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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의 정보는 사전 통보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ABBYY의 일부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 이 문서에 설명된 소프트웨어는 사용권 계약 하에서 제공됩니다. 이 소프트웨어는 오직 본 계약의 엄

격한 조건에 따라 사용되거나 복사될 수 있습니다. 사용권 계약 또는 비공개 계약에서 특별히 허용하고

있지 않는 한 어떤 매체에 소프트웨어를 복사하는 것은 러시아 연방의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베이스의

법적 보호”법과 국제법의 위반입니다. 이 문서의 어떤 부분도 ABBYY의 명시된 서면 허가 없이 어떤 목

적을 위해 어떠한 형태로 혹은 어떤 일이 있어도 전자적 또는 기타 형태로 복사되거나 알려져서는 안됩

니다.

저작권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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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유형과 제품 버전에 따른 설치 및 활성화 방법
각 라이선스 유형에 따른 배포 가능 방법

독립형 사용자별 동시접속 터미널 서버

한 컴퓨터에 설치 (표준 소프트웨어

설치)

+ + 권장하지 않음 +

터미널 서버에 설치 - - + +

복수 컴퓨터에 설치: 관리 설치 지점 - + + -

복수 컴퓨터에 설치: 자동 활성화를

동반하는 관리 설치 지점 

- + - -

배포 방법

한 컴퓨터에 설치 (표준 소프트웨어 설치)

1. 이 방법은 동시접속을 제외한 모든 라이선스 유형에 적합합니다.

2. FineReader가 설치될 때 스로 활성화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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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컴퓨터에 설치

복수의 컴퓨터에 ABBYY FineReader 14 설치 시 및   ABBYY FineReader를 서버에서 워크스테이션으로

배포할 때 관리 설치 지점을 만들 수 있습니다. 

ABBYY FineReader는 서버에 의해 활성화 됩니다.

1. 관리 설치 생성 

라이선스 서버와 라이선스 관리자로 관리 설치

· 워크스테이션에 인터넷 연결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 라이선스 관리자가 필요합니다.

· 동일 네트워크 상의 워크스테이션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사용자별 라이선스로 복수 사용자 관리 설치 및 자동 활성화

· 워크스테이션에 인터넷 연결이 필요합니다.

· 라이선스 관리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이 방법으로 FineReader를 다른 네트워크 상의 컴퓨터에 배포할 수 있습니다.

2. 배포 방법 

다음 방법 중 하나로 ABBYY FineReader를 워크스테이션에 설치:

· 수동으로 대화 모드에서.

 표준 소프트웨어 설치 방법. 이 방법은 단독 설치 및 터미널 서버 라이선스에 적합합니다.

· 커맨드 라인을 통해.

자동 설치 유형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설치 도중에 대화 상자는 표시되지 않습니다. 

· Active Directory

o 이 방법으로 FineReader를 특정 컴퓨터나 도메인 그룹에 배포하려면 그룹 정책 관리가 있어야

합니다.

o 이 방법으로 인터넷 연결을 필요로 하는 특정 메뉴 항목과 명령을 감출 수 있습니다.

· 마이크로소프트 시스템 센터 구성 관리자 (SCCM).

이 방법은 대부분의 자동화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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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미널 서버에 설치

터미널 서버 라이선스:

1. 이 라이센스를 사용하면 FineReader가 컴퓨터(터미널 서버) 한 대에 설치됩니다. "대화형 모드로 수

동 설치" 같은 일반 소프트웨어 설치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 사용자 그룹을 선택하여

FineReader 14에 액세스하려면 Windows RemoteApp 및 CitrixXenApp을 사용하세요.

2. ABBYY FineReader 14를 활성화 하여야 합니다. 

3. 원격 컴퓨터와 같이 ABBYY FineReader 14를 터미널 서버에서도 로컬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4. 터미널 서버 라이선스 유형을 사용하는 경우 FineReader 에 접속할 수 있는 고유 윈도우 계정의 최

대 접속 숫자는 제한됩니다. 최대 접속 사용자 수에 도달하면 사용자를 목록에서 제거할 수 있습니

다. 기존 라이선스에 다른 라이선스 매개 변수를 적용하여 터미널 서버 라이선스를 추가로 활성화

할 수 있습니다.

동시접속 라이선스

1. 이 라이센스를 선택할 경우, 관리 설치 지점을 만들어 라이센스 서버 및 라이센스 관리자를 설치해

야 합니다.

2. ABBYY FineReader 14를 활성화 하려면 라이선스 관리자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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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을 통해 ABBYY FineReader 14 배포 (복수 컴퓨터에

설치)
ABBYY FineReader 14은 LAN을 통해서 설치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동 설치 방법을 활용하면 LAN을 통해 ABBYY FineReader 14을 빠르고 유연한 방

법으로 설치할 수 있으므로 각 개별 워크스테이션에 프로그램을 수동으로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ABBYY FineReader는 Microsoft® Windows® 7(또는 이상)를 실행하는 컴퓨터에서 배포할 수 있습니다

.

배포 프로세스는 다음 단계로 구성됩니다.

1. 관리자 설치 

· ABBYY FineReader 14사용권 서버 및 ABBYY FineReader 14사용권 관리자 설치

자세한 내용은 사용권 서버 및 사용권 관리자 설치  를 참조하십시오.

참고: ABBYY FineReader 14사용권 관리자가 설치된 컴퓨터는 사용권 관리자 스테이션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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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사용권 관리자로 관리됩니다.

ABBYY FineReader 14을 설치할 때 워크스테이션에 사용권을 올바르게 배포하려면 특정 워크스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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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 사용

라이선스 풀은 프로그램에 접근권을 제공하는 라이선스의 집합입니다. 풀은 라이선스 관리를 쉽게

해 줍니다: 예를 들어 각각 개별적으로 라이선스를 보유하는 대신 복수의 라이선스를 풀에 추가하고

이 풀을 특정 워크스테이션들을 위해 보존할 수 있습니다.

권과 사용권 풀을 예약하십시오 사용권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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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화형 모드에서 수동으로

· 명령줄을 통해

· Active Directory

· Microsoft SCCM(System Center Configuration Manager)

자세한 내용은 사용자별 라이선스로 복수 사용자 분배  를  참조하십시오 .

11

13

53

1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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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32비트 버전의 ABBYY FineReader 14는 64비트 시스템에 설치할 수 없습니다. 64비트 버전을 32

비트 시스템에 설치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

관리자 설치 지점이 있는 같은 폴더에 사용권 서버를 배치하지 마십시오.

관리자 설치 폴더 요구 사항

1. 관리자 설치 지점을 만들 1.2GB의 여유 하드 디스크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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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MyFileServer\Programs Distribs\ABBYY FineReader 14) 에대한 읽기 액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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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파일 서버여야 합니다.

4. Active Directory®를 사용하여 ABBYY FineReader 14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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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rver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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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R2 를 실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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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합니다(동시 사용권에만 해당).

사용권 관리자 스테이션 요구 사항

1. Microsoft® Windows® 10, Microsoft® Windows® 8.1, Microsoft® Windows® 8, Microsoft

Windows 7, Microsoft Windows Server 2016, Microsoft Windows Server 2012, Microsoft Windows

Server 2012 R2, Microsoft Windows Server 2008 R2 에서 실행되는 PC.

2. 운영 체제는 선택한 인터페이스 언어를 지원해야 합니다.

3. 100MB 여유 하드 디스크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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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스테이션 요구 사항

1. SSE2 명령 세트를 갖춘 1 GHz 이상 32비트 (x86) 혹은 64비트 (x64) 프로세서.

2. 운영 체제: Microsoft® Windows® 10, Microsoft® Windows® 8.1, Microsoft® Windows® 8,

Microsoft Windows 7, Microsoft Windows Server 2016, Microsoft Windows Server 2012, Microsoft

Windows Server 2012 R2, Microsoft Windows Server 2008 R2 (지역화된 인터페이스로 작업하려면

운영 체제가 해당 언어를 지원해야 함).

