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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의  정보는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ABBYY측의  약속을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  

이  문서에서  설명하는  소프트웨어는  사용권  계약에  따라  제공됩니다 .  소프트웨어는  계약서  약관의  엄격한  준수  

하에서만  사용  또는  복사할  수  있습니다 .  이  문서의  어떤  부분도  ABBYY의  명시적인  서면  승인  없이는  어떤  

목적으로든  어떤  형태나  방법 ,  전  

자적인  기타  방식으로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없습니다 .  

 

© 2013 ABBYY Product ion LLC .  A l l  r igh ts  reserved .  

ABBYY,  ABBYY F ineReader ,  ADRT는  ABBYY So f tware L td .의  등록  상표  또는  상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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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특허  출원  중입니다 .  

Adobe® PDF L ib rary는  Adobe Sys tems  Incorporated에서  사용  허가를  받았습니다 .  

Adobe,  Acroba t®, Adobe  로고 ,  Acrobat  logo ,  Adobe  PDF 로고  및  Adobe PDF L ib rary는  미국  및 /또는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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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ights  reserv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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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2011 The OpenSSL  Projec t .   A l l  r ights  reserved.  

©1995 -1998 Er ic  Young (eay@cryp tso f t .com) A l l  r igh ts  rese 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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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제품에는  T im Hudson이  작성한  소프트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t jh@cryp tsof t . com).  

본  소프트웨어의  일부는  The FreeType P rojec t에서  저작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www.free type .org) .  Copyr igh t  © 

2009 The FreeType P rojec t   A l l  r ights  reserved .   

Apache,  Apache 깃털  로고  및  OpenOff ice는  Apache So f tware Founda t ion의  상표입니다 .  OpenOf f ice .org와  

갈매기  로고는  Apache So f tware Founda t ion의  등록상표입니다 .  

EPUB®는  IDPF(In ternat iona l  D ig i ta l  Pub l i sh ing  Forum)의  등록  상표입니다 .  

다른  모든  상표는  해당  소유자의  독점적  자산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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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 을 통해 ABBYY FineReader 12 배포 

일반 

ABBYY FineReader 12은  LAN을  통해서  설치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자동  설치  방법을  활용하면  LAN을  통해  ABBYY FineReader 12 Corporate을  빠르고  유연한  방  

법으로  설치할  수  있으므로  각  개별  워크스테이션에  프로그램을  수동으로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  

ABBYY FineReader 12 배포 

ABBYY FineReader는  Microsoft® Windows® XP(또는  이상)를  실행하는  컴퓨터에서  배포할  수  

있습니다 .  

배포  프로세스는  다음  단계로  구성됩니다 .  

1.  관리자  설치  

a.  ABBYY FineReader 12 Corporate 사용권  서버  및  ABBYY FineReader 12 

Corporate 사용권  관리자  설치  

자세한  내용은  사용권 서버 및 사용권 관리자 설치 를  참조하십시오 .  

참고 :  ABBYY FineReader 12 Corporate 사용권  관리자가  설치된  컴퓨터는  사용권  

관리자  스테이션이  됩니다 .  

b.  관리자  설치  지점  만들기  

자세한  내용은  관리자 설치 지점 만들기 를  참조하십시오 .  

참고 :  사용권  서버 ,  사용권  관리자  및  워크스테이션에서  사용되는  네트워크  연결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네트워크 연결 설정을 변경하는 

방법 

참고 :  관리자  설치  지점과  사용권  서버는  같은  컴퓨터나  다른  컴퓨터에  있을  수  있습니다 .  

2.   사용권  관리  

사용권은  ABBYY FineReader 12 사용권  관리자로  관리됩니다 .  

ABBYY FineReader 12을  설치할  때  워크스테이션에  사용권을  올바르게  배포하려면  특정  

워크스테이션  에  특정  사용권에  대한  우선  순위를  부여해야  합니다 .  이러한  목적으로 ,  

특정  워크스테이션에  대한  사용  

권과  사용권  풀을  예약하십시오  2단계. 사용권 관리.  

3.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하여  워크스테이션에  ABBYY FineReader 설치 :  

  대화형  모드에서  수동으로  

  명령줄을  통해  

  Act ive Directory  

  Microsoft SCCM(System Center Configurat ion Manag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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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3단계. 워크스테이션에 ABBYY FineReader 12 설치 를  참조하십시오 .  

 

중요 !  

1. 관리자  설치  지점이  있는  같은  폴더에  사용권  서버를  배치하지  마십시오 .  

2.  같은  워크스테이션에  다른  버전의  ABBYY FineReader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  

 

관리자 설치 폴더 요구 사항 

1. 관리자  설치  지점을  만들  750MB의  여유  하드  디스크  공간  

2.  ABBYY FineReader를  설치할  컴퓨터에  있는  모든  사용자에  대해  관리자  설치  폴더  

(예 : \\MyFileServer\Distribs\ABBYY FineReader 12) 에대한  읽기  액세스 .    

3.  관리자  설치  지점을  만드는  서버(\\MyFileServer )는  긴  파일  이름을  지원하는  운영  

체제에서  실행되는  파일  서버여야  합니다 .  

4.  Act ive Directory®를  사용하여  ABBYY FineReader 12을  배포하는  경우  도메인  컴퓨터  

계정에  관리자  설치  폴더에  대한  읽기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  

사용권 서버 요구 사항 

1. 사용권  파일  및  계정을  만들  100MB의  여유  하드  디스크  공간  

2.  사용권  서버가  설치되는  서버(\\MyLicenseServer)는Microsoft  Windows 10, 

Microsoft® Windows® 8 .1 ,  Microsoft® Windows® 8, Microsoft Windows 7, 
Microsoft  Windows Vista, Microsoft Windows Server 2012, Microsoft  Windows 

Server 2012 R2, Microsoft  Windows Server 2008, Microsoft Windows Server 2008 

R2, Microsoft  Windows Server 2003 R2, Microsoft Windows XP 를  실행해야  합니다 .  

