작업 목록 처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작업 목록 파일 구문 

작업 목록 파일 * .dat는 일반 텍스트 파일입니다. 간단한 텍스트 편집기에서보고 편집 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자동 생성 된 작업 목록 파일로 작업하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PDF Compressor에서 작업 목록을 설정하십시오. 작업 목록을 파일로 내 보냅니다. 이 

절의 끝에있는 목록에서 설명한 기본 항목 만 수정하십시오. 

 

작업 목록 파일의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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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가있는 행이 

FOXIT_PDF_COMPRESSOR_ENTRY_START_UTF8 <num> 

 

목록에서 새 항목을 시작합니다. <num>은 0부터 세는 항목의 번호입니다. 이 번호는 목록을 

내보낼 때 작성되지만 가져 오기에는 무시됩니다. "_UTF8"비트는 텍스트 인코딩을 명확하게 

해줍니다. UTF8 인코딩은 패스, 파일 이름 및 기타 텍스트 문자열에서 악센트 부호가있는 

모음, 독일어 움라우트 및 슬라브어 또는 키릴 문자와 같은 모든 특수 문자를 올바르게 나타 

내기 때문에 유니 코드 UTF8 인코딩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체로 유니 코드 호환 인코딩을 사용할 수없고 대신 ANSI 인코딩을 사용해야하는 경우 

키워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FOXIT_PDF_COMPRESSOR_ENTRY_START_ANSI <num> 

 

작업 목록 항목의 등록 정보는 여러 행으로 주어지며 각 양식은 
 

<property_name> <value> 

 

<property_name>은 PDF 압축기에서 정의한 ASCII 문자열입니다. 공백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PDF 압축기는 알려진 이름을 읽으며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행은 무시합니다. 

 

<value>는 300과 같은 십진 정수이거나 "Entry 01"과 같은 따옴표로 묶은 문자열입니다. 

문자열은 포함 된 따옴표 문자를 이스케이프하지 않습니다. 문자열은 "줄에서 처음으로 

나오는 문자"가 나오는 첫 번째 문자 다음에 시작됩니다. 예제 : 
 

name "Entry 01"  # set the name of the entry to Entry 01 

name "Entry "01"" # set the name of the entry to Entry "01" 

줄 바꿈 (hex 0A), 캐리지 리턴 (hex 0D) 및 문자 #은 # 0A, # 0D 및 ## 시퀀스에 의해 

이스케이프됩니다. 다른 대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 
 

keywords "Key ##1#0D#0AKey ##2" 

 

행 분리 문자에 대해 캐리지 리턴 / 줄 바꿈을 사용하여 키워드 메타 데이터 필드를  Key # 

1 및  Key # 2의 두 줄로 설정합니다. 

 

작업 목록 파일 내의 작업 목록 항목은 정의 된 모든 <property_name> 키워드를 포함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항목을로드 할 때 속성 값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 기본값을 사용하십시오. 일반적인 기본값을 설정하는 방법은 "기본 특성 설정"(64 페이지 

참조)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여러 작업 / 항목이있는 단일 작업 목록 파일의 경우 파일 

기본값별로 일반 기본값을 덮어 쓸 수 있습니다. 값이 1 인 listdefault 등록 정보를 

포함하는 모든 작업 목록 항목은 기본값을 고유 한 특성 값으로 겹쳐 씁니다. 

 

2. 해당 <property_name>이 발견되면 기본값 대신 지정된 값을 사용하십시오. 

 

다음 목록에는 사용자 지정 작업 목록 파일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나와 

있습니다: 
 

<proper- 
ty_name> 

Type <value> 

이름(name) 스트링(string) 항목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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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 
ty_name> 

Type <value> 

경로(pathIn) 스트링(string) 입력 디렉토리 또는 파일의 경로입니다 (isDir 참조). 

isDir 정수(integer) 0 = pathIn은 파일입니다. 

1 = pathIn은 디렉토리입니다. 

재귀(recurse) 정수(integer) 0 =재귀 적으로 입력 디렉토리를 검사하지 

않습니다.  

1=재귀 적으로 입력 디렉토리 스캔 

pathOut 스트링(string) 출력 디렉토리의 경로 (outNext도 참조하십시오) 

outNext 정수(integer) 0 = pathOut에 의해 지정된 디렉토리에 출력 파일을 

두십시오. 

1 =입력 파일 옆에 출력 파일 배치 

pathMove 스트링(string) 성공적인 처리 후에 입력 파일을 이동할 경로 (modeIn 참고) 

modeIn 정수(integer) 0 =입력 파일을 이동하지 

않는다. 

1 =입력 파일 삭제 

2 =입력 파일을 pathMove에 지정된 디렉토리로 

이동합니다. 
pathErr 스트링(string) 처리 중에 오류가 발생한 후 입력 파일을 이동할 경로 

(moveOnErr 참조) 

moveOnErr 정수(integer) 0 =오류시 입력 파일을 이동하지 않는다. 

1 =오류가 발생한 입력 파일을 pathErr에 지정된 디렉토리로 

이동합니다. 

타이틀(title) 스트링(string) PDF metadata "title" 

저자(author) 스트링(string) PDF metadata "author" 

주제(subject) 스트링(string) PDF metadata "subject" 

키워드(keywords) 스트링(string) PDF metadata "keywords" 
 

새로운 속성 이름 및 / 또는 기존 이름의 가능한 값이 PDF 압축기의 향후 릴리스에 

추가됩니다. 그러나 Foxit Europe은 기존 이름, 값 및 의미를 가능한 한 호환 가능하게 

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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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8. PDF 압축기 API를 통해 작업 제출 

PDF Compressor API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용)는 버전 7.2에서 도입 된 

PDF Compressor Service에 대한 추가 인터페이스입니다. 이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면 타사 

Windows ™ 응용 프로그램 및 서비스가 프로그래밍 방식으로 동일한 컴퓨터에서 

실행되는 PDF CE 인스턴스로 작업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API를 사용하려면 외부 프로그램이 일반 PDF 압축기 설치와 함께 배포 된 DLL에 

연결되어야합니다. 제한이나 추가 라이센스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API DLL은 세 가지 다른 

형태로 제공됩니다. 

 

• C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가있는 기본 32 비트 DLL, 

• C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가있는 기본 64 비트 DLL, 

• 32 비트 및 64 비트 환경 용 .NET 2.0 어셈블리 - 적절한 네이티브 버전을 

내부적으로로드합니다. 

 

세가지 인터페이스 모두가 동등한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API DLL을 집합 

적으로 참조합니다. PDF Compressor API DLL을 통합 한 응용 프로그램이 API 

클라이언트가됩니다. 그런 다음 작업 구성을 생성하고 동기식 또는 비동기식 함수 호출을 

통해 PDF 압축기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업의 진행 상황은 콜백 기능을 통해 

모니터링 할 수 있으며 호출자는 성공 또는 오류 메시지를 직접받을 수 있습니다. 

 

API를 통해 제출 된 작업을 수락하려면 PDF 압축기 서비스를 API 처리 모드로 

설정해야합니다. 이전 장에서 다루는 작업 목록 처리 모드 (7 장, 자동 작업 목록 처리 (75 

페이지 참조))와 마찬가지로 PDF 압축기가 API를 통해 발행 된 작업 만 수락하는 별도의 

모드입니다. API 처리 모드는 표준 처리 및 작업 목록 처리 모드와 상호 배타적입니다. 
 

 

파란색 배경색은 PDF 압축기가 API 모드에서 실행 중임을 나타냅니다. 작업 목록에 대한 

대부분의 대화식 작업은 비활성화됩니다. 항목을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없으며 항목의 

특성을 편집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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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컴프레서 서비스는 API 클라이언트가 제출 한 작업 항목을 로드 및 처리하고 완료되면 

언로드합니다. 
 

API 작업 라이프 사이클 

API 모드에서의 PDF 압축기의 표준 모드의 다소 영구적 인 작업 항목과 달리 작업의 수명은 

제한적입니다. API 클라이언트는 기본 설정 또는 * .dat 파일 ( "작업 목록 파일 구문"(76 

페이지 참조) 비교 참조)에서 구성을 로드하여 작업 구성의 인스턴스를 만듭니다. 

 

그러면 API 클라이언트는 set 및 get 함수를 통해이 작업 구성의 모든 개별 설정에 

액세스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표준 및 작업 목록 처리 모드의 모든 옵션 범위는 API 

모드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구성되면 처리를 위해 작업을 PDF 압축기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물론 동일한 

컴퓨터에서 API 모드로 실행되는 PDF 압축기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현재 API는 원격 

액세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입력 및 출력 파일은 파일 시스템 경로를 통해 참조됩니다. API 작업이 성공하려면 PDF 

Compressor 서비스에서 이러한 경로에 액세스 할 수 있어야합니다. API는 프로그래밍 

방식으로 입력 파일의 전체 내용을 서비스에 전달하거나 결과를 비슷한 방식으로 전달하지 

않습니다. 파일 입력 및 출력은 파일 시스템을 통해 수행됩니다. 