3. 1GB 램 (4GB 권장) 다중 프로세서 시스템인 경우 각 추가 프로세서당 512MB의 램이 추가로 필요합

니다.

4. 모든 프로그램 구성 요소 설치용 1.2GB, 프로그램 작동용 1.2GB.

5. 비디오 카드 및 모니터 지원 최소 해상도 1024*768. 

6. 키보드, 마우스 또는 기타 포인팅 장치.

라이선스 서버와 라이선스 관리자로 관리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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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권 서버 및 사용권 관리자 설치

1. 설치 디스크를 DVD 드라이브에 넣고 자동 시작을 기다리거나 설치 디스크 혹은 다른 설치 매체에서

Setup.exe를 실행합니다.

2. 클릭 대량 설치> 라이선스 관리자를 사용하여 설치하고 활성화합니다> 단계 1. 라이선스 서버와 라

이선스 관리자를 설치합니다. 그리고 설치 지점 버전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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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

할 수 있습니다.

· ABBYY FineReader 14 사용권 관리자만 설치합니다. 사용권 관리자를 설치할 폴더를 지정하고 사

용권 서버를 호스팅하는 컴퓨터의 이름을 지정해야 합니다.

참고: 

· 여러 사용자가 ABBYY FineReader 14 사용권을 관리하는 경우 컴퓨터에 사용권 관리자 유틸

리티가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 각 사용자는 서버에서 두 로컬 그룹 중 하나의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1. ABBYY Licensing Administra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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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BUILTIN\Administrators

파일 

%programfiles%\Common

Files\ABBYY\FineReader\14.00\Licensing\NetworkLicenseServer.ini

(또는 %commonprogramfiles(х86)%\

ABBYY\FineReader\14.00\Licensing\NetworkLicenseServer.ini 64 비트 시스템을 사용할 경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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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사용권 서비스를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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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설치 지점 만들기

1. 설치 디스크를 DVD 드라이브에 넣고 자동 시작을 기다리거나 설치 디스크 혹은 다른 설치 매체에서

Setup.exe /a를 실행합니다 (자동 설치를 위한 추가 명령줄 옵션 ). 

참고: (명령줄 설치 ) 

2. 클릭 대량 설치> 라이선스 관리자를 사용하여 설치하고 활성화합니다> 단계 2. 관리자 설치 포인트

를 생성합니다. 그리고 설치 지점 버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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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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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권 관리
ABBYY FineReader 14 사용권 관리자는 ABBYY FineReader 14과 함께 제공되는 특수한 응용 프로그램

으로, ABBYY FineReader 사용권을 관리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응용 프로그램은 ABBYY FineReader 14

이 LAN에서 배포될 때 사용권 관리 스테이션에 설치됩니다(사용권 서버 및 사용권 관리자 설치  참

조).

ABBYY FineReader 14 사용권 관리자를 사용하여 사용권을 구성합니다.

1. ABBYY FineReader 14 사용권 관리자에 사용권을 추가합니다. 

ABBYY FineReader 14 사용권(또는 사용권 그룹)은 해당 사용권을 식별하는 고유의 일련 번호를 갖

습니다. 사용권을 활성화하고 ABBYY FineReader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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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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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을 설치하기 전에 워크스테이션들 간에 사용권을 배포해야

합니다. 즉, ABBYY FineReader 14 사용권 관리자를 통해 해당 워크스테이션용으로 예약합니다. 사용

권이 워크스테이션용으로 예약되면 해당 워크스테이션만 그 사용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중요! 워크스테이션에 ABBYY FineReader 14 설치를 시작하기 전에 사용권과 풀을 예약하십시오.

ABBYY FineReader를 설치한 후에 워크스테이션을 바인딩하거나 바인딩 해제하려면 워크스테이션에

서 프로그램을 제거해야 합니다. ABBYY FineReader가 설치된 후에 사용자 단위 사용권을 한 워크스테

이션에서 다른 워크스테이션으로 옮기려면 사용권을 비활성화해야 합니다. 허용되는 비활성화 수는 제

한되어 있습니다.

사용권 유형과 ABBYY FineReader 14 사용권 관리자 작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BBYY FineReader 14

사용권 관리자 도움말 파일을 참조하십시오.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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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별 라이선스로 복수 사용자 분배 패키지 배포하기
일반 배포 패키지와 달리 멀티 유저 배포 패키지는 사용권 서버와 사용권 관리자를 설치하지 않아도 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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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주는 멀티 유저 활성화 키가 배포 패키지에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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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크스테이션에 ABBYY FineReader 14 설치  를 참조하십시오.

참고. 32비트 버전의 ABBYY FineReader 14는 64비트 시스템에 설치할 수 없습니다. 64비트 버전을 32

비트 시스템에 설치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리자 설치 폴더 요구 사항

1. 관리자 설치 지점을 만들 1.2GB의 여유 하드 디스크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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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MyFileServer\Programs Distribs\ABBYY FineReader 14) 에대한 읽기 액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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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파일 서버여야 합니다.

4. Active Directory®를 사용하여 ABBYY FineReader 14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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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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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스테이션 요구 사항

1. SSE2 명령 세트를 갖춘 1 GHz 이상 32비트 (x86) 혹은 64비트 (x64) 프로세서.

2. 운영 체제: Microsoft® Windows® 10, Microsoft® Windows® 8.1, Microsoft® Windows® 8,

Microsoft Windows 7, Microsoft Windows Server 2016, Microsoft Windows Server 2012, Microsoft

Windows Server 2012 R2, Microsoft Windows Server 2008 R2 (지역화된 인터페이스로 작업하려면

운영 체제가 해당 언어를 지원해야 함).

3. 1GB 램 (4GB 권장) 다중 프로세서 시스템인 경우 각 추가 프로세서당 512MB의 램이 추가로 필요합

니다.

4. 모든 프로그램 구성 요소 설치용 1.2GB, 프로그램 작동용 1.2GB.

5. 비디오 카드 및 모니터 지원 최소 해상도 1024*768. 

6. 키보드, 마우스 또는 기타 포인팅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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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별 라이선스로 복수 사용자 관리 설치 지점 생성
1. ABBYY FineReader 14 CD-ROM 또는 배포 패키지가 복사된 폴더에서 Autorun.exe 파일을 찾아 실

행합니다.

또는

설치 디스크를 DVD 드라이브에 넣고 자동 시작을 기다리거나 설치 디스크 혹은 다른 설치 매체에서

Setup.exe /a를 실행합니다 (자동 설치를 위한 추가 명령줄 옵션 ).

2. 클릭 대량 설치> 자동 활성화로 설치 패키지를 생성합니다. 그리고 설치 지점 버전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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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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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키지

가 생성됩니다. 제품은 인터넷을 통해 자동으로 활성화되며 사용자에게 어떠한 확인도 요구하지 않습

니다. 제품을 설치 중인 워크스테이션은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워크스테이션에 ABBYY FineReader 14 설치 를 참조하십시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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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스테이션에 ABBYY FineReader 14 설치
중요! 워크스테이션에 ABBYY FineReader 14을 설치하기 전에 다음 작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 관리자 설치 지점을 만들고 ABBYY FineReader 14 사용권 관리자를 사용하여 사용권을 구성해주십시

오(사용권 서버 및 사용권 관리자 설치 , 관리자 설치 지점 만들기 , 사용권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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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이 설

치된 경우에만 서버에 바인딩됩니다.

참고: 

1. 다른 시스템에서 워크스테이션을 복제한 경우, 사용권 메커니즘의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해 

ABBYY FineReader를 설치하기 전에 SID(Security Identifier) 값을 변경해야 합니다.