3.  사용권  서버의  운영  체제에서  지원하는  연결  수는  최소한  프로그램의  잠재  사용자의  총  

수와  같  

아야  합니다(동시  사용권에만  해당) .  

예를  들어 ,  Microsoft  Windows XP는  10개  미만의  동시  연결을  허용하며 ,  한  번에  10개의  

워크  

스테이션에서만  ABBYY FineReader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  

사용권 관리자 스테이션 요구 사항 

1. Microsoft  Windows 10, Microsoft® Windows® 8 .1 ,  Microsoft® Windows® 8, 

Microsoft  Windows 7, Microsoft  Windows Vista, Microsoft Windows Server 2012, 

Microsoft  Windows Server 2012 R2, Microsoft  Windows Server 2008, Microsoft  
Windows Server 2008 R2, Microsoft  Windows Server 2003 R2, Microsoft Windows 

XP 에서  실행되는  PC. 

2.  100MB 여유  하드  디스크  공간 .  

워크스테이션 요구 사항 

1. 1GHz 이상의  32비트(x86) 또는  64비트(x64) CPU. 

2. 운영  체제 : Microsoft Windows 10, Microsoft® Windows® 8 .1 ,  Microsoft® 

Windows® 8, Microsoft Windows 7, Microsoft  Windows V ista , Microsoft  Wind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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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er 2012, Microsoft  Windows Server 2012 R2, Microsoft Windows Server 2008, 

Microsoft  Windows Server 2008 R2, Microsoft  Windows Server 2003 R2, Microsoft 

Windows XP (지역화된  인터페이스로  작업하려면  운영  체제가  해당  언어를  지원해야  함).  

3.  1024 RAM의  멀티프로세서  시스템의  경우  프로세서가  추가될  때마다  512MB의  RAM이  더  

필요합니다 .  

4.  모든  프로그램  구성  요소  설치용  850MB, 프로그램  작동용  700MB. 

5.  비디오  카드  및  모니터  지원  최소  해상도  1024*768.  

6.  키보드 ,  마우스  또는  기타  포인팅  장치 .  

멀티 유저 배포 패키지 배포하기 

일반 배포 패키지와 달리 멀티 유저 배포 패키지는 사용권 서버와 사용권 관리자를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LAN을 통한 멀티 유저 배포 패키지의 배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멀티 유저 관리자 설치 지점 만들기 

이 단계에서 일련 번호를 입력할 필요 없이 워크스테이션에 ABBYY FineReader를 설치할 수 있게 

해주는 멀티 유저 활성화 키가 배포 패키지에 추가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멀티 유저 관리자 설치 지점 만들기를 참조해주십시오.  

2.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하여 워크스테이션에 ABBYY FineReader 설치: 

 대화형 모드에서 수동으로 

 명령줄을 통해 

 Active Directory 

 Microsoft SCCM(System Center Configuration Manager) 

자세한 내용은 3단계. 워크스테이션에 ABBYY FineReader 12 설치 를 참조하십시오. 

관리자 설치 폴더 요구 사항 

1. 관리자 설치 지점을 만들 750MB의 여유 하드 디스크 공간 

2. ABBYY FineReader를 설치할 컴퓨터에 있는 모든 사용자에 대해 관리자 설치 폴더 

(예: \\MyFileServer\Programs Distribs\ABBYY FineReader 12) 에대한 읽기 액세스.   

3. 관리자 설치 지점을 만드는 서버(\\MyFileServer)는 긴 파일 이름을 지원하는 운영 체제에서 

실행되는 파일 서버여야 합니다. 

4. Active Directory®를 사용하여 ABBYY FineReader 12을 배포하는 경우 도메인 컴퓨터 계정에 관리자 

설치 폴더에 대한 읽기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5. 경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경로는 유니코드가 아닌 응용 프로그램을 위한 기본 시스템 언어로 선택된 언어의 코드 

페이지 외부에 어떠한 문자도 포함해서는 안 됩니다.  

 중간 폴더의 이름은 공백으로 시작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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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계. 관리자 설치 

사용권 서버 및 사용권 관리자 설치 

1. CD–ROM 드라이브에  설치  디스크를  넣습니다 .  설치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시작됩니다 .  

참고:  설치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시작되지  않을  경우  ABBYY FineReader 12 CD–

ROM에서  파일  License Server\Setup.exe를  실행합니다 .  

2.  LAN을  통해  ABBYY FineReader  배포  > ABBYY FineReader 사용권  서버  설치를  

선택합  

          니다 .  

3.  설치  프로그램의  지침을  따릅니다 .  

설치하는  동안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ABBYY FineReader 사용권  서버  및  ABBYY FineReader 사용권  관리자를  

설치합니다 .   

사용권  서버와  사용권  관리자는  같은  컴퓨터에  설치됩니다 .  사용권  관리자를  

설치할  폴더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  

  ABBYY FineReader 12 사용권  관리자만  설치합니다 .  사용권  관리자를  설치할  

폴더를  지정하고  사용권  서버를  호스팅하는  컴퓨터의  이름을  지정해야  합니다 .  

 

참고 :   

  여러  사용자가  ABBYY FineReader 12 사용권을  관리하는  경우  컴퓨터에  사용권  관리자  유틸  

리티가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  

  각  사용자는  서버에서  두  로컬  그룹  중  하나의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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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BBYY Licensing Administrators  

2.  BUILTIN\Administrators  

파일   

%programfiles%\Common 
Files\ABBYY\FineReader\12.00\Licensing\CE\NetworkLicenseServer.ini  

(또는  %commonprogramfiles(х86)%\ 

ABBYY\FineReader\12.00\Licensing\CE\NetworkLicenseServer. ini  64 비트  

시스템을  사용할  경우)  

에서  사용자  인증을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  

이  파일은  사용권  서버가  설치된  컴퓨터에  있습니다 .  다음  매개변수를  이  파일에  

추가합니다 .  

[Licensing] 

EnableManagerAuthorization = false  

중요 !  변경  내용을  적용하려면  ABBYY FineReader 12 Corporate  사용권  서비스를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  

관리자 설치 지점 만들기 

1. CD–ROM 드라이브에  설치  디스크를  넣습니다 .  설치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시작됩니다 .  

참고:  설치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시작되지  않을  경우  ABBYY FineReader 12 CD–

ROM에서  Setup.exe /a  파일을  실행하십시오 .   