 

API 작업은 동기식으로 제출 될 수 있습니다. 즉, 작업이 완료 될 때만 호출이 반환된다는 

의미입니다. 또는 비동기식으로 함수 호출이 즉시 반환됩니다. 

 

API 클라이언트는 제출 된 작업에 대한 진행 및 상태 정보를 수신하는 콜백 기능을 제공 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일반적으로 제출 된 작업에 대한 클라이언트의 참조 핸들을 

사용하여 검색 할 수도 있습니다. 

 

클라이언트는 실행중인 작업을 중단하도록 서버에 프롬프트 할 수도 있습니다. 작업은 다중 

스레드 및 비동기 방식으로 제출 될 수 있습니다. 서버 측의 모든 프로세서 코어가 사용중인 

경우 PDF 압축기 서비스는 제출 된 작업을 대기열에 보관하고 우선 순위 ( "우선 처리 

명령"(11 페이지 참조)) 및 제출 시간에 따라 처리합니다. 
 

C/C++ API 

두 개의 기본 API DLL은 PDF_CompApi_32.dll 및 PDF_CompApi_64.dll과 같이 PDF 압축기의 

설치 폴더의 api 하위 폴더에 있습니다. API 클라이언트에 통합하기 위해 필요한 C 헤더 및 

라이브러리 파일은 api \ include 폴더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api 폴더에는 API에 대한 PDF 

설명서와 api \ samples \ ApiDe mo 하위 폴더에있는 샘플 소스 코드도 들어 있습니다. 
 

.NET API 

PDF 압축기의 설치된 api 하위 폴더에는 .NET 버전의 .NET API 버전 인 

PDF_CompApi.NET.dll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api \ samples \ ApiDemo.NET에 문서와 

샘플 소스 코드가 함께 제공됩니다. API 어셈블리 자체가 필요합니다. NET 2.0,하지만 더 

높은 버전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셈블리의 이름은 강력하게 지정되므로 GAC (Global 

Assembly Cache -전역 어셈블리 캐시)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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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NET API 어셈블리는 기본 API DLL을 둘러싼 래퍼로 구성되므로 런타임시 .NET API 

클라이언트가이 세가지 DLL을 모두 필요로합니다. 
 

API 데모 애플리케이션 

PDF 압축기를 사용하여 두 가지 샘플 데모 응용 프로그램 배포: 

 

• PDF_CompApi_Demo.exe 는 네이티브 C DLL (운영 체제와 일치하는 DLL 버전 사용)을 

사용하는 간단한 명령 줄 클라이언트입니다. 
 

• PDF_CompApi_DemoGUI.exe는 간단한 WinForms ™ 사용자 인터페이스로 

구성되어있어 사용자가 몇 가지 일반적인 작업 설정을 대화 형으로 구성한 다음 해당 

작업을 시작하고 진행 메시지를받을 수 있습니다. 
 

이 두 응용 프로그램은 PDF 압축기의 설치 폴더에있는 api \ samples 아래에있는 샘플 소스 

코드 프로젝트의 컴파일 된 버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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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9. 관리 및 라이센스 

관리 및 라이센스 관리는 파일 → 옵션 메뉴를 통해 수행 할 수 있습니다. 옵션 대화 

상자에는 다음 하위 섹션에서 설명하는 몇 가지 탭이 있습니다. 
 

일반 구성 설정 
 

로그 파일 

옵션 대화 상자의 로그 파일 섹션에서는 PDF 압축기의 로깅 시스템을 구성 할 수 있습니다. 

 

1. 로그 파일의 경로 및 파일 이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찾아보기 단추 를 사용하여 

로그 파일 선택 
1
.  

2. 기록 된 정보의 유형은 해당 드롭 다운 상자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a. 모두 기록하고 확장 정보에는 입력 및 출력 (해상도, 크기 등)에 대한 확장 정보가 

포함됩니다. 그것은 로그 오류, 경고 및 정보처럼 작동합니다. 

 

b. 로그 오류, 경고 및 정보가 권장 설정입니다. 오류, 경고 및 기타 기본 정보를 기록합니다. 
 

1로그 파일의 텍스트 편집 창은 파일 끌어서 놓기를 허용합니다. 파일을 Windows ™ 탐색기에서이 창으로 끌어서 놓기 

만하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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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설정으로 로그 파일은 변환 된 파일과 사용 된 페이지 수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c. 로그 오류 및 경고는 추가 변환 정보를 로깅하지 않습니다. 

 

d. 로그 오류 메시지는 오류 만 기록합니다. 

 

3. 해당 드롭 다운 상자에서 로그 파일의 크기를 제한하거나 무제한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a. 무제한 로그 파일 크기를 사용하면 모든 디스크 공간이 사용될 때까지 로그 파일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하면 모든 전환에 대한 전체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기본 설정입니다. 서버가 높은 볼륨 변환을 수행하고 자주 모니터링되지 않는 경우 

다른 설정을 사용하여 로그 파일 크기를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b. <num> MB 제한은 로그 파일 크기를 주어진 크기로 제한합니다. 로그 파일 크기가 

한계에 도달하도록 로그 메시지가 작성되면 <log_file> .log 파일은 동일한 디렉토리 

내의 <log_file> .log.bak로 이름이 바뀌어 해당 이름의 현재 파일을 덮어 씁니다. 

새로운, 빈 로그 파일 <log_file> .log가 작성됩니다. 이렇게하면 최소한 주어진 바이트 

수는 항상 로깅 기록으로 유지됩니다. 

 

4. 표시 단추는 기본 텍스트 편집기 응용 프로그램을 시작하여 현재 로그 파일의 내용을 

표시합니다. 

 

로그 파일 분석 

 

로그 파일 내의 각 행은 하나의 메시지를 나타냅니다. 다음 필드로 구성됩니다. 

 

1. 콜론 뒤에 오는 메시지의 날짜와 시간 

 

2. 선택적인 코어 번호 다음에 콜론이옵니다. 
2
 

 

3. 메시지 유형 (오류, 경고, 정보, InfoEx [확장 정보]) 

 

4. 메시지가 작업 항목과 관련된 경우 : 작업 목록에 표시된 항목의 이름 다음에 

콜론이옵니다. 

 

5. 텍스트 메시지 제거(오류 설명, 경고 이유, 정보) 종종 관련 파일은 전체 경로와 함께 큰 

따옴표로 표시됩니다. 일부 오류는 GUI가 열릴 때 팝업 상자에 직접 표시됩니다. 

 

 
 
 
 
 

 
2
이러한 번호가 있으면 해당 코어 번호에 할당 된 처리를 담당하는 PDF 압축기에서 메시지를 발급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PDF Compressor Windows ™ 서비스에서 메시지가 발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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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업데이트 확인 

컴퓨터가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으면 PDF 압축기 업데이트가 있는지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움말 → C_heck for Updates ... _ 메뉴를 사용하여 이미 설치된 및 최신 버전의 

PDF 압축기를 표시하십시오. 출시 내역 찾아보기를 클릭하여 출시된 정보 목록을 봅니다. 

업데이트 된 버전을 얻으려면 pdf_com- pressor@foxitsoftware.com [mailto : 

pdf_compressor@foxitsoftware.com]에 문의하십시오. 파일 → 옵션 ... 메뉴를 사용하여 한 

달에 한 번 자동으로 업데이트를 확인하도록 구성 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면 PDF 

압축기가 한 달에 한 번 Foxit 서버에 접속하여 업데이트 정보를 얻습니다. 최신 버전이 

있으면 업데이트 정보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작업 목록 처리 

작업 목록 처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7 장, 자동 작업 목록 처리 (75 페이지 참조)를 

참조하십시오. 

 

옵션 대화 상자에서 작업 목록 처리 입력 폴더를 구성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PDF 압축기는 

처리 할 작업 목록을 선택합니다. PDF 압축기의 작업 목록이 부족할 때 적용되는 폴링 

간격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준비된 작업 목록을 다시 확인하기 전에 지정된 시간 

동안 대기합니다. 값 0 (영)이 유효하며 가능한 최소 대기 시간 (약 500 밀리 초)을 사용하도록 

PDF Compressor에 지시합니다. 

 

PDF 압축기는 동일한 작업 목록의 작업에 적용되는 모든 로그 메시지를 수집하고 이러한 

메시지를 관련 작업 목록 제어 파일 (작업 목록 제어 파일에 추가 로그 메시지 작성)에 쓸 

수 있습니다. 
 