2. ABBYY FineReader를 사용하려면 Microsoft Core XML 서비스(MSXML) 6.0을 워크스테이션에 설치

해야 합니다.

대화식 설치

1. 관리자 설치 지점(라이선스 서버와 라이선스 관리자로 관리 설치  참고) 또는 멀티 유저 관리자 설

치 지점(사용자별 라이선스로 복수 사용자 분배 패키지 배포하기  참고)을 만드십시오.

설치 디스크를 DVD 드라이브에 넣고 자동 시작을 기다리거나 설치 디스크 혹은 다른 설치 매체에서

Setup.exe /a를 실행합니다.

2. 관리자 설치 폴더에서 setup.exe 파일을 실행합니다.

11 1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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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설치 마법사의 지침을 따릅니다.

명령줄 설치

1. 관리자 설치 지점(라이선스 서버와 라이선스 관리자로 관리 설치  참고) 또는 멀티 유저 관리자 설

치 지점(사용자별 라이선스로 복수 사용자 분배 패키지 배포하기  참고)을 만드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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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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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않습

니다.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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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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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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2   중국어(간체)

*사용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 언어 수는 배포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V"<명령줄>"은 지정한 명령줄을 직접 msiexec.exe로 전달합니다. 

/a - 관리 설치 지점 생성 허용

단어 “명령줄” 대신 다음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INSTALLDIR="<경로>" ABBYY FineReader 14를 설치할 폴더의 경로

를 지정하세요.

EXPLORER_INTEGRATION=0 ABBYY FineReader 14의 윈도우 탐색기에의

통합을 금지합니다.

SHCTDESKTOP=0 바탕화면에 ABBYY FineReader 아이콘을 생성

을 금지합니다.

SSR_AUTORUN=0 시스템 시작 시 ABBYY 스크린샷 리더를 시작

하지 않습니다.

DEFAULT_PDF=1 Makes ABBYY FineReader 14를 *.PDF 파일용

기본 프로그램으로 설정합니다.

DONT_ASK_ABOUT_DEFAULT=1 사용자에게 ABBYY FineReader 14를 *.PDF 기

본 프로그램으로 만들지 여부를 묻는 대화 상

자 표시를 금지합니다.

STATISTICS_ALLOWED=0 인터넷을 통한 현재 ABBYY FineReader 14의

설정 정보의 ABBYY에 전송을 금지합니다.

CHECK_UPDATES=0 업데이트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INSTALL_UPDATES=0 업데이트를 다운로드하거나 설치하지 않습니

다.

MARKETING_TIPS_ALLOWED=0 광고 문구 표시를 금지합니다.

SSR=0 ABBYY Screenshot Reader 설치를 금지합니다.

HF=0 ABBYY 핫 폴더 설치를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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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RATOR=0 ABBYY 문서 비교 프로그램 설치를 금지합니

다.

SN=<serial number> 사용자별 라이선스의 자동 활성화를 위해 일

련번호를 지정합니다.

LIC_SERVER_NAME=<path> 라이선스 서버 경로를 지정합니다.

ADMIN_SETUP=일련번호/서버 지정한 유형의 관리 설치 지점을 생성합니다: 

ADMIN_SETUP=일련번호 

자동 활성화 시 일련번호를 입력할 대화 상자

를 표시합니다.

ADMIN_SETUP=서버 

자동 활성화 시 라이선스 서버 주소를 입력할

대화 상자를 표시합니다.

EULA_ACCEPTED=1 ABBYY FineReader 14의 최종 사용자 라이선

스 계약(EULA)을 출력할 수 없습니다. EULA와

개인 정보 보호 정책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

니다.

예:

Setup.exe /qn /L1049 /v INSTALLDIR="C:\ABBYY FineReader 14" STATISTICS_ALLOWED=0

ABBYY FineReader 14을 C:\ABBYY FineReader 14에 설치합니다. 메뉴, 대화 상자 및 기타 인터페이스

요소는 러시아어로 표시됩니다. 선택한 ABBYY FineReader 설정 정보가 인터넷을 통해 ABBYY로 보내

지지 않습니다. 사용 가능한 OCR 언어 집합은 배포 패키지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자동 모드에서 ABBYY FineReader 14 제거

msiexec /f {F14000CE–0001–0000–0000–074957833700}

또는

msiexec /x {F14000FE-0001-6400-0000-074957833700}  (64 비트 시스템을 사용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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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ve Directory 사용

MS 윈도우 서버 패밀리 운영체제는 Active Directory (AD) 서비스를 포함합니다. AD의 소프트웨어 설

치 컴포넌트의 그룹 정책 기능을 사용하면 복수의 워크스테이션에 소프트웨어를 동시에 설치할 수 있

습니다.

Active Directory에는 3종류의 설치 방법이 있습니다: 

1. 사용자에게 게시 (지원하지 않음)

2. 사용자에게 할당 (지원하지 않음)

3. 컴퓨터에 할당

ABBYY FineReader는 컴퓨터에 할당 방법으로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중요 사항!

1. 워크스테이션에 FineReader 설치는 워크스테이션이 재시작 된 후 완료됩니다.

2. 다음은 MS 윈도우 서버 2012 R2에서의 배포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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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Active Directory를 사용하여 ABBYY FineReader 14 (64비트 혹은

32비트)배포

1. 관리 설치 지점 (참조 라이선스 서버와 라이선스 관리자로 관리 설치 ) 혹은 복수 사용자용 설치

지점 생성 (사용자별 라이선스로 복수 사용자 분배 패키지 배포하기 을 참조). 

참고. ABBYY FineReader 14의 배포에 Active Directory®를 사용할 때 도메인 컴퓨터의 계정은 관리

설치 폴더의 읽기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2. Group Policy Management Console (그룹 정책 관리 콘솔) (gpmc.msc)을 시작합니다.

3. 좌측 트리에서 사이트, 도메인 혹은 컴퓨터나 컴퓨터 그룹을 포함하는 다른 구조 단위를 선택합니다

. FineReader는 이 컴퓨터들에 설치됩니다.

4. 선택한 트리 노드를 마우스 우측 버튼으로 클릭한 뒤 (Create a GPO ... and Link it here...) GPO 생

성...을 클릭하고 바로가기 메뉴에서 여기에 연결...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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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설명할 이름을 입력하고 OK를 클릭합니다.

6. Scope(범위 )탭을 선택하고. Security Filtering(보안 필터 그룹)에서 Add…(추가...) 버튼을 클릭하고

ABBYY FineReader 14를 설치할 컴퓨터가 있는 그룹을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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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생성한 그룹 정책 개체 (GPO)를 마우스 우측 버튼 클릭하고 바로가기 메뉴의 Edit...(편집...)을 클릭

합니다

8. Group Policy Management Editor(그룹 정책 관리 편집기) 대화 상자에서 다음을 클릭 Computer

Configuration>Policies>Software Settings>Software installation (컴퓨터 설정 >정책>소프트웨

어 설정>소프트웨어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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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바로가기 메뉴의 New>Package... (New > 패키지...)를 클릭합니다.

10.ABBYY FineReader 14.msi 파일 (32비트 시스템에 설치하는 경우) 혹은 ABBYY FineReader 14

x64.msi 파일(64비트 시스템에 설치하는 경우)의 네트워크 경로를 지정합니다. 이 파일들은 서버의

ABBYY FineReader 14 배포 폴더에 있습니다.

11.Advanced(고급 배포) 방법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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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화 상자가 열립니다. 32비트 버전을 설치하는 경우 Advanced(배포) 탭의 Deployment(고급) 버

튼을 클릭하고 확인합니다. Make this 32-bit X86 application available to Win64 machines(이

32비트 X86 응응 프로그램을 Win64 시스템에서도 사용)하게 하는 옵션은 비활성화됩니다.