2.  LAN을  통해  ABBYY FineReader 배포  > 관리자  설치  지점  만들기를  선택합니다 .  

3.  설치  프로그램의  지침을  따릅니다 .  

설치  프로그램에  묻는  메시지가  나타나면  다음을  지정합니다 .  

  사용권  서버를  설치할  컴퓨터의  이름  

  관리자  설치  폴더의  경로  
 

중요 !  ABBYY FineReader가  워크스테이션에  설치된  후에  관리자  설치  폴더를  옮기지  

마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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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 유저 관리자 설치 지점 만들기 

1. ABBYY FineReader 12 CD-ROM 또는 배포 패키지가 복사된 폴더에서 Autorun.exe 파일을 찾아 

실행합니다. 

2. 멀티 유저 관리자 설치 지점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3. 설치 프로그램의 안내에 따릅니다. 

기존 배포 패키지에 멀티 유저 활성화 키를 추가하거나 새 관리자 설치 지점을 만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을 선택할 경우 새 관리자 설치 지점이 위치할 폴더의 경로를 지정해야 합니다. 경로는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경로는 유니코드가 아닌 응용 프로그램을 위한 기본 시스템 언어로 선택된 언어의 코드 페이지 

외부에 어떠한 문자도 포함해서는 안 됩니다.  

 중간 폴더의 이름은 공백으로 시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일련 번호를 입력할 필요 없이 워크스테이션에 설치할 수 있는 ABBYY FineReader 배포 패키지가 

생성됩니다. 제품은 인터넷을 통해 자동으로 활성화되며 사용자에게 어떠한 확인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제품을 설치 중인 워크스테이션은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3단계. 워크스테이션에 ABBYY FineReader 12 설치를 참고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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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계. 사용권 관리 

ABBYY FineReader 12 사용권  관리자는  ABBYY FineReader 12과  함께  제공되는  특수한  응용  

프로그램으로 ,  ABBYY FineReader 사용권을  관리하는  데  사용됩니다 .  이  응용  프로그램은  

ABBYY FineReader 12이  LAN에서  배포될  때  사용권  관리  스테이션에  설치됩니다 (사용권 서버 및 

사용권 관리자 설치 참조) .  

ABBYY FineReader 12 사용권  관리자를  사용하여  사용권을  구성합니다 .  

1)  ABBYY FineReader 12 사용권  관리자에  사용권을  추가합니다 .  

ABBYY FineReader 12 사용권(또는  사용권  그룹)은  해당  사용권을  식별하는  고유의  일련  

번호를  갖습니다 .  사용권을  활성화하고  ABBYY FineReader 12 사용권  관리자에  그  

사용권을  추가하려면  일련  번호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  

2)  사용권  풀을  만들고  필요한  사용권을  해당  풀에  추가합니다 .  

사용권  풀은  동일한  제품의  사용권(일련  번호) 모음입니다 .  사용권  풀을  활용하면  

사용권을  보다  쉽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  각  라이센스를  개별적으로  예약하는  

대신  풀에  추가한  다음  특정  워크스테이션에  대한  풀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  

3)  해당  워크스테이션에  대한  풀과  사용권을  예약합니다 .  

워크스테이션에  ABBYY FineReader 12을  설치하기  전에  워크스테이션들  간에  사용권을  

배포해야  합니다 .  즉 ,  ABBYY FineReader 12 사용권  관리자를  통해  해당  

워크스테이션용으로  예약합니다 .  사용권이  워크스테이션용으로  예약되면  해당  

워크스테이션만  그  사용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중요 !  워크스테이션에  ABBYY FineReader 12 설치를  시작하기  전에  사용권과  풀을  

예약하십시오 .  ABBYY FineReader를  설치한  후에  워크스테이션을  바인딩하거나  바인딩  

해제하려면  워크스테이션에서  프로그램을  제거해야  합니다 .  ABBYY FineReader가  설치된  후에  

사용자  단위  사용권을  한  워크스테이션에서  다른  워크스테이션으로  옮기려면  사용권을  

비활성화해야  합니다 .  허용되는  비활성화  수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  

사용권  유형과  ABBYY FineReader 12 사용권  관리자  작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BBYY 

FineReader 12 사용권  관리자  도움말  파일을  참조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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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단계. 워크스테이션에 ABBYY FineReader 12 

설치 

중요 !  워크스테이션에  ABBYY FineReader 12 Corporate을  설치하기  전에  다음  작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  

 관리자  설치  지점을  만들고  ABBYY FineReader 12 사용권  관리자를  사용하여  사용권을  

구성해주십시오(사용권 서버 및 사용권 관리자 설치, 관리자  설치  지점  만들기 , 2단계. 사용권 

관리참고).  

또는  

  멀티  유저  관리자  설치  지점을  만드십시오(멀티  유저  관리자  설치  지점  만들기  참고) .  

워크스테이션은  설치  시의  사용권  구성에  따라  사용자  단위  사용권을  얻고  ABBYY FineReader 

12이  설치된  경우에만  서버에  바인딩됩니다 .  

참고 :   

  같은  워크스테이션에  다른  버전의  ABBYY FineReader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  

  다른  시스템에서  워크스테이션을  복제한  경우 ,  사용권  메커니즘의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해   

ABBYY FineReader를  설치하기  전에  SID(Secur ity Ident i f ier) 값을  변경해야  합니다 .  

  ABBYY FineReader를  사용하려면  Microsoft Core XML 서비스(MSXML) 6.0을  

워크스테이션에  설치해야  합니다 .  

대화식 설치 

1. 관리자  설치  지점(1단계. 관리자 설치 참고)  또는  멀티  유저  관리자  설치  지점(멀티  유저  

관리자  설치  지점  만들기  참고)을  만드십시오 .  

2.  관리자  설치  폴더에서  setup.exe  파일을  실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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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설치  마법사의  지침을  따릅니다 .  