우선 처리 

추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최우선 순위의 모든 작업 완료 옵션은 우선 처리 순서가 일반 

처리 순서로 선택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우선 순위 처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작업 목록 

처리 순서"(11 페이지)를 비교하십시오. 

 

기본적으로 추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우선 순위가 높은 모든 작업 완료 옵션이 선택됩니다. 

이는 우선 순위가 가장 높은 모든 작업이 완료 될 때까지 현재 처리중인 작업보다 낮은 우선 

순위의 작업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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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경우에 따라 바람직하지만 두 개 이상의 라이선스가 허여 된 프로세서 코어로 인해 

불필요한 유휴 시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옵션을 비활성화하면 PDF Compressor는 

우선 순위에 따라 작업을 계속 시작하지만 다른 우선 순위의 작업을 동시에 실행하여 사용 

가능한 모든 코어의 전체 용량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모두 우선 순위가 새로 시작된 작업이 현재 실행중인 프로세서 코어보다 

우선합니다 (활성 프로세서 코어가 현재 출력 파일 작성을 마치는 즉시). 모든 작업 완료 

(...) 설정이 변경되면 즉시 적용되지만 현재 처리가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언어 

 

사용자 인터페이스 언어 기본값은 자동입니다. PDF 압축기는 변환이 가능한 파일이 있거나 

적절한 언어 파일이없는 경우 영어로 시스템 언어를 사용합니다. language 옵션을 사용하면 

이것을 변경하고 명시 적으로 언어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언어 변경은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다시 시작한 후에 만 적용됩니다. 이렇게하려면 PDF 압축기 창이 닫혀 있어야하고 작업 표시 

줄에서 심볼을 제거해야합니다. 

 

또한 이 설정은 전자 메일을 변환 할 때 전자 메일 헤더의 번역을 결정합니다 ( "전자 메일 

헤더 언어 구성"(32 페이지 참조) 참조). 

 

라이선스 관리 

PDF 압축기는 압축 또는 다른 기능을 특정 페이지 수로 제한 할 수있는 페이지 기반 

라이센스를 사용합니다. 여러 라이센스를 유지 관리 할 수 있으며 각각은 특정 기능 

세트에 대한 나머지 페이지를 제공합니다. 라이센스는 시간상 제한 될 수 있으므로 특정 

기간에만 유효합니다 (전에 유효하지 않음,이후에도 유효하지 않음). 조건부 페이지는 

제한적이거나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리필 페이지 할당량이있는 라이센스 유형도 

있습니다. 예제:나머지 페이지 수는 매달 5000 페이지까지 채 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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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판 모드 

PDF 압축기를 처음 설치하면 시험판 모드로 실행되며 모든 출력 문서 페이지에 보이는 워터 

마크가 포함됩니다. OCR은 시험 모드에서 사용할 수 있지만 XML, HTML 등의 추가 형식으로 

OCR 결과를 출력 할 수 없습니다 ( "후- 처리 구성"(32 페이지 참조) 참조). 이 모드는 평가 

용이므로 평가 모드라고도합니다. 

 

이 모드는 30 일 후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더 긴 평가 기간이 필요한 경우, 영업 팀 (sales@luratech.com [mailto : 

sales@luratech.com])에 문의하십시오. 

 

라이선스 

구입 한 PDF 압축기 응용 프로그램에는 라이센스 (서버 = 무제한, 기본 = 특정 페이지 수로 

제한, 고급 = 특정 페이지 수로 제한)가 포함됩니다. 전자 메일로 라이센스를 주문해야합니다. 

이것은 다음과 같이 수행됩니다. 

 

1. 라이센스 요청 버튼을 사용하여 라이센스 요청 파일을 저장하십시오. request.txt와 같은 

임의의 파일 이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요청을 생성하려면 송장과 함께 수령 한 일련 

번호 또는 PDF 압축기의 다운로드 링크를 입력해야합니다. 해당 컴퓨터에 대해 일련 

번호를 두 개 이상 얻은 경우에는 다른 항목 추가 버튼을 사용하여 모두 입력하십시오. 

예를 들어 일반 라이센스를 구입할 때와 추가로 Born Digital conversion 옵션을 적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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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 번호를 확인할 수없는 경우 Foxit Europe의 지원 부서에 문의하십시오. 

 

2. pdf_compressor@foxitsoftware.com [mail- to : pdf_compressor@foxitsoftware.com] 

으로 전자 메일을 통해 request.txt 파일을 보냅니다. 송장 번호 또는 라이센스를 구입 한 

회사의 이름도 함께 기재하십시오. 

 

3. license.txt라는 라이센스 파일을 보내 주시면 답변 해 드리겠습니다. 

 

4. 라이센스 가져 오기 버튼을 사용하여 license.txt 파일을 엽니다. 

 

그런 다음 옵션 대화 상자에서 남은 페이지 수 (무제한 가능) 및 라이센스 용량을 볼 수 

있습니다. 제한된 라이센스의 경우 PDF 출력을 생성 할 때 남아있는 페이지 수가 줄어 

듭니다. 0에 도달하면 위와 같이 1 ~ 4 단계를 다시 실행하여 새로운 라이센스를 

주문해야합니다. 

 

라이센스가 비어 있으면 PDF Compressor는 평가판 모드로 돌아 가지 않습니다. PDF 출력을 

더 이상 만들지 않습니다. 해당 메시지가 표시되고 로그 파일에 기록됩니다. 이는 우연히 

눈에 보이는 워터 마크가있는 PDF 출력을 생성하지 못하도록하기위한 것입니다. 

 

라이센스 (특수 고딕 OCR)에 따라 OCR 엔진 라이센스의 활성화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품 

인증이 필요한 경우 PDF 압축기의 라이센스를 가져 오면 해당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OCR 활성화에 대한 지침을 따르십시오. 정품 인증은 온라인 (권장 방법, 인터넷 연결 필요) 

또는 전자 메일 교환 (호스트가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지 않거나 방화벽이 온라인 정품 

인증을 금지하는 경우)으로 수행 할 수 있습니다. OCR 활성화는 단일 호스트에 

바인딩됩니다. OCR을 즉시 활성화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품 인증이 필요한 경우 OCR 

활성화 버튼이 활성화됩니다. 

 

구입 한 라이센스에 따라 Born Digital Conversion을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태는 옵션 대화 상자의 라이센스 섹션에 표시됩니다. 라이선스가있는 프로세서 코어 

수는 옵션 대화 상자의 라이센스 섹션에 표시됩니다. 옵션 대화 상자의 PDF 압축기 서비스 

섹션에서 실제로 사용되는 프로세서 코어 수 (라이센스 최대까지)를 구성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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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사항 
 

라이센스는 단일 설치에 묶여 있습니다. 

라이센스를 다른 시스템으로 전송하거나 시스템을 다시 설치 한 후에 복원하려면 먼저 기존 

라이센스를 비활성화하고이 프로세스에서 작성된 확인을 지원 부서에 

보내야합니다.pdf_compressor@foxitsoftware.com[ pdf_compressor@foxitsoftware.com] 

으로 보내주십시오. 이 작업을 수행하기 전에 소프트웨어를 제거하지 마십시오. 이 

프로세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라이센스 이동"(88 페이지 참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드웨어 오작동 등으로 인해 이것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 지원 부서에 

문의하십시오. pdf_compressor@foxitsoftware.com [mailto : pdf_compressor @ foxit-

software.com]; 진행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드문 경우지만(예 : 시스템 장애 발생 

후)라이센스가 무효화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pdf_compressor@foxitsoftware.com [mailto : 

pdf_com- pressor@foxitsoftware.com]으로 라이센스 요청 파일을 보내주십시오. 우리는 

특별 수리 라이센스로 회신 할 것입니다. 
 

라이선스 업데이트 

PDF Compressor 응용 프로그램을 새 버전으로 바꾸면 기존의 페이지 기반 라이센스가 

유효합니다. 그러나 PDF 압축기의 업데이트 된 버전에 따라 새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업데이트 라이센스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옵션 대화 상자에는 업데이트 라이센스를 

설정할 수있는 추가 라이센스 설정 버튼이 표시됩니다. 
 

라이센스 이동 

기존 라이센스를 다른 시스템에서 다시 발행하려면 먼저 비활성화해야합니다. 이렇게하려면 

"라이센스 비활성화"버튼을 클릭하십시오. 그러면 라이센스가 비활성화되고 증거가있는 

파일을 작성합니다. 이 파일에는 사용하지 않은 페이지 수에 대한 정보도 들어 있습니다. 