13.Modifications(수정) 탭을 선택하고 Add...(추가...)을 선택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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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원하는 ABBYY FineReader 14 인터페이스 언어의 인터페이스 언어 파일을 선택하세요. 언어 파일은

서버의 관리 설치 폴더에 있습니다.

파일 이름 및 언어:

1026.mst   불가리아어

1028.mst   중국어(번체)

1029.mst   체코어

1030.mst   덴마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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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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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2.mst   중국어(간체)

예: 러시아어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ABBYY FineReader를 설치하려면 1049.mst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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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정책을 사용하여 ABBYY FineReader 14의 인터페이스 변경

인터넷에 액세스하는 데 필요한 메뉴 항목이 ABBYY FineReader 14에서 비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이러

한 메뉴 항목은 아래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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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able 'Check for Updates' menu item: ABBYY FineReader 14 업데이트를 온라인으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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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 열기

Enable Usage Statistics: 귀하의 ABBYY FineReader 14 구성 데이터를 소프트웨어 개선 목적으로,

ABBYY에 익명으로 전송합니다

Enable 'Activate...' menu item: ABBYY FineReader 14 활성화 프로세스 시작

Enable 'Register...' menu item: ABBYY FineReader 14 등록 프로세스 시작

Enable 'Buy...' menu item: 브라우저 창에서 ABBYY의 온라인 상점 열기

Enable loading marketing tips from the ABBYY servers: ABBYY 서버로부터 ABBYY FineReader 14에 대

한 활용팁과 마케팅 메시지를 수신합니다

Enable loading updates from the Web: 업데이트 다운로드 활성화

Enable online help: 온라인 도움말 보기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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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BYY FineReader 14의 인터페이스를 변경하려면 다음 단계를 완료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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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하여 ABBYY FineReader 14 배포  섹션의 4-6단계 참조).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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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Group Policy Management Editor(그룹 정책 관리 편집기) 에서User

Configuration>Policies>Administrative Templates>Add/Remove Templates…(사용자 구성>정

책>관리 템플릿>템플릿 추가/제거...) 를 클릭하고 받은 *.adm 파일을 엽니다.

3. 파일을 열면 Classic Administrative Templates (ADM) 이라는 폴더가Group Policy Management

Editor(그룹 정책 관리 편집기)에 나타납니다. 이 폴더에는 *.adm 파일이 들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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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ABBYY FineReader 14의 인터페이스에서 제거하려는 명령을 선택하고О К (  ) 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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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를 다시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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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soft SCCM(System Center Configuration Manager) 사용

Microsoft System Center Configuration Manager는 LAN을 통해 소프트웨어 배포를 자동화하고 소프트

웨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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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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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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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SCCM으로 ABBYY FineReader 14 배포하기

이 예에서는 MS 윈도우 서버 2012에서의 배포 절차를 설명합니다.

1. 관리 설치 지점 (참조 라이선스 서버와 라이선스 관리자로 관리 설치 ) 혹은 복수 사용자 관리 설

치 지점 (다음을 참조 사용자별 라이선스로 복수 사용자 분배 패키지 배포하기 )을 생성합니다.

2. SCCM Administrator Console (SCCM 관리자 콘솔을) 실행하고 Software Library(소프트웨어 라

이브러리) 섹션을 선택합니다.

3. Applications(응용 프로그램) Application Management(관리 그룹에서 응용 프로그램) 항목을 선

택합니다.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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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Applications(응용 프로그램) 항목을 마우스 우측 버튼 클릭하고 바로가기 메뉴에서 Create

Application(응용 프로그램 생성)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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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Create Application Wizard (이 응용 프로그램 생성 마법사 대화 상자에서 다음을 선택합니다)

Automatically Detect information about this application from installation files(응용 프로그램

정보를 설치 파일에서 자동 감지). 다음을 선택합니다. Type(유형 드롭다운 목록)에서 Windows

Installer (*.msi 파일). 관리 설치 지점을 위치 상자에서 지정하고 Next(다음)을 클릭합니다.

참고. 32비트 버전의 ABBYY FineReader 14는 64비트 시스템에 설치할 수 없습니다. 64비트 버전을

32비트 시스템에 설치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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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ABBYY FineReader관련 필수 정보를 지정하세요. Installation Program(설치 프로그램) 필드를 변

경하지 마십시오. Next(다음)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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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응용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생성되었는지 확인하고 응용 프로그램 생성 마법사를 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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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워크스테이션에 설치 파일 자동 업로드하기: 

a. 생성한 응용 프로그램을 마우스 우측 버튼 클릭하고 바로가기 메뉴에서 Properties(속성)을 클

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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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열린 대화 상자에서 Distribution Settings(배포 설정) 탭을 선택Automatically download

content when packages are assigned to distribution points(하고 패키지가 배포 지점에 할당

되면 콘텐츠 자동 다운로드) 옵션을 활성화시킵니다.

9. 권장 설정: 

Deployment Types(배포 유형) 탭에서 ABBYY FineReader 14 Windows Installer를 선택하고Edit( 편

집)을 클릭합니다. 속성 대화 상자에서 Content(콘텐츠) 탭을 선택하고Deployment options(배포

옵션)을 Download content from distribution point and run locally(콘텐츠를 배포 지점에서 다

운로드 하고 로컬실행)로 설정합니다.

10.응용 프로그램을 워크스테이션에 배포하려면 마우스 우측 버튼 클릭하고 바로가기 메뉴의 

Deploy(배포)를 클릭합니다. Collection(컬렉션)에서 원하는 Device Collection(장치 모음)을 선택

합니다.

메모: User Collection(사용자 컬렉션) 설치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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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나머지 일반적인 배포 단계를 완료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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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미널 서버에 ABBYY FineReader 14 설치
터미널 서버 라이선스

터미널 서버 라이선스로 ABBYY FineReader 14 최대 사용자 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는 총사용

자 수를 감시 할 수 있습니다. 최대 사용자 수에 도달했을때 관리자는:

1. 라이선스 사용자 대화 상자의 목록에서 특정 사용자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를 관리하려면,

ABBYY FineReader 14에서  도움말 > 정보... > 라이선스를 클릭하고 터미널 서버 라이선스를 마우스

우측 버튼 클릭 한 뒤 바로가기 메뉴의 라이선스 사용자를 클릭합니다.  

2. 같은 터미널 서버에서 추가 라이선스를 활성화합니다. 사용자의 최초 접속 시 무작위로 선택된 라이

언스를 사용하여 세션이 제공됩니다.

설치

ABBYY FineReader 14 배포는 Citrix XenApp 7.0 및 다음 버전 그리고 윈도우 원격 데스크탑 7.0을 구비

한 윈도우 서버 2012 R2에서 테스트되었습니다 (설정은 Windows RemoteApp과 Citrix XenApp를 사용

하여 수행되었습니다.). 이 두 솔루션은 어떤 버전의 ABBYY FineReader 14와도 사용 가능합니다.

ABBYY FineReader 14은 어플리케이션 스트리밍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참고. RemoteApp 또는 Citrix XenApp를 사용하여 ABBYY Screenshot Reader에 원격 액세스할 수 없습

니다. ABBYY Screenshot Reader를 워크스테이션에 설치해야 합니다.

터미널 서버 라이선스

1. 터미널 서버에 ABBYY FineReader 14 설치 일반적인 소프트웨어 설치 방법을 사용하거나 관리 설치

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라이선스 유형으로 라이선스 서버를 설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2. ABBYY FineReader 14 활성화 방법:

3. 서버로부터 설치된 응용 프로그램에 접근 시나리오를 사용하려면 Windows RemoteApp 혹은 Citrix

XenApp를 설정해야 합니다.

참고. ABBYY FineReader 14를 터미널 서버에서 로컬 실행 할 수 있습니다.   