명령줄 설치 

1. 관리자  설치  지점(1단계. 관리자 설치 참고)  또는  멀티  유저  관리자  설치  지점(멀티  유저  

관리자  설치  지점  만들기  참고)을  만드십시오 .  

2.  아래에서  설명하는  명령줄  매개변수를  사용하여  관리자  설치  폴더에서  setup.exe  

파일을  실행합니다 .  

자동 설치 

자동  설치의  경우  다음을  입력합니다 .  

Setup.exe /qn 

자동  설치의  경우  설치  대화  상자가  표시되지  않고  기본  구성으로  프로그램이  

설치됩니다 (인터페이스  언어는  컴퓨터의  국가별  설정을  기반으로  자동  선택됨).  

참고 :  설치  진행율  막대를  표시하려면  “/qn”을  “/qb”로  변경하십시오 .  다른  대화  상자는  

표시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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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설치를 위한 추가 명령줄 옵션 

/L<언어  코드>를  지정하면  인터페이스  언어의  자동  선택을  비활성화하고  명령줄에  지정된  

인터페이스  언어를  사용하여  ABBYY FineReader가  설치됩니다 .  

가능한  언어  코드* 값:  

1026 불가리아어  

1028 중국어(번체)  

1029 체코어  

1030 덴마크어  

1031 독일어  

1032 그리스어  

1033 영어  

1034 스페인어  

1036 프랑스어  

1038 헝가리어  

1040 이탈리아어  

1041 일본어  

1042 한국어  

1043 네덜란드어  

1045 폴란드어  

1046 포르투갈어(브라질)  

1049 러시아어  

1051 슬로바키아어  

1053 스웨덴어  

1055 터키어  

1058 우크라이나어  

1061 에스토니아어  

1066 베트남어  

2052 중국어(간체)  

*사용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  언어  수는  배포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  

/V"<명령줄>"은  지정한  명령줄을  직접  msiexec.exe로  전달합니다 .  단어  “명령줄” 대신  다음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  

INSTALLDIR="<대상  경로>"는  ABBYY FineReader 12이  설치될  폴더의  경로를  지정합니다 .  

NO_WEB_ALLOWED=Yes - 선택한  ABBYY FineReader 12 설정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ABBYY로  보내기  금지 .  

NO_INTEGRATION=Yes - ABBYY FineReader 12와  Microsoft  Off ice 응용  프로그램  및  

Windows 탐색기  통합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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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_MSWORD_INTEGRATION=Yes -  ABBYY FineReader 12를  Microsoft Word와  통합  금지 .  

NO_MSOUTLOOK_INTEGRATION=Yes -  ABBYY FineReader 12를  Microsoft Out look과  통합  

금지 .  

NO_MSEXCEL_INTEGRATION=Yes -  ABBYY FineReader 12를  Microsoft Exce l과  통합  금지 .  

NO_EXPLORER_INTEGRATION=Yes -  ABBYY FineReader 12를  Windows 탐색기와  통합  금지 .  

NO_SHCTDESKTOP=Yes - 바탕  화면에  ABBYY FineReader 12 아이콘  만들기  금지 .  

NO_SSR_STARTUP=Yes - 시스템  시작  시  ABBYY Screenshot Reader 시작  금지 .  

NO_CHECK_UPDATES=Yes - 업데이트  확인  금지 .   

NO_BCR=Yes -  ABBYY Business Card Reader 설치  금지 .    

NO_HF=Yes - ABBYY 핫  폴더  설치  금지 .  

MARKETING_TIPS_ALLOWED=No - 광고 문구 표시를 금지합니다. 

예:  

Setup.exe /qn /L1049 /v INSTALLDIR="C:\ABBYY FineReader 12" 

NO_WEB_ALLOWED=Yes 

ABBYY FineReader 12을  C:\ABBYY FineReader 12에  설치합니다 .  메뉴 ,  대화  상자  및  기타  

인터페이스  요소는  러시아어로  표시됩니다 .  선택한  ABBYY FineReader 설정  정보가  인터넷을  

통해  ABBYY로  보내지지  않습니다 .  사용  가능한  OCR 언어  집합은  배포  패키지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  

자동 모드에서 ABBYY FineReader 12 제거 

msiexec /x {F12000CE–0001–0000–0000–074957833700} 

Active Directory 사용 

Microsoft  Windows Server 2003 이후  버전에는  통합  디렉터리  서비스  Active Directory가  

포함되어  있으며 ,  여기에  그룹  정책이  들어  있습니다 .  그룹  정책의  일부인  소프  

트웨어  설치  스냅인을  사용하여  여러  워크스테이션에  동시에  소프트웨어  응용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  

세  가지  설치  방법은  Active Directory에  구현됩니다 .   

  사용자에  게시   

  사용자에  할당   

  컴퓨터에  할당  

 

ABBYY FineReader  12은  컴퓨터에  할당  방법을  사용하여  설치할  수  있습니다 .   

 

중요 !  

1.  ABBYY FineReader 12은  워크스테이션을  다시  시작한  후에만  워크스테이션에  완전히  

설치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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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ublish to User(사용자에  게시) 및  Assign to User(사용자에  할당)  방법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  

예: Active Directory 를 사용하여 ABBYY FineReader 12 배포 

이  예에서는상태에서  Microsoft Windows Server 2008 R2을  배포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  

프로그램은  한  대의  도메인  컴퓨터  또는  컴퓨터의  그룹에  설치됩니다 .  

 

1.  관리자  설치  지점(1단계. 관리자 설치 참고)  또는  멀티  유저  관리자  설치  지점(멀티  유저  

관리자  설치  지점  만들기  참고)을  만드십시오 .  

2.  Gpmc.msc를  실행해서  Group Policy Management(그룹  정책  관리)  콘솔을  엽니다 .  

3.  ABBYY FineReader 12을  설치할  컴퓨터  또는  컴퓨터  그룹이  포함되어  있는  조직  단위를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합니다 .  

4.  바로  가기  메뉴에서  Create a GPO in this domain, and Link it here…를  

선택합니다 .  