그런 다음 새 설치에서 라이센스 요청을 작성하십시오. 새 라이센스를 받으려면 

pdf_compressor@foxitsoftware.com [mailto : pdf_compressor @ foxitsoft- ware.com]을 

통해 새로운 설치에서 비활성화 증명과 함께 라이센스 요청을 보내주십시오. 라이센스를 

옮기고 싶다고 말씀하십시오. 
 

유용한 힌트 : 
 

• PDF 압축기 서비스를 시작하는 데 사용 된 계정을 기억하십시오. 

• 파일 → 작업 목록 내보내기 ...를 사용하여 설정을 내보내고 새 시스템으로 가져옵니다. 

외부 라이센스 모니터링 

PDF 압축기는 Windows 이벤트 로그에 라이센스 상태 정보를 정기적으로 작성하도록 구성 

할 수 있습니다. 제한된 페이지 조건부를 처리 할 때 연속 PDF 압축기 작동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옵션 대화 상자의 라이센스 섹션에서 Windows 이벤트 로그에 

라이센스 상태 쓰기 옵션을 활성화하십시오. 업데이트 된 라이센스 상태를 이벤트 로그에 

기록 할 때 트리거를 구성 할 수 있습니다. 특정 시간에 매일 수행하거나 페이지 소비를 

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라이센스 상태 이벤트는 프로토콜에 기록됩니다.: 

Foxit-PDF Compressor-PDF_CompSrv/License Info 

라이선스에 하위 라이선스가 포함되어있는 경우 각 하위 라이선스에 대해 하나의 이벤트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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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dows 이벤트 뷰어를 사용하여 이벤트를 확인할 수 있지만 시스템 관리 또는 모니터링 

도구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평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각 라이선스 상태 이벤트에는 다음과 같은 세부 정보가 포함됩니다. 

 

명칭 유형 설명 

LicenseIndex Int 라이센스 인덱스. 이는 옵션 대화 상자에 

표시된 인덱스에 해당합니다. 

LastUpdateTime DateTime 라이선스를 가져옴으로써 페이지 조건부가 

마지막으로 변경된 시간입니다 (예 : 새 

카트리지를 설치하십시오. 

LastUpdatePages UnsignedInt LastUpdate-Time에서 페이지 카운터의 

값입니다. 

CurrentPages UnsignedInt 페이지 카운터의 현재 값, 즉 :이 

라이센스의 나머지 페이지. 

HasUnlimitedPages Boolean 라이센스에 무제한 페이지가 있으면 

true이고, 그렇지 않으면 false입니다. 

HasCompression Boolean 라이센스에 압축 기능이 포함되어 있으면 

true입니다. 

HasOcr Boolean 라이센스에 OCR 기능이 포함되어 있으면 

True입니다. 

HasBornDigital Boolean 라이센스에 Born Digital 기능이 포함되어 

있으면 true입니다. 

 

PDF 압축기 서비스 관리 

PDF 압축기 서비스는 PDF 압축기 GUI의 옵션 대화 상자에서 직접 관리 할 수 있습니다. 

또는 Windows ™ service ™ 관리 도구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PDF 압축기 

GUI를 사용하여 관리 만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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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권한 

 

이러한 권한으로 GUI를 시작하지 않은 경우 필요하면 이러한 권한을 요청하십시오. 

 

다음과 같이 자신에게 권한을 부여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직접 권한을 갖고 있지 않은 경우,관리자를 통하여 : 

 
 

 

옵션 대화 상자에 이러한 권한이 필요하면 다음과 같이 방패 기호가 표시됩니다:  

 
 

서비스 계정 선택 

 

옵션 대화 상자의 PDF 압축기 서비스 탭에는 현재 서비스 상태 (정상적으로 실행 중)와 현재 

서비스 계정 (설치 후 로컬 시스템)이 표시됩니다. 

 

 PDF Compressor의 힘은 사용자가 로그인하지 않아도 자동 PDF 변환을 수행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하면 PDF 압축기가 네트워크 공유를 사용하여 원격 컴퓨터에서 변환을 

수행 할 수도 있습니다. 기본 서비스 계정 인 로컬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Windows ™ 

도메인의 원격 시스템에있는 파일에 액세스 할 수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옵션 대화 상자를 

사용하여 서비스 계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새 계정을 선택할 때 다음 계정에 대한 액세스 

권한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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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압축기 설치 디렉토리, 

 

• 실행할 작업의 입력 폴더, 

 

• 실행할 작업의 출력 폴더, 

 

• 로그 파일. 

 

계정을 변경 한 경우 OK 버튼을 누르면 서비스가 다시 시작됩니다. 주어진 암호가 올바르지 

않으면 오류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서비스 시작, 중지 및 다시 시작은 옵션 대화 상자의 해당 

버튼을 사용하여 수행 할 수도 있습니다. 서비스를 변경하고 다시 시작하려면 PDF 

Compressor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되어야합니다. 또는 Windows ™ 

서비스 관리자를 대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중요 사항 : 입력 또는 출력 파일에 대한 네트워크 공유를 구성 할 때 syntax \\ host \ share 

\ 디렉터리를 사용하여 입력, 출력 및 옵션 탭 내의 위치를 지정해야합니다. Y : 

\ 디렉토리와 같은 매핑 된 네트워크 드라이브는 서비스 계정을 변경 한 경우에도 PDF 

압축기 서비스에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서비스 우선 순위 설정 

워크 플로우에 따라 PDF 압축기 서비스의 프로세스 우선 순위를 변경하고자 할 수 있습니다. 

워크 플로우가 문서 처리에만 사용되는 자체 PC에서 PDF 압축기를 실행하도록 설계된 경우 

프로세스 우선 순위를 보통으로 설정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PC에 하나의 CPU 코어 만 

있고 PDF 압축기가 백그라운드에서 작업을 처리하는 동안 PC로 작업하는 경우 프로세스 

우선 순위를 낮음으로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로 인해 PDF 압축기가 작업을 방해하지 

않게됩니다. 낮음 우선 순위는 일반적으로 화면 보호기와 동일한 우선 순위라는 것을 

명심해야합니다. 따라서 PDF 압축기 우선 순위가 낮음으로 설정된 경우 화면 보호기를 끄고 

처리 능력을 낭비하지 않아야합니다. 
 

작업 표시 줄 상태 아이콘 

 
로그인하면 PDF ™ 압축기 아이콘 이 Windows ™ 작업 표시 줄에 나타납니다. 색상은 PDF 

압축기의 상태를 반영하며 GUI (더블 클릭 또는 컨텍스트 메뉴)를 여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콘이 사라지게하려면 옵션 대화 상자의 작업 표시 줄에 상태 표시 확인란을 

비활성화하십시오. 

 

CPU 구성 

PDF Compressor는 우선 순위 처리 명령을 사용할 때 여러 작업을 동시에 처리 할 수 

있습니다 ( "우선 처리 명령"(11 페이지 참조) 참조). 우선 순위가 동일한 작업은 순환 순서로 

스케줄됩니다 (라운드 로빈 스케줄링). 우선 순위가 높은 작업이 우선 순위가 낮은 작업보다 

우선합니다. 작업 우선 순위는 1 (최고) ~ 10 (최저) 범위의 값입니다. 낮은 숫자는 높은 우선 

순위를 나타냅니다. 

 

변환에 사용되는 프로세서 코어의 수는 드롭 다운 메뉴를 통해 수동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모드를 선택하면 최대 사용 가능 수량에 따라 PDF 압축기가 사용할 코어 수를 

자동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이 값은 첫 번째 설치 및 각 성공적인 라이센스 가져 오기 

후에 기본값으로 설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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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압축기는 가능한 처리량에 도달 할 수 있도록 가용 자원 및 라이센스가 부여 된 

프로세서 코어의 전체 용량에서 작동하도록 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대부분의 사용 

사례에 맞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처리 중에 자원을 절약하여 언제든지 우선 순위가 

높은 작업을 처리 할 수있는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또는 작업이 자원을 공유하지 않고 전용 

코어로 실행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은 CPU Configuration을 통해 가능합니다. 

 

테이블 CPU 구성에서는 라이선스가 허여 된 프로세서 코어 당 하나의 행을 찾습니다. 행을 

클릭하면 항목이 편집 모드로 전환되고 선택한 코어의 설정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 : CPU 구성은 실행중인 작업이있는 한 읽기 전용입니다. CPU 구성을 편집하려면 

실행중인 모든 작업을 중지해야합니다. 

 

 

CPU 구성을 사용하면 작업 우선 순위에 따라 단일 코어에 대한 제한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Range 열은 세 가지 설정을 제공합니다. 

 

설정 설명 

무제한(unrestricted) 이것이 기본 설정입니다. 코어는 우선 순위가 높은 작업을 

처리하는 데 사용됩니다. 