동시접속 라이선스

1. 관리 설치를 수행합니다.

라이선스 서버와 라이선스 관리자는 LAN을 통해 모든 컴퓨터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상세 내역은 다

음을 라이선스 서버와 라이선스 관리자로 관리 설치  참조하세요.

참고. 라이선스 관리자는 터미널 서버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2. 라이선스 관리자를 실행합니다.

3. 라이선스 관리자에 모든 라이선스를 추가합니다.

4. 관리 설치 폴더의  ABBYY FineReader 14를 터미널 서버에 설치합니다.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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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BYY FineReader는 워크스테이션으로 간주되어 터미널 서버에 설치됩니다. 사용자는 클라이언트 터

미널에서 서버에 접속하여 FineReader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접속할 수 있는 사용자 수는 동시

접속 라이선스에 의하여 제한됩니다.

참고

1. 사용자가 FineReader를 시작하지 않고 ABBYY 스크린샷 리더나 다른 번들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경

우에도 동시접속 라이선스는 해당 사용자에게 할당됩니다.

2. ABBYY Screenshot Reader가 터미널 서버에 설치되어 Windows RemoteApp 또는 Citrix XenApp을

통해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사용자는 터미널 서버에서 실행 중인 애플리케이션에서만 스크린샷 기능

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터미널 서버 시스템 요구사항

ABBYY FineReader 14는 다음의 터미널 서버 구성으로 테스트되었습니다.

1. Microsoft Windows Server 2012 R2, 2008 R2 (원격 데스크톱, RemoteApp 및 원격 데스크톱 웹 액세

스)

2. Citrix XenApp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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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dows RemoteApp 설정

RemoteApp으로 ABBYY FineReader 14를 배포할 수 있습니다. MS 윈도우 서버 2012 R2에 RemoteApp

설정에 대해서는 아래 안내를 참조하세요.

ABBYY FineReader 14를 서버에 설치합니다.

세션 컬렉션을 생성합니다:

1. Server Manager(서버 관리자)를 열고 Remote Desktop Services > Collections(원격 데스크탑 서

비스 > 컬렉션)을 클릭합니다.

2. 다음을 클릭합니다 TASKS>Create Session Collection(작업>세션 컬렉션 생성) 을 클릭합니다.

3. 컬렉션 명칭을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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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할 서버를 선택합니다.

5. 응용 프로그램에 접근할  그룹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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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User Profile Disc(사용자 프로파일 디스크)를 추가할 지 결정합니다.

7. Create(생성)을 클릭합니다.

ABBYY FineReader 14를 컬렉션에 추가합니다.

1. Server Manager(서버 관리자)를 열고 Remote Desktop Services>Collection>[name of

collection](원격 뎃크탑 서비스>컬렉션>[컬렉션 이름])을 클릭합니다.

2. TASKS>Publish RemoteApp Programs(작업>RemoteApp 프로그램 게시를 클릭합니다).

3. ABBYY FineReader 14를 선택하고 Next(다음)을 클릭합니다.

4. Publish(게시)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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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rix XenApp 설정

Citrix XenApp으로 ABBYY FineReader 14를 배포할 때 Installed application accessed from a

server(서버로부터 설치된 응용 프로그램에 접근 시나리오)를 사용하세요.  

ABBYY FineReader 14 기업용 배포하기:

1. Citrix 팜*의 배송 그룹에 속한 모든 서버에 FineReader를 설치합니다.

2. 충분한 수의 동시접속 라이선스로 라이선스 서버를 생성합니다. FineReader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

는 사용자 수는 다음으로 제한됩니다.

설치된 동시접속 라이선스.

참고. 사용자가 FineReader를 시작하지 않고 ABBYY 스크린샷 리더나 다른 번들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경우에도 동시접속 라이선스는 해당 사용자에게 할당됩니다.

* 팜은 중앙 집중 관리, 로드 발란싱 및 장애 처리를 위해 그룹으로 묶어 놓은 여러 대의 Citrix 서버를 말

합니다.

사례: Citrix XenApp 7.9 설정

1. Citrix 스튜디오 열기 (버전 7.0 혹은 이후 버전) 

2. ABBYY FineReader 14를 배포할 팜을 선택합니다.

3. FineReader용 배송 그룹을 생성하거나  FineReader를 기존 그룹에 추가합니다.

새 배송 그룹 만들기:

1. Delivery Groups>Create Delivery group (배송 그룹>배송 그룹 생성)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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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achines(기계) 단계에서, 목록에서 기계 카탈로그를 선택하고 사용할 서버의 숫자를 입력합니다. 

3. Users(사용자) 단계에서, 어떤 사용자가 배송 그룹에 접근 가능한지 혹은 어떤 배송 그룹을 특정 사

용자에게 제한할 지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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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Applications(응용 프로그램) 단계에서, Add…(추가...)를 클릭하고 배송 그룹에서 시작할 수 있는

응용 프로그램을 선택합니다.

4.1.시작 메뉴...에서

ABBYY FineReader 14를 목록에서 선택합니다. 사용자가 FineReader를 먼저 시작하지 않고 번들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게 하려면 이 응용 프로그램들을 선택하십시오. OK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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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수동으로... 

선택한 서버에서 여러 개의 응용 프로그램 디렉터리가 사용 가능하면 Working directory(작업

디렉터리) 상자의 ABBYY FineReader 14 디렉터리를 선택하세요. Path to the executable file(실

행 파일의 경로)에 FineReader.exe의 경로를 지정하고 사용자와 관리자를 위해 각각 응용 프로그

램 이름을 하나씩 지정합니다. OK를 클릭합니다.

4.3.ABBYY FineReader 14와 같은 배송 그룹에 나타나기를 원하는 모든 응용 프로그램을 추가하고 

Next(다음)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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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Desktops(데스크탑) 단계에서 배송 그룹이 제공할 데스크탑을 추가합니다. 데스크탑에 대한 접근

을 원하지 않으면 이 단계는 생략합니다.

6. Summary(요약) 단계에서, Delivery Group name(배송 그룹 명칭)의 배송 그룹란에 이름을 지정하

고 Delivery Group description, used as label in Receiver (optional) (수신자 라벨로 쓰일 배송 그

룹 서술)란에 설명을 추가합니다(선택 사항). 배송 그룹 생성 절차를 완료합니다.

7. 막 생성한 배송 그룹을 선택하고 Edit Delivery Group(배송 그룹 편집)을 클릭합니다. 열린 대화 상

자에서, StoreFront 탭을 선택하고 Automatically, using the StoreFront servers selected

below(옵션 아래 선택된 StoreFront 서버를 이용하여 자동으로)를 활성화시킵니다. 그리고 배송 그

룹의 StoreFront 서버를 지정합니다.

ABBYY FineReader 14를 기존의 배송 그룹에 추가하기:

1. FineReader를 추가하려는 배송 그룹을 선택하고 Add Applications(응용 프로그램 추가)를 클릭합

니다.

2. 새 배송 그룹의 4단계 에 기술된 것과 같은 방식으로 ABBYY FineReader 14를 추가합니다.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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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업데이트
워크스테이션에서 ABBYY FineReader 14를 업데이트하려면 다음 단계를 완료하십시오.

1. ABBYY FineReader 14 최신 버전의 설치 파일을 다운로드하십시오.

2. 관리를 위한 설치 지점을 생성하지 않고 워크스테이션에 ABBYY FineReader 14를 설치하십시오. 설

치 방법은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워크스테이션에 ABBYY FineReader 14 설치하기 를 참조하십

시오.

자주 묻는 질문
ABBYY FineReader 14가 설치된 운영 체제를 복제할 수 있습니까?