 

 

5.  설명  이름을  입력하고  OK(확인)를  클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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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만든  Group Policy(그룹  정책)  개체를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하고  Edit(편집)를   

          선택합니다 .  

7.  Group Pol icy Object Editor(그룹  정책  개체  편집기) 창에서  Computer 

Configuration> 

Software Settings>Software Installation(컴퓨터  구성> 소프트웨어  설정> 

소프트웨어  설치)을  클릭합니다 .  

8.  바로  가기  메뉴에서  New/Package…(새로  만들기/패키지…)를  선택합니다 .  

 

9.  서버의  관리자  설치  폴더에  있는  ABBYY FineReader 12 Corporate.msi  파일에  대한  

네트워크  경로를  제공합니다 (1단계. 관리자 설치 참조).  

10.  Advanced(고급)  배포  방법을  선택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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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열리는  대화  상자에서  Modifications(수정)  탭을  클릭한  다음  Add…(추가…)  단추를  

          클릭합니다 .  

 

12.  워크스테이션에  설치했을  때  ABBYY FineReader가  사용할  인터페이스  언어를  

선택합니다 .  

 인터페이스  언어  파일은  서버의  관리자  설치  폴더에  있습니다 .  

파일  이름  및  언어 :  

1026.mst  불가리아어  

1028.mst  중국어(번체)  

1029.mst  체코어  

1030.mst  덴마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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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mst  독일어  

1032.mst  그리스어  

1033.mst  영어  

1034.mst  스페인어  

1036.mst  프랑스어  

1038.mst  헝가리어  

1040.mst  이탈리아어  

1041.mst  일본어  

1042.mst  한국어  

1043.mst  네덜란드어  

1045.mst  폴란드어  

1046.mst  포르투갈어 (브라질)  

1049.mst  러시아어  

1051.mst  슬로바키아어  

1053.mst  스웨덴어  

1055.mst  터키어  

1058.mst  우크라이나어  

1061.mst  에스토니아어  

1066.mst  베트남어  

2052.mst  중국어(간체)   

예:  러시아어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ABBYY FineReader를  설치하려면  1049.mst를  

선택합니다 .  

 

그룹 정책을 사용하여 ABBYY FineReader 12의 인터페이스 변경 

 

인터넷에  액세스하는  데  필요한  메뉴  항목이  ABBYY FineReader 12에서  비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메뉴  항목은  아래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  

 

Enable 'ABBYY Website '  menu i tem: 브라우저  창에서  ABBYY의  웹  사이트  열기  

Enable 'Check for Updates'  menu i tem: ABBYY FineReader 12 업데이트를  온라인으로  확인  

Enable 'Send Feedback'  menu i tem: 피드백을  ABBYY로  보내는  양식이  있는  브라우저   

창  열기  

Enable Usage Stat ist ics: 고객  체험  개선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  

Enable 'Act ivate. . . '  menu item: ABBYY FineReader 12 활성화  프로세스  시작  

Enable 'Register. . . '  menu item: ABBYY FineReader 12 등록  프로세스  시작  

Enable 'Buy. .. '  menu i tem: 브라우저  창에서  ABBYY의  온라인  상점  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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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able loading market ing t ips from the ABBYY servers : 웹에서  ABBYY FineReader 12 팁  

로드  

Enable loading updates from the Web: 업데이트  다운로드  활성화  

 

중요!  이러한  설정의  파일을  받으려면  기술  지원에  연락해야  합니다 .  이  파일의  확장명은  

*.adm입니다 .  

ABBYY FineReader 12의  인터페이스를  변경하려면  다음  단계를  완료하십시오 .  

1.   Group Policy Management(그룹 정책 관리) 콘솔을  엽니다(자세한  내용은  예: Active 

Directory를 사용하여 ABBYY FineReader 12 배포 섹션의  4-6 단계  참조) .  

2.  Group Policy Management Editor(그룹 정책 관리 편집기) 에서 User 

Configuration>Policies>Administrative Templates>Add/Remove 

Templates…(사용자 구성>정책>관리 템플릿>템플릿 추가/제거...) 를 클릭하고 받은 *.adm 

파일을 엽니다. 

 

3. 파일을 열면 Classic Administrative Templates (ADM) 이라는 폴더가 Group Policy 

Management Editor(그룹 정책 관리 편집기)에 나타납니다. 이 폴더에는 *.adm 파일이 들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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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ABBYY FineReader 12의 인터페이스에서 제거하려는 명령을 선택하고 ОК(확인) 을 클릭합니다. 

 

5. 변경 내용을 저장하려면 서버에서 그룹 정책을 업데이트하고 워크스테이션에서 ABBYY FineReader 

12를 다시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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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위에  나열된  옵션은  ABBYY 핫  폴더 ,  ABBYY Business Card Reader 및  ABBYY 

Screenshot Reader에서  비활성화할  수도  있습니다 .  이러한  제품의  *.adm 파일을  받으려면  기술  

지원에  문의하십시오 .  

Microsoft SCCM(System Center Conf iguration Manager) 사용 

Microsoft  System Center Conf igurat ion Manager는  LAN을  통해  소프트웨어  배포를  

자동화하고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위치(컴퓨터 ,  그룹  또는  서버)로  직접  이동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앱니다 .  

SCCM를  사용한  소프트웨어  배포는  세  단계로  구성됩니다 :  

1.  자동  설치를  위해  ABBYY FineReader 12 준비("자동  설치" 만들기)  

2.  배포  스크립트  만들기 ,  즉 ,  설치  매개변수  선택 :  

  컴퓨터  이름  

  설치  시간  

  설치  조건  

3.  스크립트에  지정된  설치  매개변수에  따라  SCCM에  의해  지정한  컴퓨터에  소프트웨어  설치  

 

예: SCCM 를 사용하여 ABBYY FineReader 12 배포 

1. 관리자  설치  지점(1단계. 관리자 설치 참고)  또는  멀티  유저  관리자  설치  지점(멀티  유저  

관리자  설치  지점  만들기  참고)을  만드십시오 .  