최소한<우선 순위>(at least 

<priority>) 

코어는 우선 순위가 <priority> 이상인 작업을 처리하는 데 

사용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3"과 같은 설정은 우선 순위 1, 2 

또는 3의 작업 만 실행하도록 코어를 제한합니다. 

정확한 <우선 순위>(exactly 

<priority>) 

코어는 우선 순위가 <priority> 인 작업 만 처리하는 데 

사용됩니다. 

 

예제 

 

1. 중요한 일에 핵심을 두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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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어 #1의 구성을 "최소 4"로 변경하여 PDF 압축기가 해당 코어의 표준 우선 순위 (1 - 

4)보다 높은 작업 만 실행하도록합니다. 다른 모든 코어의 구성은 "무제한"으로 두십시오. 
 

2. 두 작업 사이에서 4 개의 코어 공유 : 

두 작업에 다른 우선 순위 값을 지정하십시오 (예 : 1 및 2. CPU 구성 설정에서 코어 #1과 

코어 #2가 "정확히 1"이고 코어 #3과 코어 #4가 "정확히 2"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하면 두 작업이 각각 두 개의 코어에서만 실행됩니다. 
 

Born Digital 옵션 

Born Digital Conversion Option이 설치된 경우 옵션 대화 상자에는 PDF (/ A) 변환과 관련된 

옵션을 관리하기위한 추가 탭이 있습니다. 

 

 

Born Digital 전환 서비스(Born Digital Conversion Service)는 전환 프로세스 중에 타사 

애플리케이션 (예 : Microsoft Office ™)을 사용합니다. 이러한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없거나 멈추어 변환 프로세스가 완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전체 변환 서비스를 차단하려면 자동 클린 재시작을위한 몇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참고 : PDF 압축기가 변환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다시 시작하려면 PDF 압축기 서비스 사용자 

계정을 LocalSystem 또는 로컬 Administrators 그룹의 구성원 인 계정으로 설정해야합니다 

( "서비스 계정 선택"(91 페이지 참조) 참조) ). 

 

1. 차단 된 전환 프로세스 감지 : 서비스가 진행중인 전환 프로세스가 최대로 모든 피드를 다시 보낼 

때까지 대기하는 시간을 정의합니다. 기본값 43200 초는 12 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시스템이 

멈추고 적어도 반나절 후에도 상황이 알려지지 않으면 변환 서비스가 복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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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단일 전환은 훨씬 적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600 (10 분) 값이 더 편리 할 수 

있습니다. The Max. 대기 시간은 최대 전체 처리 시간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대신 

서비스가 외부 작업이 완료 될 때까지 대기하는 시간을 정의합니다 (예 : Microsoft Office 

™는 진행 상황을 피드백하지 않습니다. 즉, 전체 처리 시간이 최대 대기 시간보다 훨씬 

길어질 수 있습니다. 예 : 여러 첨부 파일이있는 전자 메일을 처리 할 때. 

 

2. 최대 병렬 변환 수(Maximum number of parallel conversions)는 PDF Compressor가 

병렬로 실행해야하는 Born Digital 변환 프로세스 수를 지정합니다. 사용 가능한 최대 

수는 본 디지털 전환에 대해 라이센스가 부여 된 프로세서 코어의 수입니다. 추가 

"자동"모드를 통해 사용 가능한 최대 프로세서 코어 수를 자동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설치 및 각 성공적인 라이센스 가져 오기 후에 기본적으로 활성화됩니다. 
 

 

3. 특수 구성 도구를 실행하려면 사무실 변환을위한 시스템 구성 단추를 사용하십시오. 이 

도구는 PDF 압축기 서비스 계정을 변경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Microsoft 

Office ™ 문서를 백그라운드에서 변환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사용 권한과 속성 

(DCOM)을 설정합니다. 

                                                        

http://www.foxitsoftware.com/
mailto:info@luratech.com


PDF Compressor Manual 

www.foxitsoftware.com 
info@luratech.com Tips and Tricks: 96 

 

 

 
 

 

Chapter 10. 유용한 정보 

이 섹션에는 유용 할 수있는 힌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작업 목록에 새 항목을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은 Windows ™ Explorer에서 목록 창으로 

파일 또는 폴더를 끌어다 놓는 것입니다. 

 

• 파일 또는 폴더 이름을 나타내는 모든 텍스트 필드는 파일 또는 폴더를 끌어다 놓을 수 

있습니다. 

 

• 머리글 및 바닥 글 텍스트에는 GUI에 표시된 것보다 더 많은 유효한 바로 가기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템플릿 문자열 구문 설명"(65 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 머리글 옵션 및 바닥 글 옵션은 속성 → 포함 탭의 해당 단추 캡션 일뿐입니다. 예를 들어 

인쇄물을 구성 할 수 있습니다. 머리글에 왼쪽 및 오른쪽 바운드 텍스트를 설정하거나 

페이지 가운데에 큰 윤곽선 텍스트를 설정합니다. 

 

• 동일한 입력 파일에서 여러 가지 변형 된 출력 (예 : 고해상도, 저해상도 및 흑백 버전)을 

만들려면 여러 작업 목록 항목을 연속으로 구성 할 수 있습니다: 

 

1. 항목 A를 사용하여 대상 A에 버전 A를 만들고 처리 후 입력을 항목 B의 입력 폴더로 

이동합니다. 

 

2. 항목 B를 사용하여 대상 B에 버전 B를 만들고 처리 후 입력을 항목 C의 입력 폴더로 

이동합니다. 

 

3. 항목 C를 사용하여 대상 C에서 버전 C를 만들고 처리 후 입력을 최종 대상 폴더 (항목 

A의 입력 일 수 있음)로 이동합니다. 

 

• 작업 목록 항목을 복제 할 수 있습니다 ( "항목 추가, 삭제 및 복사"(72 페이지 참조) 참조). 

이를 통해 몇 가지 매개 변수 (예 : 인코더 품질) 만 다른 두 항목을 빠르게 설정할 수 

있으며 비교 목적으로 유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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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1. 문제 해결 
 

문제 가능한 원인 / 해결책 

출력 PDF에는 눈에 보이는 워터 

마크가 있습니다. 

PDF 압축기가 평가판 모드로 실행 중입니다. 라이센스 또는 업데이트 

라이센스를 주문하여 설치하십시오 ( "라이센스 관리"(85 페이지 참조) 

참조). 

출력 PDF는 Mozilla ™ Firefox ™ 

또는 PDF 렌더링 기능이있는 

다른 응용 프로그램에서 

이상하게 보입니다. 

불행히도 일부 시청자는 PDF 압축기에서 생성 된대로 PDF 레이어 및 

투명 필름을 올바르게 렌더링 및 표시하지 않습니다. 문서의 무결성을 

확인하려면 Adobe ™ Reader ™ 7.0 이상 또는 Foxit ™ Reader로 

문서를보십시오. 

Adobe ™ Reader ™는 PDF 

파일을 열 때 오류 메시지를 

표시합니다. 

PDF Compressor는 Adobe Reader ™의 다른 버전과 호환되는 PDF 

출력을 생성 할 수 있습니다 ( "데이터 출력 구성"(25 페이지 참조) 참조). 

Adobe ™ Reader ™ 5.0, 6.0 및 7.0 이상에 대한 설정이 있습니다. PDF 

Compressor에서 생성 된 PDF 파일을 열 때 해당 Reader ™ 버전 만 

사용하십시오. 

입력 된 문서는 PDF로 

변환되지 않습니다. 

라이센스가 만료 되었습니까? 즉, 남아있는 페이지 수가 0이고 평가판 

(평가판) 모드로 실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라이센스를 주문하고 

설치하십시오 ( "라이센스 관리"(85 페이지 참조) 참조). 

해당 입력 파일 형식을 선택 했습니까? 입력 탭 ( "입력 데이터 구성"(13 

페이지 참조) 참조)을 사용하면 여러 입력 파일 형식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입력 파일이 지원되는 파일 형식입니까? PDF 압축기는 입력 형식으로 

TIFF, JPEG, JPEG 2000, PDF, BMP 또는 PNM 만 허용합니다. "입력 데이터 

구성" 추가 형식 및 옵션은 15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또한 TIFF에는 

다양한 하위 형식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2 수준, 회색 음영 또는 RGB 

색상 TIFF 이미지를 지원합니다. CMYK 또는 CIE- Lab 색상뿐만 아니라 

팔레 타이 징 이미지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기본 PDF 압축기 서비스가 실행 중입니까? PDF 압축기 작업 목록 및 / 

또는 옵션 대화 상자 내의 상태를 확인하십시오. PDF 관리 "PDF 압축기 

서비스 관리"(89 페이지 참조)를 참조하십시오. 