FineReader 14를 배포하기 위해 사용자의 MS 윈도우 7/8/10 운영체제를 복제할 수 있습니다. 운영체제

를 복제한 후 ABBYY FineReader 14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비활성화된 ABBYY FineReader 14 사본은 동

작하지 않거나 혹은 제품 버전에 따라 트레일 모드로 동작합니다. 일부 버전의 제품은 사용자 확인 없

이 인터넷으로 자동으로 스스로 활성화됩니다. 상세 내역은 복수 사용자 관리 설치 지점 을 참조하세

요. 

중요 사항! 

1. 복제는 복제할 컴퓨터에서 ABBYY FineReader 14를 한번도 구동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

다.

그렇지 않은 경우, 해당 컴퓨터의 ABBYY FineReader 14를 복구하여야 합니다. 워크스테이션의

ABBYY FineReader 14 복구 방법을 참조하세요 .

2. 일단 운영체제를 복제하면, 이름과 보안 ID (SID)를 바꾸어야 합니다. 

3. ABBYY FineReader 14 평가판은 복제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연결 설정을 변경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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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17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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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연결 설정

1. 네트워크 연결을 설정하려면 다음 파일을 사용합니다

%programfiles%\Common Files\ABBYY\FineReader\14.00\Licensing\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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nectionProtocolType=TCP\IP

ConnectionEndpointName=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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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neReader\14.00\Licensing\NetworkLicenseServer.exe의 액세스를 차단하고 있지 않은지 확

인해야 합니다.

3. Licensing.ini 파일을 다음 위치에 복사합니다.

· 사용권 관리자가 설치된 모든 컴퓨터의사용권 관리자 폴더(기본적으로 사용권 관리자는 %

programfiles%\ABBYY FineReader 14 License Server에 설치 설치됨)

· FineReader.exe가 있는 관리 설치 폴더(예: \\MyFileServer\Distribs\

ABBYY FineReader 14)

중요! 변경 내용을 적용하려면 ABBYY FineReader 14 사용권 서비스를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4. 워크스테이션에 ABBYY FineReader를 설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워크스테이션에 ABBYY FineReader 14 설치  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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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크스테이

션이 사용

기본적으로 명명된 파이프가 사용됩니다.

54

55

18



55

ABBYY® FineReader 14 사용자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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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습

니다. 이 정보는 다음과 같이 사용됩니다:

· 사용권 서버에 액세스하기 위해 사용권 관리자가 사용

· 워크스테이션에 ABBYY FineReader 설치 또는 복구할 때 사용권 서버에 액세스하기 위해 워크스테이

션이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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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름을 변경하지 마십시오.

워크스테이션에서 ABBYY FineReader 14을 복구하는 방법

대화식 모드에서 ABBYY FineReader 14 복구

워크스테이션에서 다음을 수행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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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설치된 프로그램 목록에서 ABBYY FineReader 14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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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복구

워크스테이션에서 다음 명령을 실행합니다:

msiexec /f {F14000CE–0001–0000–0000–074957833700}

또는

msiexec /x {F14000FE-0001-6400-0000-074957833700}  (64 비트 시스템을 사용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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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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Start(시작)> Control Panel(제어판)에서Programs and Features(프로그램 및 기능)를 선택합

니다.

1.2.설치된 프로그램 목록에서 ABBYY FineReader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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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les%\ABBYY FineReader 14 Lic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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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사용권 관리자를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4. ABBYY FineReader 14사용권 관리자에 사용권을 추가하고 활성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BBYY

FineReader 사용권 관리자 도움말 파일을 참조하십시오.

5. 관리자 설치 지점에서 ABBYY FineReader 14 폴더로 이동하여 Licensing.ini 파일을 만듭니다.

 REF _Ref246845256 \h  \* MERGEFORM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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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워크스테이션에 ABBYY FineReader 14 설치  를 참조하십시오.

8. <COMPUTER NAME>.ABBYY.LicServer 의 파일이 만들어집니다. <COMPUTER NAME>은

NetworkServerName 매개변수의 값입니다. 예: MyComputerName.ABBYY.LicServer.

<COMPUTER NAME>.ABBYY.LicServer 파일을 다른 워크스테이션에 복사합니다. 파일 위치:

Windows 7 이상 버전을 사용하는 경우, %programdata%\ABBYY\FineReader\14.00\Licenses.

1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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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지원
본 시스템 관리자 안내서에서 답변을 찾을 수 없는 ABBYY FineReader 14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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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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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  2017 ABBYY Production LLC. ABBYY, ABBYY FineReader, FineReader, ADRT 및 Adaptive

Document Recognition Technology는 ABBYY Software Ltd.의 상표이거나 등록된 상표입니

다.

©  2000-2012 Datalogics, Inc.

Datalogics®, DL Logo®, PDF2IMG™ 및 DLE™는 Datalogics, Inc.의 상표입니다.

©  1984-2012 Adobe Systems Incorporated 및 해당 사용 허가자 All rights reserved. 

Adobe®, Acrobat®, Adobe Logo®, the Adobe PDF logo®, Adobe® PDF Library™,

Powered by Adobe PDF Library logo, Reader®는 미국 및/혹은 다른 국가에서 Adobe

Systems Incorporated의 상표 또는 등록된 상표입니다.

이 컴퓨터 프로그램의 일부는 © 2008 Celartem, Inc.가 저작권을 갖고 있습니다. All rights

reserved.

이 컴퓨터 프로그램의 일부는 © 2011 Caminova, Inc.가 저작권을 갖고 있습니다. All rights

reserved.

이 컴퓨터 프로그램의 일부는 © 2013 Cuminas, Inc.가 저작권을 갖고 있습니다. All rights

reserved.

DjVu는 미국 특허 번호 6,058,214의 보호를 받습니다. 외국 특허를 출원 중입니다.

AT&T Labs Technology의 지원을 받음.

©  2002-2008 Intel Corporation. Intel은 미국 및/또는 기타 국가에서 영업하고 있는 Intel

Corporation의 상표입니다.

 

Copyright © 1991-2016 Unicode, Inc. All rights reserved.

http://www.unicode.org/copyright.html의 사용 약관에 따라 배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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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code 데이터 파일 사본과 관련 문서("데이터 파일") 또는 Unicode 소프트웨어 및 관련 문

서("소프트웨어")를 입수한 모든 사람들에게 데이터 파일이나 소프트웨어 사본을 사용, 복사,

수정, 병합, 출판, 배포 및/혹은 판매 권리 등을 포함하여 제한 없이 데이터 파일이나 소프트웨

어를 취급하도록 하고, 데이터 파일 또는 소프트웨어가 제공되는 대상자에게 그렇게 하도록

이에 무료로 허락합니다. 단, 다음 조건을 전제로 합니다. (a) 이 저작권 및 허가 고지가 모든

데이터 파일 또는 소프트웨어 사본에 명시될 것, (b) 이 저작권 및 허가 고지가 관련 문서에

명시될 것 그리고 (c) 각 수정된 데이터 파일 또는 소프트웨어 그리고 데이터 파일(들) 또는 소

프트웨어와 관련된 문서에 데이터 파일 혹은 소프트웨어가 수정되었음이 분명하게 고지될 것.

데이터 파일과 소프트웨어는 상품성, 특정 용도에 대한 적합성 및 외부 권리 비침해에 대한

보증 등 명시적 혹은 묵시적인 여하한 보증 없이 "있는 그대로" 제공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이 고지에 포함된 저작권 소유자 혹은 소유자들은 데이터 파일 혹은 소프트웨어의 사용 또는

성능으로부터 혹은 그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계약 이행, 태만 혹은 기타 불법적인 행위에서 용

도, 데이터 혹은 수익의 손실에 기인하는 여하한 손해 또는 여하한 특별한, 간접적이거나 결과

적인 손해 혹은 클레임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 고지에 포함된 것을 제외하고, 저작권 소유자의 이름은 해당 저작권 소유자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이 데이터 파일 혹은 소프트웨어의 판매, 사용 또는 다른 형태의 취급을 촉진하기

위한 광고 혹은 다른 활동에서 사용될 수 없습니다.