2.  SCCM 관리자  콘솔에서  Packages(패키지)  항목을  선택합니다 .  

3.  Action(작업)  메뉴에서  New(새로  만들기)>Package(패키지)를  선택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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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열리는  Package Properties(패키지  속성)  대화  상자에서  필요한  패키지  속성을  

입력합니다 .  

 

5.  Data Source(데이터  원본)  탭을  클릭합니다 .  

6.  This package contains source fi les(이  패키지에  원본  파일  있음)  상자가  

선택되었는지  

          확인하고  OK(확인)를  클릭합니다 .  

7.  방금  만든  패키지에서  Programs(프로그램)을  선택합니다 .  

 

8.  Action(작업)  메뉴에서  New(새로  만들기)>Program(프로그램)을  선택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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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Program Properties(프로그램  속성)  대화  상자의  General(일반) 탭에서 :  

  Name(이름)  필드에  프로그램의  설명  이름을  입력합니다  

  Command Line(명령줄)  필드에  setup.exe /q를  입력합니다  

  Start in(시작  위치)  필드에  관리자  설치  폴더의  경로를  입력합니다(예 : 

\\MyFileServer\Distribs\ABBYY FineReader 12)  



ABBYY FineReader 12 Corporate 

시스템 관리자 안내서  

 

25 

 

 

10.  Program Properties(프로그램  속성)  대화  상자의  Environment(환경)  탭에서:  

  관리자  권한을  사용하여  실행을  선택합니다  

  Runs with UNC name(UNC 이름으로  실행)이  선택되었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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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필요할  경우  Program can run(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는  조건)  필드의  조건을  

변경하고  

          OK(확인)를  클릭합니다 .  

12.  또한  Distribute Software Wizard(소프트웨어  배포  마법사)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  

마법사를  실행하려면  Action(작업)메뉴에서  All  Tasks(모든  작업)>Distribute 

Software(소프트웨어  배포)를  선택하고  마법사의  지침을  따릅니다 .  

 

중요 !  배포  지점을  만들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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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미널 서버에 ABBYY FineReader 12 설치 

ABBYY FineReader 12은  테스트를  거쳐  C itr ix  XenApp 6.5, 및  Windows Server 2008R2 및  

Windows Remote  
Desktop Services 7.0과의  호환성이  입증되었습니다 .  두  솔루션  모두  모든  버전의  ABBYY 

FineReader 12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  여러  사용자가  동시에  ABBYY FineReader를  사용하도록  하려면   

ABBYY FineReader 12 Corporate  및  Concurrent  사용권을  사용해야  합니다 .  

ABBYY FineReader 12은  응용  프로그램  스트리밍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  

1.  관리자  설치를  수행합니다 .  

사용권  서버와  사용권  관리자는  LAN을  통해  모든  컴퓨터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1단계. 관리자 설치 을  참조하십시오 .  

2.  사용권  관리자를  시작합니다 .  

3.  사용권  관리자에  모든  사용권을  추가합니다 .  

4.  관리자  설치  폴더에서  ABBYY FineReader 12을  터미널  서버에  설치합니다 . ABBYY 

FineReader  
는  워크스테이션과  같이  터미널  서버에  설치됩니다 .  이제  여러  명의  사용자가  응용  프로그램의  

클라이언트  부분에  원격으로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  

참고 :  사용권  서버는  터미널  서버에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  

Windows RemoteApp 설정 

서버에  ABBYY FineReader 12이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   

1.  서버  관리자에서  Roles>Remote Desktop Services>RemoteAPP 

Manager(역할> 

원격  데스크톱  서비스>RemoteApp 관리자)를  선택합니다 .  

2.  Add RemoteApp Programs(RemoteApp 프로그램  추가)을  클릭합니다 .  

3.  설치된  응용  프로그램  목록에서  ABBYY FineReader 12을  선택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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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rix XenApp 설정 

Cit r ix  XenApp의  경우  “설치된  응용  프로그램”, “서버에서  액세스”를  사용합니다 .  C itr ix 팜의  

모든  서버에   

ABBYY FineReader  12 Corporate이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  또한 ,  충분한  수의  동시  사용권을  

실 

행하는  사용권  서버를  만들어야  합니다 .  주어진  시간에  ABBYY FineReader 12에  액세스하는  

사용자  수  이 

상의  사용권이  필요합니다 .  

Cit r ix  XenApp를  설정하려면 :  

1.  Cit r ix  AppCenter (버전  6.5의  경우) 엽니다 .  

2.  ABBYY FineReader 12이  실행될  팜을  선택합니다 .   

3.  Action>Publish application(작업>응용  프로그램  게시)을  선택합니다 .   

4.  Name(이름)  단계에서  응용  프로그램  이름과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입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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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Type(유형)  단계에서  Application(응용  프로그램)을  선택합니다 .  

6.  Application type(응용  프로그램  유형)에서  Accessed from a server(서버에서  

액세스)를   

선택합니다 .  

7.  Server application type(서버  응용  프로그램  유형)  드롭다운  목록에서   

Installed application(설치된  응용  프로그램)을  선택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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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Location(위치)  단계에서  FineReader.exe  경로를  지정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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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ABBYY FineReader 12을  실행할  서버와  ABBYY FineReader 12에  액세스할  사용자를  

선택합니다 .  

10.  마지막  단계에서  게시된  응용  프로그램  아이콘을  바탕  화면과  Start(시작)  메뉴에  

놓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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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네트워크 연결 설정을 변경하는 방법 

사용권  서버 ,  사용권  관리자  및  워크스테이션  간의  통신에  사용되는  연결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네트워크 연결 설정 

1. 네트워크  연결을  설정하려면  다음  파일을  사용합니다  

%programfiles%\Common 

Files\ABBYY\FineReader\12.00\Licensing\CE\Licensing.ini  

이  파일은  사용권  서버가  설치된  컴퓨터에  있습니다 .  

2.  위의  파일에서  원하는  매개변수를  변경합니다 :  

  연결  프로토콜  

자세한  내용은  연결 프로토콜 설정 을  참조하십시오 .  

  연결  포트  

자세한  내용은  연결 포트 설정 을  참조하십시오 .  