기본 PDF 압축기 서비스에 액세스 권한이없는 네트워크 공유 폴더입니까? 

자세한 내용은 "서비스 계정 선택"(91 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매핑 된 네트워크 드라이브 문자를 사용하여 입력 위치를 지정 했습니까? 

매핑 된 네트워크 드라이브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대신 \\ host \ share 

\ 구문을 사용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입력 데이터 구성"(13 페이지 

참조)을 참조하십시오. 

처리 된 입력 파일은 지정된 

대상 폴더로 이동되지 

않습니다. 

덮어 쓰기 옵션이 설정되지 않았으며 동일한 이름의 파일이 이미 대상에 

있습니까? 로그 파일을 확인하십시오 ( "로그 파일 분석"(83 페이지 참조) 

참조). 

덮어 쓰기 옵션이 설정되어 있지만 대상에서 동일한 파일 이름을 가진 

파일은 쓰기 금지되거나 다른 응용 프로그램에 의해 열리고 잠겨 있기 

때문에 삭제할 수 없습니다. Windows ™ Explorer를 사용하여 대상 

폴더에서 파일을 삭제하십시오. 로그 파일을 확인하십시오 ( "로그 파일 

분석"(83 페이지 참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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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가능한 원인 / 해결책 

 기본 PDF 압축기 서비스에 액세스 권한이없는 대상 디렉토리가 

네트워크 공유입니까? 자세한 내용은 "서비스 계정 선택"(91 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삭제 된 옵션을 사용하더라도 

처리 된 입력 파일은 삭제되지 

않습니다. 

입력 파일이 쓰기 금지되어 있습니까? 

Windows ™ Explorer를 사용하여 파일을 삭제하십시오. 로그 파일도 

확인하십시오 ( "로그 파일 분석"(83 페이지 참조) 참조). 

출력 PDF 파일은 이전 PDF 

변환의 이전 버전 인 것으로 

보이지만 덮어 쓰기 옵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출력 파일이 다른 응용 프로그램에 의해 보호되거나 열렸습니까? 

Windows ™ Explorer를 사용하여 파일을 삭제하십시오. 로그 파일을 

확인하십시오 ( "로그 파일 분석"(83 페이지 참조) 참조). 

로그 파일이 기록되지 않거나 

기존 로그 파일이 추가되지 

않습니다. 

구성된 로그 파일 대상이 실제로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존재하는 경우, 

쓰기 권한이 있습니까? 다른 응용 프로그램에서 열고 잠근 것입니까? 

Windows ™ Explorer를 사용하여 로그 파일을 이동하십시오. 

기본 PDF 압축기 서비스에 액세스 권한이없는 네트워크 공유에 로그 

파일이 있습니까? 자세한 내용은 "서비스 계정 선택"(91 페이지) 

선택을 참조하십시오. 

PDF 압축기가 "유효하지 않은 

라이센스"메시지를 

표시합니다. 

기본 PDF 압축기 서비스가 설치 폴더에 대한 전체 액세스 권한을 갖고 

있습니까? 옵션 대화 상자에서 서비스를 중지했다가 다시 시작하십시오 

( "PDF 압축기 서비스 관리"(89 페이지 참조) 비교). 서비스에서 위에 언급 

한 권한이 없다는 메시지 상자가 나타 납니까? 위의 요구 사항을 충족 

시키려면 서비스 계정 선택 (서비스 계정 선택, 91 페이지 설명 참조) 또는 

설치 디렉토리의 액세스 권한을 변경하십시오. 

라이센스 요청 파일을 pdf_compressor @ foxitsoftware.com [mailto : 

pdf_compressor@foxitsoftware.com]에 보내십시오 ( "라이센스 관리"(85 

페이지 참조) 참조). 

 

Born Digital 전환 

처음에 모든 "Born Digital 전환 옵션 요구 사항"(p.2)을 충족했는지 확인하십시오. 
 
 

문제 가능한 원인 / 해결책 

내 문서의 필수 

매크로는 실행되지 

않습니다. 

 Office 보안 센터에서 Office 매크로의 처리가 해제되어 있지 않은지 

확인하십시오. 이 옵션은 "Born Digital 옵션"(94 페이지)에서 선택한 

사용자에 대해 올바르게 설정되어야합니다. 

Windows 도메인의 정책과 같이 Office 매크로의 실행을 금지하지 

마십시오. 이러한 정책은 Office 자체에서 설정 한 내용을 덮어 씁니다. 

Office 매크로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거나 처리가 

중단됩니다. 

매크로에 사용자 상호 작용 (입력, 버튼 등)이 필요하지 않은지 

확인하십시오. 여기에는 메시지 상자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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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압축기에서 처리되는 매크로에는 모든 구성을 사용할 수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ActiveDocument 및 Selection 속성은 백그라운드 

처리 중에는 사용할 수없는 Office의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 때문에 이 속성의 사용도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이 문서를 

사용하여 매크로 내에서 현재 문서에 액세스합니다. 

Born Digital 입력 (예 : 

Microsoft ™ Office ™ 문서)을 

변환하도록 구성된 작업이 

완료되지 않고 오랜 시간 동안 

처리가 눈에 띄지 않습니다. 

Born Digital 전환 프로세스가 중단 될 수 있습니다 ( "Born Digital 옵션 

"(94 페이지 참조) 참조). 설명 된 상황에 있지만 적절한 타임 아웃을 미리 

구성하지 않은 경우 바로이 작업을 수행 할 수 있습니다. 옵션 대화 

상자에서 최대 값을 변경하십시오. 전환 시간 600 초 (10 분). 새로운 값이 

즉시 평가되고 정리 및 재시작 프로세스가 시작됩니다. 이 과정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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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2. 라이센스 계약 

Foxit 유럽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다음 사용권 계약을 자세히 읽어 주십시오. 

 

"FOXIT EUROPE SOFTWARE PRODUCT"에는 컴퓨터 소프트웨어와 함께 인쇄물과 "온라인"또는 

전자 문서가 포함됩니다. FOXIT EUROPE 소프트웨어 제품을 설치, 복사 또는 사용하는 것은 

귀하가 다음 라이센스의 조건을 준수한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 이 라이센스에 동의하는 경우 

FOXIT EUROPE 또는 대리점에 알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 라이센스의 조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소프트웨어를 폐기하거나 소프트웨어를 구한 장소로 반송하십시오. 

 

1. 저작권 

 

라이센스 발급 기관은 Foxit Europe GmbH 또는 현지 지사입니다. Foxit Europe 소프트웨어 

제품은 국내 및 국제 저작권법의 보호를받습니다. 귀하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다른 

자료와 동일한 방법으로 Foxit Europe 소프트웨어 제품을 취급해야합니다. 

 

2. 라이센스 

 

Foxit Europe Software 제품은 판매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에게 라이센스가 부여됩니다. 

라이센스 발급자는 디스크, 읽기 전용 메모리 또는 기타 매체에 상관없이 동봉 된 

소프트웨어 및 동반 글꼴 (총칭하여 Foxit Europe 소프트웨어 제품이라고 함)의 사용권을 

보유합니다. 귀하는 Foxit Europe Software 제품이 기록 된 미디어를 소유하고 있으나 Foxit 

Europe 및 / 또는 LuraTech의 라이센스 제공자는 Foxit Europe Software 제품의 소유권을 

보유합니다. 이 패키지의 Foxit Europe 소프트웨어 제품 및이 라이센스로 귀하가 만들 

수있는 모든 사본에는이 라이센스가 적용됩니다. 

 

Foxit Europe Software 제품을 사용하여 LuraWave 또는 LuraDocument 파일 형식으로 

파일을 만들거나 표시 할 수있는 상용 또는 비상업적 인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만들려면 

런타임- 라이센스-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야합니다. 이는 다른 소프트웨어 응용 

프로그램으로의 통합이나 전자 데이터 매체 장치 (예 : CD) 또는 인터넷의 이미지 또는 문서 

배포와 관련이 있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제안을 받거나 런타임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려면 본사에 문의하십시오: Ulmenstraße 22 

42855 Remscheid 

GERMANY 

 

전화.: +49 2191 / 58960 - 0 

이메일: info@luratech.com [mailto:info@luratech.com] 

또는 해당 지역 자회사 중 하나. 

3. 사용법 
 

이 라이센스는 Foxit Europe Software 제품을 단일 컴퓨터에 설치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합니다. 이 라이센스로 Foxit Europe 소프트웨어는 한 번에 둘 이상의 컴퓨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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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지 않습니다. 백업 목적으로 Foxit Europe 소프트웨어 제품을 컴퓨터에서 읽을 수있는 

형태로 만들 수 있습니다. 백업 사본에는 원본에 포함 된 모든 저작권 정보가 

포함되어야합니다. Foxit Europe 소프트웨어 제품의 기타 모든 권리와 소유권은 유보됩니다. 
 