Unicode는 Unicode, Inc.가 미국 및 기타 국가에서 가지고 있는 등록 상표입니다.

JasPer 라이선스 버전 2.0:

Copyright © 2001-2006 Michael David Adams 

Copyright © 1999-2000 Image Power, Inc.

Copyright © 1999-2000 The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All rights reserved.

이 소프트웨어의 일부: opyright © 2009 The FreeType Project (www.freetype.org). All

rights reserved.

이 소프트웨어는 부분적으로 Independent JPEG Group의 작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Tracker Software Products Ltd에 의한 PDF-XChange Standard © 2001-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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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crosoft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Microsoft, Active Directory, Excel, Office

365, OneDrive, Outlook, PowerPoint, SharePoint, Visio, Windows, Windows Server, 및

Windows Design 2012는 미국 및/또는 기타 국가에서 Microsoft Corporation의 상표 또는 등

록된 상표입니다. 

Apache, OpenOffice 및 Gull 로고는 미국 및/또는 기타 국가에서 Apache Software

Foundation의 등록된 상표입니다. Apache Software Foundation은 이런 마크 사용을 묵시적

으로 보증하지 않습니다. 

Copyright (c) 1997,1998,2002,2007 Adobe Systems Incorporated 

이에 본 문서 파일을 소유하는 사람에게 무료로 제공되어 문서의 사본을 사용, 복사, 출판, 배

포, 사용권 부여 및/또는 판매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

다. 단 다음과 같은 조건이 전제됩니다. 

- 본 문서의 수정, 편집이나 기타 변경의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 위의 저작권 통지 및 이 허용 통지는 문서의 모든 사본에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본 문서 파일 사본을 획득한 사람에게 무료로 허가가 주어져 본 문서의 내용으로부

터 자신의 파생 작업을 작성하고 이 파생 작업을 사용, 복사, 출판, 배포, 사용권 부여 및/또는

판매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것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단 그에 대한 전

제 조건으로는 파생 작업이 본 문서의 사본이나 버전으로 대표되어서는 안됩니다. 

Adobe는 이러한 손해에 대한 자문을 받았거나 가능성을 알고 있다고 해도 불법행위(태만이

나 엄격한 책임성 무제한 포함), 계약이나 기타 법적 또는 그에 상응한 근거에 상관 없이 수익

이나 수입의 손해 또는 간접적, 우연의, 특정, 인관성 또는 기타 유사한 손해에 대해 누구에게

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Adobe 자료는 "있는 그대로" 제공됩니다. 특히 Adobe는 Adobe

자료에 관련하여 제 3자의 특정 목적이나 비침해에 대해 판매 가능성이나 적합성에 관한 것을

포함하여(이에 국한하지 않고) Adobe 자료에 관한 모든 명시적, 법적 또는 묵시적 보증을 거

부합니다.

Copyright © 2010-2013 Marti Maria Saguer. All rights reserved.

Copyright (c) 2003 Calyptix Security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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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코드는 Yliang Zheng가 Calyptix Security Corporation에 기부한 소프트웨어를 통해 파생

되었습니다. 수정하거나 수정하지 않고 소스 및 이진 형식의 재배포 및 사용은 다음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허용됩니다: 1. 소스 코드의 재배포에는 위의 저작권 통지, 본 조건 목록 그리

고 다음의 고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 이진 형식의 배포를 할 경우 위의 저작권 통지,

본 조건 목록 및 배포과 함께 제공된 문서 및/또는 기타 자료의 다음 고지사항을 반드시 포함

해야 합니다. 3. Calyptix Security Corporation의 이름이나 그 기여자들의 이름은 본 소프트웨

어에서 파생한 제품을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보증하거나 홍보하기 위해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본 소프트웨어는 저작권자와 기여자에 의해 "있는 그대로" 제공되고 특정 목적을 위한 판매

가능성 및 적합성의 묵시적 보증을 포함하여 (이에 국한되지 않음) 모든 명시적 또는 묵시적

보증은 거부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저작권자나 기여자는 (대체품이나 서비스의 조달, 사용,

데이터나 수익의 손실, 또는 영업 방해를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 직접적, 간접적, 우

연의, 특별한, 명시적 또는 인과적인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이러한 손해의

가능성에 대해 자문을 받았다고 해도 본 소프트웨어의 사용으로부터 어떤 식으로든 제기되는

(태만이나 그 외 포함) 계약상의 책임 이론, 엄격한 책임 또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

지 않습니다.

Miama Nueva Copyright (c) 2014, Linus Romer, with Reserved Font Name Miama Nueva. 

Pecita Copyright (c) 2009-2015, Philippe Cochy, (http://pecita.eu), with Reserved Font

Name Pecita.

Bad Script Regular Copyright (c) 2011, Cyreal (www.cyreal.org) with Reserved Font Name

"Bad Script".

본 폰트 소프트웨어는 SIL Open Font License, Version 1.1에 의해 사용 허가를 받았습니다.

본 라이선스는 최종 사용자 라이선스 계약에 복사되어 있고 또한 다음의 사이트 FAQ로도 사

용할 수 있습니다: http://scripts.sil.org/OFL

MD5C.C - RSA Data Security, Inc., MD5 message-digest algorithm

Copyright (C) 1991-2, RSA Data Security, Inc. Created 1991. All rights reserved.

본 소프트웨어는 RSA Data Security, Inc로부터 파생되었습니다. MD5 Message-Digest

Algor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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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c) 1998-2011 The OpenSSL Project. All rights reserved. 

본 제품에는 OpenSSL Project에서 개발한 소프트웨어가 포함되어 있고 OpenSSL Toolkit

(http://www.openssl.org/)에 사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Copyright (C) 1995-1998 Eric Young (eay@cryptsoft.com) All rights reserved. 

본 제품에는 Eric Young이 작성한 암호화 소프트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eay@cryptsoft.com) 

Eric Young은 사용한 라이브러리 파트의 저자입니다. 

본 제품에는 Tim Hudson이 작성한 소프트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tjh@cryptsoft.com). 

OpenSSL License Copyright (c) 1998-2011 The OpenSSL Project. All rights reserved. 수정

하거나 수정하지 않고 소스나 이진 형식으로 재배포하고 사용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는 한 허용됩니다: 1. 소스 코드의 재베포에는 위의 저작권 통지, 본 조건 목록 그리고

다음의 고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 이진 형식의 재배포를 할 경우는 위의 저작권 통지,

본 조건 목록 및 배포로 함께 제공된 문서 및/또는 기타 자료에 다음의 고지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3. 본 소프트웨어의 기능이나 사용을 언급하는 모든 광고 자료에는 다음의 사항을 명

시해야 합니다: "본 제품에는 OpenSSL Toolkit에 사용하기 위해 OpenSSL Project가 개발한

소프트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http://www.openssl.org/)" 4. "OpenSSL Toolkit" 및

"OpenSSL Project"의 이름은 사전 서면 허가 없이 본 소프트웨어에서 파생된 제품을 보증하

거나 홍보하기 위해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서면 허가를 받으려면 openssl-core@openssl.org

로 연락하십시오 본 소프트웨어에서 파생한 제품은 OpenSSL Project의 사전 서면 허가 없이

"OpenSSL" 로 명칭할 수 없고 "OpenSSL" 이름을 표시할 수도 없습니다. 6. 어떠한 경우에도

모든 형식의 재배포에는 다음의 사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본 제품에는 OpenSSL Toolkit에 사

용하기 위해 OpenSSL Project가 개발한 소프트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http://www.openssl.org/)" 본 소프트웨어는 OpenSSL PROJECT에서 제공되며 특정 목적을

위한 상업성 및 적합성의 묵시적 보증(이에 국한되지 않음)을 포함하여 모든 명시적 또는 묵

시적 보증을 거부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저작권자나 기는 (대체품이나 서비스의 조달, 사용,

데이터나 수익의 손실, 또는 영업 방해를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 직접적, 간접적, 우

연의, 특별한, 명시적 또는 인과적인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이러한 손해의

가능성에 대해 자문을 받았다고 해도 본 소프트웨어의 사용으로부터 어떤 식으로든 제기되는

(태만이나 그 외 포함) 계약상의 책임 이론, 엄격한 책임 또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

지 않습니다. 본 제품는 Eric Young이 작성한 암호화 소프트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eay@cryptsoft.com). 본 제품에는 Tim Hudson이 작성한 소프트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tjh@cryptsoft.com). 