예:  

[Licensing]  

Connect ionProtocolType=TCP\IP 

Connect ionEndpointName=81 

참고:  방화벽이  지정된  포트에  대한  %programfiles%\Common Files\ABBYY\ 

FineReader\12.00\Licensing\CE\NetworkLicenseServer.exe의  액세스를  

차단하고  있지  않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  

3.  Licensing.ini  파일을  다음  위치에  복사합니다 .  

  사용권  관리자가  설치된  모든  컴퓨터의사용권  관리자  폴더(기본적으로  사용권  

관리자는  %programfiles%\ABBYY FineReader 12 License Server 에  

설치  설치됨)  

  FineReader.exe 가  있는  관리  설치  폴더(예 :  \\MyFileServer\Distribs\ 

ABBYY FineReader 12)  

중요 !  변경  내용을  적용하려면  ABBYY FineReader 12 Corporate  사용권  서비스를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  

4.      워크스테이션에  ABBYY FineReader를  설치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3단계. 워크스테이션에 ABBYY FineReader 12 설치 .  

        참고:  ABBYY FineReader가  이미  워크스테이션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모든  

워크스테이션에서  

       ABBYY FineReader를  복구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  워크스테이션에서  

ABBYY FineReader 12을  복구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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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프로토콜 설정 

[Licensing]  

ConnectionProtocolType=[TCP\IP | NAMED PIPES(명명된  파이프)]  

이  매개변수를  사용하여  사용할  프로토콜(TCP\IP) 또는  명명된  파이프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이  

정보는  다음과  같이  사용됩니다 .  

  사용권  서버에  액세스하기  위해  사용권  관리자가  사용  

  워크스테이션에  ABBYY FineReader 설치  또는  복구할  때  사용권  서버에  

액세스하기  위해  워크스테이션이  사용  

기본적으로  명명된  파이프가  사용됩니다 .  

연결 포트 설정 

[Licensing]  

ConnectionEndpointName=[TCP\IP의  포트  번호  | 명명된  파이프의  채널  이름]  

이  매개변수를  사용하여  연결  프로토콜의  포트  번호  또는  명명된  파이프의  채널  이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이  정보는  다음과  같이  사용됩니다 :  

  사용권  서버에  액세스하기  위해  사용권  관리자가  사용  

  워크스테이션에  ABBYY FineReader 설치  또는  복구할  때  사용권  서버에  

액세스하기  위해  워크스테이션이  사용  

참고 :  사용권  서버를  설치할  때  프로그램에서  설정한  명명된  파이프  프로토콜에  대한  명명된  

채널의  이름을  변경하지  마십시오 .  

워크스테이션에서 ABBYY FineReader 12을 복구하는 방법 

대화식 모드에서 ABBYY FineReader 12 복구 

워크스테이션에서  다음을  수행하십시오 :  

1.  Start(시작)>  Control Panel(제어판)에서Programs and Features(프로그램  및  

기능)를  선택합니다 .  

참고:  Microsoft Windows XP의  경우  이  명령은Add and Remove 

Programs(프로그램추가/제거)입니다 .  

2.  설치된  프로그램  목록에서  ABBYY FineReader 12  Corporate을  선택하고  

Change(변경)을  클릭합니다 .  

3.  열리는  Program Maintenance(프로그램  유지  관리)  대화  상자에서  Repair(복구)를  

선택하고  Next(다음)을  클릭합니다 .  

4.  마법사의  지침을  따릅니다 .  

명령줄을 통해 ABBYY FineReader 12 복구 

워크스테이션에서  다음  명령을  실행합니다 :  

  msiexec /f  {F12000CE–0001–0000–0000–07495783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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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권 서버를 호스팅하는 컴퓨터의 이름을 변경하거나 사용권 

서버를 다른 컴퓨터로 이동하는 방법 

LAN을  통해  ABBYY FineReader를  배포한  다음  사용권  서버를  호스팅하는  컴퓨터의  이름을  

변경하거나  사용권  서버  컴퓨터에  예기치  않은  오류가  발생한  경우  다음을  수행합니다 :  

1.  사용권  서버가  설치된  컴퓨터에서  사용권  서버를  제거합니다 .  

참고:  이  컴퓨터에  액세스할  수  없으면  2단계로  가십시오 .  

a.  Start(시작)>  Control  Panel(제어판)에서Programs and Features(프로그램  

및  기능)를  선택합니다 .  

참고:  Microsoft  Windows XP에서는  이  명령을Add and Remove Programs(프로그램  

추가/제거)이라고  합니다 .  

b.  설치된  프로그램  목록에서  ABBYY FineReader 12 CE License Server를  

선택하고  Remove(제거)를  클릭합니다 .  

2.  다른  컴퓨터(예:  \\NewServer)에  사용권  서버를  설치합니다 .  

3.  사용권  관리자가  설치된  모든  컴퓨터에서   

[Licensing]  

NetworkServerName=<컴퓨터  이름>을  편집하거나  추가합니다 .  

          %Program Fi les%\ABBYY FineReader  12 L icense Server\LicenseManager. ini  파일에  

있는  매개변수  

이  매개변수를  사용하여  사용권  관리자가  액세스할  서버의  이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  다음을  지정합니다  

[Licensing] 
NetworkServerName=MyComputerName 

중요 !  변경  내용을  적용하려면  ABBYY FineReader 12 Corporate  사용권  관리자를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  

4.  ABBYY FineReader  12 Corporate 사용권  관리자에  사용권을  추가하고  활성화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ABBYY FineReader 사용권  관리자  도움말  파일을  참조하십시오 .  

5.  관리자  설치  지점에서  ABBYY FineReader 12 폴더로  이동하여  Licensing.ini  파일을  

만듭니다 .  

관리자  설치  폴더의  경로는  관리자  설치  지점을  만들  때  지정되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관리자  설치  지점  만들기 .   

6.  만든  Licensing.ini  파일에서  NetworkServerName  매개변수를  [Licensing]  섹션에  

추가합니다 .  이  매개변수는   

[Licensing] 

NetworkServerName=MyComputerName과  같이  서버의  이름을  지정합니다 .  