4. 권리 양도 

귀하는 Foxit Europe의 서면 동의서와 본 라이센스의 조건에 동의하는 당사자에게만 본 

라이센스에 의거하여 귀하의 권리를 양도 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권리를 양도 한 후에는 

소유하고있는 Foxit-Europe-Software-Product의 다른 사본을 파기해야합니다. 귀하는 Foxit 

Europe 소프트웨어 제품을 ,임차,임대, 차용 또는 배포 할 수 없습니다. 
 

5. 제한 사항 

귀하는 (i) Foxit Europe Software 제품을 어떤 방식 으로든 디 컴파일, 리버스 엔지니어링 

또는 분해하거나, (ii) Foxit Europe Software에서 파생 제품을 수정, 개조 또는 파생 시키거나, 

(iii) 판매하거나, 임대하거나, 대여하거나, Foxit Europe Software 제품을 배포하십시오. 이 

라이센스에 따른 귀하의 권리 및 Foxit Europe 소프트웨어 제품 사용 권한은 귀하가 본 

라이센스의 조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Foxit Europe의 사전 통지없이 자동 종료됩니다. 
 

6. 업데이트 

이 Foxit Europe Software 제품이 업데이트로 표시되어있는 경우 적절한 전체 소프트웨어 

제품의 라이센스 버전이 있어야합니다. Foxit Europe Software 제품은 전체 제품의 라이센스 

버전을 지원합니다. 모든 업데이트는 비용이 발생합니다. 
 

7. 데모 버전 

Foxit Europe 데모 소프트웨어, 셰어웨어 및 관련 문서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됩니다. Foxit 

Europe은 데모 소프트웨어 / shareware 버전의 라이센스 보유자가 필요한만큼의 

소프트웨어 복사본을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라이센스 소지자는 데모 소프트웨어 / 

셰어웨어를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유료로 배포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8. 학생용 버전 

이 Foxit Europe 소프트웨어 제품이 학생용 버전으로 표시된 경우 라이센스 보유자는 제품을 

사용할 권리가있는 등록 된 학생의 지위를 가져야합니다. 
 

9. 특별 조건 

제품 "LuraWave OCX-SDK"에는 "lurawave.lic"라이센스 파일이 들어 있습니다. 이 파일은 

안전하게 보관해야하며 제 3 자에게 액세스하거나 제공해서는 안됩니다. 
 

라이센스 보유자 액세스 코드는 안전하게 보관해야하며 액세스가 불가능하거나 제 3 자에게 

제공해야합니다. 
 

Foxit Europe Software 제품에는 TIFF 라이브러리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TIFF 라이브러리에 

대한 저작권 참조 : 
 

Copyright © 1988 - 1996 Sam Leffler 

Copyright © 1991 - 1996 Silicon Graphics, Inc. 

Foxit Europe Software 제품에는 Independent JPEG 그룹의 JPEG 라이브러리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JPEG 라이브러리 (libJPEG 6b, 1998 년 3 월 27 일)에 대한 저작권 참조 : 
 

Copyright (c) 1998 - Thomas G. L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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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소프트웨어를 사용, 복사, 수정, 배포 및 판매 할 수있는 권한과 목적을위한 문서는 (i) 

위의 저작권 고지와 이 사용권 고지가 소프트웨어의 모든 복사본과 관련 문서, (ii) Sam 

Leffler 및 Silicon Graphics의 사전 서면 허가 없이는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광고 또는 홍보에 

Sam Leffler 및 Silicon Graphics의 이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Foxit Europe Software 제품에는 Ghostscript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고스트 스크립트의 

저작권 참조 : 

Portions Copyright © 2001 artofcode LLC. 

이 소프트웨어는 부분적으로 Independent JPEG Group의 작업을 

기반으로합니다.  

이 소프트웨어는 부분적으로 Freetype 팀의 작업을 기반으로합니다. 

Portions Copyright © 2001 

URW++. All Rights Reserved. 

 

Foxit Europe Software 제품에는 ABBYY FineReader 8, 10 또는 11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ABBYY에 대한 저작권 참조 : 

 

ABBYY ™ FineReader ™ 엔진 11.0 © 2014 ABBYY Production LLC. 판권 소유. ABBYY, 

FINEREADER 및 ABBYY FineReader는 ABBYY Software Ltd.의 등록 상표 또는 상표입니다. 

 

최종 사용자는 최종 사용자가 ABBYY SDK 또는 응용 프로그램 전체에 적용되는 EULA의 

조건을 준수한다는 조건하에 응용 프로그램에 포함 된 ABBYY SDK에 대한 런타임 

라이센스를 부여받습니다. 런타임 라이센스는 시간, 성능 또는 기능 제한을받으며 ABBYY 

SDK의 필수 요소 인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 보호 키를 사용하여 무단 복제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최종 사용자는 다른 사람이 아래 목록에 포함 된 활동을 수행하거나 수행 할 수 없도록 

설정할 수 없습니다. 

 

ABBYY SDK (응용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및 기타 ABBYY SDK 구성 요소)를 분해하거나 디 

컴파일 (즉, 목적 코드에서 소스 코드 추출)하는 경우 (단, 해당 행위가이 제한에도 불구하고 

명시 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는 제외) ABBYY SDK에서 ABBYY SDK가 제공하고 설명서에 설명 

된 것 이외의 ABBYY SDK에 포함 된 응용 프로그램 및 데이터베이스의 개체 코드를 변경하는 

것을 포함하여 ABBYY SDK를 수정합니다. 

 

최종 사용자에게 부여 된 모든 권리와 ABBYY SDK와 관련된 기타 권리는 ABBYY SDK 사용 

권한이없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십시오. 자격이없는 사람이 ABBYY SDK를 사용하고 최종 

사용자와 동일한 다중 사용자 시스템에서 ABBYY SDK를 사용할 수 있도록하십시오. ABBYY 

SDK는 "있는 그대로"제공됩니다. ABBYY는 ABBYY SDK에 오류가 없음을 보증하지 않으며, 

사업 상실, 사업 중단, 사업 정보 손실 또는 기타 다른 이유로 인해 발생하는 직접 또는 

간접적 인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ABBYY SDK 사용으로 인한 금전적 손실 

또는 ABBYY SDK의 오류 또는 잘못된 인쇄로 인한 손해. 

 

수출 규칙-미국에서 구입 한 경우 ABBYY SDK는 미국 수출 규정이나 기타 관련 법규를 

위반하여 수출하거나 재수출해서는 안됩니다. 

 

EULA의 일부가 무효하고 시행 불가능한 경우 EULA 잔액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계약 조건에 따라 유효하고 시행 가능합니다. EULA는 소비자로서 거래하는 당사자의 법적 

권리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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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xit Europe Software 제품에는 Adobe "PDF Open"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Adobe에 대한 

저작권 참조 : 

 

© 1987-2003 Adobe Systems Incorporated. Adobe ™ PDF Library는 Adobe Systems 

Incorporated에서 사용 허가를 받았습니다. 

 

Adobe PDF Library ™. "Adobe 소프트웨어"란 Windows NT, 2000, XP, 98, Me 및 관련 

설명서 및 모든 업그레이드, 수정 된 버전, 업데이트, 추가 사항 및 사본에 대한 Adobe PDF 

Library ™를 의미합니다. ABBYY FineReader는 Adobe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PDF 파일을 

이미지 파일로 변환합니다. 

 

라이센스 부여 및 제한. ABBYY는 ABBYY FineReader SDK에 통합 된 Adobe 소프트웨어를 

본 EULA의 조건에 따라 사용할 수있는 비 독점적 권한을 부여합니다. 백업 복사본이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모든 컴퓨터에서 사용되지 않은 경우, 소프트웨어에 통합 된 Adobe 

소프트웨어의 백업 복사본 하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지적 재산권. 소프트웨어에 통합 된 Adobe 소프트웨어는 Adobe 및 해당 공급 업체가 

소유하며 Adobe의 구조, 조직 및 코드는 Adobe 및 해당 공급 업체의 중요한 영업 

비밀입니다. Adobe 소프트웨어는 미국 저작권법 및 국제 조약 조항의 보호를받습니다. 본 

EULA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프트웨어에 통합 된 Adobe 소프트웨어를 복사 할 수 

없습니다. 본 EULA에 의거하여 귀하가 허락 한 사본에는 소프트웨어 상에 또는 소프트웨어 

상에 나타나는 것과 동일한 저작권 및 기타 비공개 통지가 포함되어 있어야합니다. 귀하는 

소프트웨어에 포함 된 Adobe 소프트웨어의 소스 코드를 수정, 개조, 번역, 리버스 

엔지니어링, 디 컴파일, 디스 어셈블 또는 발견하려고 시도하지 않을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이 계약서는 귀하에게 Adobe 소프트웨어에 대한 지적 재산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글꼴 사용권. 소프트웨어에 포함 된 소프트웨어 또는 Adobe 소프트웨어에 글꼴 

소프트웨어가 포함되어있는 경우 글꼴 공급자 또는 저작권 소유자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글꼴 소프트웨어 또는 글꼴 소프트웨어의 개요를 전자 문서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이 

패키지에 포함 된 글꼴에는 Adobe 글꼴과 Adobe 이외의 글꼴이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Adobe가 소유 한 글꼴을 완전히 포함 할 수 있습니다. 

