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ZUR

ET 18Pro 연결 주의사항 (제품 사용 전 꼭 읽어보세요)

ET 16 Plus 와 ET18 Pro 스캔방법과 소프트웨어 사용법은 동일합니다.
⚫ 스캐너와 컴퓨터를 연결 시 시리얼 넘버를 입력합니다. (시리얼 번호에는 숫자 1이
없습니다. 알파벳 I 로 입력해주세요.)
참고자료: https://bit.ly/3dUlgSW

⚫ 스캐너와 컴퓨터를 연결 시 USB-B타입(정사각형모양)을 스캐너에 연결해주세요.

⚫ 풋 페달과 핸드버튼은 반드시 스캐너 뒷면 USB 포트에 연결해주세요. (컴퓨터에
연결 시 작동이 불가합니다.)
참고자료: https://bit.ly/34hDDwC

⚫ 혹시 컴퓨터에서 스캐너를 인식하지 못한다면 USB허브를 통한 확장연결이 아닌
컴퓨터에 직접연결을 해주세요.

⚫ 스캐너 사용시 권장 여유저장공간은 20GB입니다.
⚫ 램 최소성능 4GB, 권장성능은 8GB입니다.
참고자료: https://bit.ly/2x8FcR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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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 18Pro 사용 주의사항

⚫ 스캐너를 스캔패드에 알맞은 위치에 기울이지 않고 거치 합니다.

⚫ 사이드조명은 자석으로 연결되며 터치 식 버튼입니다.
참고자료: https://bit.ly/2UPlzaa

⚫ 펼친 책의 최대 스캔 가능한 크기는 A3 (297mm x 420mm) 입니다.

양면페이지 스캔 자동분할 기능 주의사항
⚫ 3줄의 빨간 레이저가 책 안쪽에 안착할 수 있도록 책을 위치해 주세요.
a. 모든 레이저가 책 안쪽에 위치해야 자동분할이 잘 이루어집니다.
b. 책의 세로 길이가 12cm 이하인 작은 책은 자동분할이 어렵습니다.

⚫ 양면 페이지 스캔의 자동분할 기능은 펼친 책의 높이가 5cm 이하까지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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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 18Pro 스캔방법
참고자료: https://www.youtube.com/watch?v=DnZUpEODjM0.
지원되는 스캔 페이지 처리방식은 총 5가지 입니다.
단면 페이지 스캔에 적합한 방법입니다.
종이의 각 모서리를 인식하고 자동보정을 통해 기울기를 잡아
정방향으로 스캔 됩니다.
멀티 타겟 페어링을 선택 체크하시면 여러 개의 스캔원본을
각각인지하고 한번의 스캔으로 원본 각각의 스캔파일을 생성
합니다.
다수의 명함이나 영수증을 한번에 스캔 가능합니다.

책의 양페이지를 자동 분할하여 개별 페이지로 스캔하며 책
의 굴곡진 면을 인식하고 자동보정을 통해 평탄한 페이지로
스캔 됩니다.
편의에 따라 Finger Cots 착용, 미착용을 선택해주세요. 두
옵션모두 자동보정이 됩니다. 더욱 깔끔한 이미지를 원하신다
면 Finger Cots 착용 모드를 이용해주세요.

양면병합 처리방법은 앞면, 뒷면 두번의 스캔을 통해 하나의
스캔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스캔 모드입니다.

스캔 미리보기 영역에서 마우스를 이용하여 원하는 범위를
설정하고 지정된 영역만 스캔합니다.
총 2개의 박스를 생성 가능하며 두개 박스에 순서를 정할
수 있습니다. 영역지정박스는 더블클릭으로 삭제 가능합니다.
No Processing

스캔 미리보기 영역 그대로 스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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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사용방법
1. 파일저장 (파일이름설정, 파일생성위치변경 및 선택)
: 스캔파일의 이름 변경이 가능합니다

: 스캔 파일의 저장위치 변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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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컬러모드