7.  워크스테이션에  ABBYY FineReader를  다시  설치합니다 .  <COMPUTER  

NAME>.ABBYY.LicServer  
의  파일이  만들어집니다 .  <COMPUTER NAME>은  NetworkServerName  매개변수의  

값입니다 .  예 : MyComputerName.ABBYY.LicServer.  

자세한  내용은3단계. 워크스테이션에 ABBYY FineReader 12 설치 을  참조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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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COMPUTER NAME>.ABBYY.LicServer 파일을  다른  워크스테이션에  복사합니다 .  

파일  위치 :  

  Windows Vista 이상  버전을  사용하는  경우 ,  

%programdata%\ABBYY\FineReader\12.00\Licenses  

  Microsoft  Windows XP 이전  버전을  사용하는  경우  %allusersprofile%\Application 

Data\ 
ABBYY\FineReader\12.00\Licen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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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 을 통한 그룹 작업 

LAN을  통해서  ABBYY FineReader 12의  문서  처리  도구  및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같은 ABBYY FineReader 문서를 여러 컴퓨터에서 처리 

ABBYY FineReader를  LAN을  통해  실행하는  경우  모든  프로그램  도구와  기능을  

워크스테이션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ABBYY FineReader 문서를  여러  LAN 컴퓨터에서  동시에  사용하려는  경우  다음  사항에  

주의하십시오 :  

  각  컴퓨터에  ABBYY FineReader 12 을  설치해야  합니다 .  

  모든  사용자는  ABBYY FineReader 문서에  대한  전체  액세스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  

  각  사용자는  문서에  페이지를  추가하거나  수정할  수  있습니다 .   

  사용자가  현재  처리하고  있는  문서  페이지는  잠기므로  다른  사용자는  해당  페이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페이지  상태는  Pages(페이지)  창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사용자는  페이지를  확인했는지 ,  

편집했는지  등  현재  페이지에서  작업  중인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예 : 해당  사용자와  

컴퓨터의  이름  확인) . 이  정보는  Pages(페이지)  창의  해당  열에  

표시됩니다(Details(세부  사항)  보기가  선택된  경우).  

  ABBYY FineReader 문서에  사용된  글꼴은  각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  그렇지  

않으면  인식된  텍스트가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여러 컴퓨터에서 같은 사용자 언어 및 사전 사용 

ABBYY FineReader 12에서  여러  사용자가  같은  사용자  언어와  사전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사용자  사전  및  언어를  여러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면:  

1.  ABBYY FineReader 문서를  만들고/열고  문서에  원하는  스캐닝  및  OCR 옵션을  

선택합니다 .   

2.  사용자  언어를  만들기  전에 ,  사용자  사전이  저장될  폴더를  지정합니다 .  모든  네트워크  

사용자가  이  폴더에  액세스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참고:  기본적으로 ,  사용자  사전은  컴퓨터가  Windows XP를  실행하는  경우  

%Userprof i le%\Appl icat ion Data\ABBYY\FineReader\12.00\UserDict ionar ies에  

저장되고   

컴퓨터가  Microsoft Windows V ista 또는  Windows 7을  실행하는  경우  

%Userprof i le%\AppData\Roaming\ABBYY\FineReader\12.00\UserDict ionar ies에  

저장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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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폴더를  지정하려면 :  

1.   Tools(도구)>Options...(옵션 . . .)을  선택하고  Options(옵션)  대화  상자의  

Advanced(고급)  탭에서  User Dictionaries...(사용자  사전)...  단추를  

클릭합니다 .  

2.   Browse.. .(찾아보기 . . .)를  클릭하고  폴더를  선택합니다 .  

 

3.  사용자  패턴과  언어를  *. fbt  파일에  저장합니다 .  

1.   Tools(도구)>Options...(옵션 . . .)을  선택하고  Options(옵션)  대화  상자의  

Read(읽기)  탭을  클릭합니다 .   

2.   User patterns and languages(사용자  패턴  및  언어)에서  Save to 

Fi le.. .(파일에  저장 . . .)  단추를  클릭합니다 .  

3.   Save Options(저장  옵션) 대화  상자에서  *. fbt 파일의  이름과  파일이  저장될  

폴더를  지정합니다 .  모든  네트워크  사용자가  이  폴더에  액세스할  수  있어야  

합니다 .  

 

4.  이제  새  ABBYY FineReader 문서를  만들  때  사용자는  3 단계에서  저장한  *. fbt 파일에서  

사용자  패턴과  언어를  로드해야  하고  2 단계에서  만든  사용자  사전의  저장  폴더  경로를  

지정해야  합니다 .  

중요 !  사용자  사전 ,  패턴  및  언어에  액세스하기  위해  사용자는  이러한  내용이  저장된  

폴더에  읽기/쓰기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  

 

Language Editor(언어  편집기)  대화  상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사용자  언어  목록을  보려면  

Tools(도구)>Language Editor…(언어  편집기 . . .)를  선택한  후  User languages(사용자  

언어)로  스크롤합니다 .  

사용자  언어를  여러  사용자가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읽기  전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사용자  언어  속성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그러나  일부  LAN 컴퓨터에서  사용되고  있는  

사용자  사전에  단어를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는  있습니다 .  

사용자가  사전을  편집하는  경우 ,  다른  사용자는  이  사전을  "읽기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즉 ,  사용자는  이  사전을  사용하여  OCR과  맞춤법  검사를  수행할  수  있지만  단어를  추가하거나  

제거하지는  못합니다 .  

사용자가  사용자  사전에  수행한  모든  변경  내용은  이  사전이  저장된  폴더를  선택한  모든  

사용자에게  제공됩니다 .  사용자가  ABBYY FineReader를  다시  시작해야  변경  내용이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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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지원 

본  시스템  관리자  안내서에서  답변을  찾을  수  없는  ABBYY FineReader 12을  설치하고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질문이  있는  경우  ABBYY 기술  지원  서비스나  ABBYY 파트너에  문의하십시오 .  

연락처  정보는  www.abbyy.com의  "Support(지원)"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  

http://www.abby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