 

보증. ABBYY와 그 공급자는 소프트웨어에 포함 된 ADOBE SOFTWARE를 사용함으로써 얻을 

수있는 성과를 보증 할 수 없으며 보증하지 않습니다. 전술 한 내용은 ABBYY의 보증 위반에 

대한 유일하고 독점적 인 구제책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본 EULA의 13 항에 명시된 제한적 

보증을 제외하고 Adobe 및 그 공급 업체는 상품성, 특정 목적에의 적합성 또는 불 침해에 

대해 어떠한 명시 적 또는 묵시적 보증도하지 않습니다. Adobe 또는 Adobe의 공급 업체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익 손실이나 저축 손실을 포함한 결과적, 우발적 또는 특수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지지 않으며, ADOBE REPRESENTATIVE가 그러한 손해의 가능성 또는 제 3 자의 

청구에 대해 통보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부 국가, 주 또는 관할 구역에서는 부수적, 결과적 또는 특수한 손해의 배제 나 제한 또는 

묵시적 보증의 배제 나 묵시적 보증의 지속 기간에 대한 제한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상기 

제한이 귀하에게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묵시적 보증은 30 

일로 제한됩니다. 이 보증은 귀하에게 특정 법적 권리를 부여합니다. 귀하는 주마다 또는 

관할권마다 다른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수출 규칙. 귀하는 소프트웨어에 통합 된 Adobe 소프트웨어가 미국 수출 관리법 또는 기타 

수출 법, 제한 또는 규정 (총칭하여 "수출 법")에 의해 금지되거나 어떤 국가로도 운송되거나 

양도되거나 수출되지 않는다는 데 동의합니다. ). 또한 소프트웨어에 포함 된 Adobe 

소프트웨어가 수출 법에 따라 수출 통제 품목으로 식별되는 경우, 귀하는 금수 조치가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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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서 시민이 아니거나 다른 국가에 위치하고 있음을 진술하고 보증하며, 소프트웨어에 

포함 된 Adobe 소프트웨어를 수출 법률로부터받는 것. 소프트웨어에 통합 된 Adobe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모든 권리는 귀하가 본 EULA의 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해당 

권리가 상실된다는 조건하에 부여됩니다. 

 

상표. Adobe 및 Adobe PDF Library는 미국 및 / 또는 기타 국가에서 Adobe Systems 

Incorporated의 등록 상표 또는 상표입니다. 

 

10. 기간 

 

계약은 무기한으로 실행됩니다. Foxit Europe 소프트웨어 제품을 사용하기위한 라이센스 

보유자의 권리는 라이센스 소유자가 본 라이센스의 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Foxit 

Europe의 통지없이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라이센스 보유자는 라이센스 종료시 모든 사본 

및 문서와 함께 제품의 원래 버전을 폐기해야합니다. 

 

11. 보증 

 

면허 발급자는 법의 범위 내에서만 보증을 제공합니다. Foxit Europe 소프트웨어 제품은 

배송일로부터 12 개월 동안 보증됩니다. 보증은 제품 재 납품 또는 제품 개선 만 포함합니다. 

이러한 조치가 실패하면 라이센스 비용이 감소하거나 계약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변경, 

수정, 변경 또는 연장 된 Foxit Europe 소프트웨어 제품은 보증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2. 보증 면책 

 

Foxit Europe은 귀하가 저작권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Foxit Europe의 모든 손해에 대해 책임이 

있다는 사실에 귀하의주의를 환기시킵니다. Foxit Europe은 이익 손실, 정보 손실, 데이터 손실 

또는 재정적 손실과 같은 Foxit Europe 소프트웨어 제품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어떠한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지지 않습니다. 법에 의해 지시되지 않는 한 Foxit Europe은 손해 

배상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13. 수출 

 

Foxit Europe Software 제품을 수출하고자하는 경우 구입 국가의 모든 수출 규정을 

준수해야합니다. 

 

14. 법률 및 분리 가능성 제어 

 

Foxit Europe Software 제품을 구입 한 국가에 Foxit Europe의 현지 지사가있는 경우 

자회사가 위치한 현지 법에 따라이 라이센스가 적용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라이센스는 

독일 법률의 적용을받습니다. 어떠한 사유로든 관할권있는 법원이 조항 또는 그 일부를 시행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본 라이센스의 나머지 부분은 계속해서 완전한 효력을 발휘합니다. 

 

15. 완전한 합의 

 

이 라이센스는 Foxit Europe 소프트웨어 제품 사용과 관련하여 당사자 간의 완전한 합의를 

구성하며 그러한 주제에 관한 모든 이전 또는 현재의 이해를 대체합니다. Foxit Europe이 

서면으로 서명하지 않는 한 본 라이센스의 개정이나 수정은 구속력을 갖지 않습니다. 

 

16. 추가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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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ntime-License 포함 C-SDK"라는 이름으로 판매 된 제품 만 고정 요금 패키지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LuraWave JP2 C-SDK와 런타임 라이센스는 대상 제품의 사본 수 또는 라이센스 

보유 기간에 관계없이 유효합니다. 그러나 런타임 라이센스는 하나의 대상 제품 만 

사용하도록 제한됩니다. 위의 제품에 대해서만 LaraWave JP2와 C-SDK를 통합 할 대상 

제품에 대한 명확한 암호 해독 가능한 제품 이름을 주문한 경우 추가 런타임 라이센스 

계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2013 
Foxit Europe GmbH 
Ulmenstr. 22 
42855 Remsche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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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3. 지원 및 연락처 

PDF Compressor를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데 문제가 발생하면 전자 메일을 통해 Foxit 

Europe의 지원을받을 수 있습니다. 메뉴 도움말 또는 오류 대화 상자에서 지원 요청 생성 ... 

옵션을 사용하십시오. 
 
 

 

텍스트 입력란에 오류 또는 문제에 관한 메모를 추가하십시오. 지원 요청 대화 상자를 열면 

작업 설정 및 로그와 같은 필수 파일을 포함하여 zip 파일이 생성됩니다. 대화 상자에 zip 

파일 경로가 첨부 파일 필드에 표시됩니다. 컴퓨터가 인터넷에 연결되어있는 경우 전자 

메일로 돌아 가기 :에 회신 주소를 입력하고 SMTP로 보내기 단추를 사용하여 첨부 파일을 

포함하는 메시지를 직접 보낼 수 있습니다. 또는 로컬 전자 메일 클라이언트를 사용하여 

로컬 메일 클라이언트...의 버튼 보내기와 함께 보낼 수 있습니다. 인터넷 연결이 끊어 지거나 

연결이 끊어진 경우 메시지와 첨부 파일을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에 복사하고 전자 메일 

클라이언트를 사용하여 보내십시오. 

 

지원 요청을 보내는 옵션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다음 정보를 포함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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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DF 압축기의 버전 번호입니다 .예 : 7.5.0.1. 이 번호는 기본 창의 도구 모음에있는 

정보(About…) 단추를 통해 사용할 수있는 대화 상자에 표시됩니다. 

 

2. 컴퓨터의 운영 체제 (예 : 윈도우 8. 

 

3. 파일 → 옵션 → 로그 파일에 지정된대로 오류 및 로그 파일에 대한 설명. 

 

모든 지원 요청은 다음 주소로 보내주십시오: pdf_compressor@foxitsoftware.com 

[mailto:pdf_com-%20pressor@foxitsoftware.com] 

 

자세한 정보 및 연락처 데이터는 웹 페이지 (http : //www.luratech.com)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버전 7.7 

날짜 : 2017-09-12 

 

여기에 포함 된 사양은 사전 통보없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Foxit Europe은 보증, 계약 또는 

기타 법률 이론에 근거하여이 자료의 공급, 수행 또는 사용과 관련하여 여기에 포함 된 

오류나 부수적 또는 파생적 손해 (이익 손실 포함)에 대해 책임을지지 않습니다. 
 

©  2016 Foxit Europe GmbH 
Neue Kantstr. 14 
14057 Berlin 
Germ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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