⚫ Color: 특별한 처리없이 색상정보를 공유하며, 화려한 색상 이미지에 적합합
니다.
⚫ Patterns: 워터마크, 음영, 용지 색상을 최적화합니다.
⚫ Stamps: 용지의 배경을 다양한 회색 음영으로 변환합니다. 그레이 스케일 색
상을 활용하여 색정보를 유지하고 파일 크기를 절절히 줄일 수 있습니다.
⚫ B&W: 파일크기를 줄이고 모든 색상을 흑백으로 변환합니다.
⚫ 이미지모드: 높은 색 재현과 노이즈 감소로 이미지 스캔에 적합합니다.

3. 노출 값 조정
노출 값 조절 탭으로 스캔 이미지를 밝
게, 어둡게 조절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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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OCR 변환
참고자료: https://bit.ly/34hRP99

OCR 변환을 원하는 파일을 체크해주세요.

내보내기를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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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시는 파일형식을 선택해주세요. (OCR 텍스트 인식을 위해서는 Word, Excel,
Searchable PDF, TEXT 형식으로 설정합니다)

언어를 선택해주세요. 다른 언어를 선택하시면 다중언어 선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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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 18Pro Wi-Fi Mode 연결방법
⚫ 휴대폰에서 CZUR 앱을 다운로드 및 회원가입을 합니다.
참고자료: https://bit.ly/2UPaK7Y
⚫ ET 18 스캐너의 전원을 연결합니다(컴퓨터와 연결되는 USB는 연결하지 않습니다)
⚫ CZUR앱에서 Add ET scanner를 통해 ET18 스캐너 바닥면의 QR코드를 스캔,
Link now로 연결합니다.

⚫ 사용중인 Wi-Fi (2G)선택 후 비밀번호 입력하여 연결합니다. (5G는 지원하지 않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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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C와 연결하는 USB케이블을 ET18 Pro 본체에서 제거 후 뒷면의 Reset 버튼
을 3초간 누릅니다.

⚫ 휴대폰 음량을 높이고 CZUR앱에서 Start Sound Connection을 눌러 스캐너가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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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캐너 LCD창에 초록색 표시등이 켜지면 정상적으로 Wi-Fi 연결이 완료됩니다.

◆ 스캔방법
⚫ Wi-Fi를 통해 클라우드 저장을 위한 스캔은 반드시 컴퓨터에 연결되는 USB를
제거해야 합니다.
⚫ 풋페달, 핑거버튼 및 본체의 스캔버튼을 이용하여 스캔 가능합니다.
⚫ Wi-Fi 스캔 시 핑거코츠의 사용을 추천합니다.
⚫ 스캔하여 클라우드 저장 중에는 Wi-Fi 표시등이 파란색으로 표시되고, 완료 후에
는 초록색 신호로 점등됩니다.
⚫ CZUR앱에서 스캔결과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CZUR앱 Refresh (새로 고침)
후 10~15초 소요됩니다.

◆ 편집기능 및 OCR
⚫ CZUR앱에서 Edit 기능을 통해서 방향전환과 잘라 내기를 간편하게 이용가능 합
니다.
⚫ 컬러모드 기능을 통해 자동보정, 흑백모드, 무채색 등으로 편집 가능합니다.
⚫ Convert Text 탭으로 OCR 기능도 가능합니다.
 CZUR앱에서는 OCR은 영어를 포함한 11개 언어가 지원되지만 한국어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휴대폰 앨범으로 바로 저장 가능합니다.

◆ 클라우드 저장공간
⚫ CZUR 클라우드는 10GB의 저장공간을 제공합니다.
⚫ CZUR Cloud 사이트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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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안내
정식판매체에서 구매하시면 무상 A/S를 1년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직구제품은 A/S가 어렵습니다.

서비스센터 연락처
문의사항이 생기시면 연락주세요.

카카오톡 채널 더무제 AS접수
1:1 채팅 URL : https://bit.ly/3c1zUGh

카카오 채널 QR코드

전화번호: 02-565-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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