 오리지널 SSLeay 라이선스

 Copyright (C) 1995-1998 Eric Young (eay@cryptsoft.com) All rights reserved. 본 패키지는

Eric Young이 작성한 SSL 구현 패키지입니다(eay@cryptsoft.com). 패키지 구현은 Netscapes

SSL을 준수하였습니다. 이 라이브러리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면 상업 및 비상업 용도에 무료

사용합니다. 다음의 조건은 SSL 코드뿐만 아니라 RC4, RSA, lhash, DES 등의 코드 등 이 배포

에서 보이는 모든 코드에 적용됩니다. 이 배포에 포함된 SSL 문서는 Tim

Hudson(tjh@cryptsoft.com)의 저작물인 경우를 제외하고 동일한 저작권 조건을 적용받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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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저작권은 Eric Young이 보유하고 있으며 코드 관련 기타 모든 저작권 통지는 제거되지 않

습니다. 이 패키지를 제품에 사용할 경우 Eric Young은 사용한 라이브러리 파트의 저자로서

저작권이 귀속됩니다. 이는 프로그램 시동에서 텍스트 메시지 형태나 패키지로 제공된(온라인

또는 텍스트) 문서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수정하거나 수정하지 않고 소스 및 이진법 형식으로

재배포 및 사용은 다음 조건이 충족되는 한 허용됩니다. 1. 소스 코드의 재배포에는 저작권 통

지, 본 조건 목록 그리고 다음의 고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 이진 형식의 재배포를 할

경우 위의 저작권 통지, 본 조건 목록 및 배포와 함께 제공된 문서 및/또는 기타 자료의 다음

고지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3. 본 소프트웨어의 기능이나 사용을 언급하는 모든 광고 자료

에는 다음의 사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본 제품에는 Eric Young이 작성한 암호화 소프트웨어

가 포함되어 있습니다(eay@cryptsoft.com)" '암호화' 단어는 사용 중인 라이브러리의 루틴이

암호화와 관련되어 있지 않을 경우 제거할 수 있습니다 :-). 4. 앱 디렉토리(응용 프로그램 코

드)의 Windows 지정 코드(또는 그에 대한 파생)를 포함할 경우 이는 명시되어야 합니다: "본

제품에는 Tim Hudson이 작성한 소프트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tjh@cryptsoft.com)" 본

소프트웨어는 ERIC YOUNG에 의해 제공되어 특정 용도에 대한 적합성 및 외부 권리 비침해에

대한 보증 등 명시적 혹은 묵시적인 보증 없이 "있는 그대로" 제공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저

작권자나 기여자는 (대체품이나 서비스의 조달, 사용, 데이터나 수익의 손실, 또는 영업 방해

를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 직접적, 간접적, 우연의, 특별한, 명시적 또는 인과적인 손

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이러한 손해의 가능성에 대해 자문을 받았다고 해도

본 소프트웨어의 사용으로부터 어떤 식으로든 제기되는 (태만이나 그 외 포함) 계약상의 책임

이론, 엄격한 책임 또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있

는 버전이나 이 코드의 파생에 대한 라이선스 및 배포 기간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즉, 이 코

드는 간단히 복사되거나 기타 배포 라이선스하에 사용될 수 없습니다 [GNU 공공 라이선스 포

함.] 

크롬 V8 

Copyright 2006-2011, V8 프로젝트 저자. All rights reserved.

Copyright 2014, V8 프로젝트 저자. All rights reserved.

수정하거나 수정하지 않고 소스 및 이진 형식의

재배포나 사용은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는 한

허용됩니다:

* 소스 코드의 재배포에는 위의

 저작권 통지, 본 조건 목록 및 다음의 고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이진 형식의 재배포를 할 경우 위의

 저작권 통지, 본 조건 목록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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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포로 제공된 문서 및/또는 기타 자료의 다음 고지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 Google Inc.의 이름이나 기여자들의 이름은

 사전 서면 허가 없이 본 소프트웨어에서 파생된 제품을

 보증하거나 홍보하는 데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본 소프트웨어는 저작권자와 기여자에 의해 "있는 그대로" 제공되고

특정 목적을 위한 상업성 및 적합성에 대한 묵시적

보증을 포함하여(이에 국한되지 않음) 모든 명시적 또는

묵시적 보증을 부인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저작권자나

기여자는 (대체품이나 서비스의 조달, 사용, 데이터나 수익의 손실,

또는 영업 방해를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 직접적, 간접적, 우연의,

특별한, 명시적 또는 인과적인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이러한 손해의 가능성에 대해 자문을 받았다고 해도

본 소프트웨어의 사용으로부터 어떤 식으로든 제기되는 (태만이나 그 외 포함)

계약상의 책임 이론, 엄격한 책임 또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크롬 V8 / Strongtalk

Copyright (c) 1994-2006 Sun Microsystems Inc.

All rights reserved.

수정하거나 수정하지 않고 소스 및 이진 형식의

재배포 및 사용은 다음의 조건들이 충족되는 조건 하에서 허용됩니다:

* 소스 코드의 재배포에는 위의 저작권 통지, 본 조건 리스트 그리고 다음의 고지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합니다.

* 이진 형식의 재배포를 할 경우 위의 저작권 통지, 본 조건 리스트 및 배포로 제공된 문서 및/

또는 기타 자료의 다음의 고지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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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n Microsystems의 이름이나 기여자들의 이름은 사전 서면 허가 없이 본 소프트웨어에서

파생된 제품을 보증하거나 홍보하는데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본 소프트웨어는 저작권자와 기여자에 의해 "있는 그대로" 제공되고

특정 목적을 위한 상업성 및 적합성에 대한 묵시적

보증을 포함하여(이에 국한되지 않음) 어떠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보증을

부인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저작권자나

기여자는 (대체품이나 서비스의 조달, 사용, 데이터나 수익의 손실,

또는 영업 방해를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

직접적, 간접적, 우연의, 특별한, 명시적 또는 인과적인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이러한 손해의

가능성에 대해 자문을 받았다고 해도 본 소프트웨어의 사용으로부터 어떤 식으로든

제기되는 (태만이나 그 외 포함) 계약상의 책임 이론,

엄격한 책임 또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TWAIN Toolkit는 있는 그대로 배포됩니다. TWAIN 공구 키트의 개발자 및 유통업체는 상업성

의 묵시적 보증, 제 3자 권리의 비침해 그리고 특정 목적에 대한 적합성을 포함하여(이에 국한

되지 않음) 모든 묵시적, 명시적 또는 법적 보증을 및 적합성에 대한 상업성, 분명하게 거부합

니다. 개발자와 유통업체는 TWAIN Toolkit 공구 키트의 재생산, 개조, 유통 또는 그 외 사용의

결과로 직접, 간접, 특별, 우연 또는 인과성에 상관 없이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PUB 및 EPUB 로고는 IDPF (International Digital Publishing Forum)의 등록 상표입니다.

JavaScript는 Oracle 및/또는 해당 제휴업체의 등록 상표입니다. 

Amazon, Kindle, 관련 로고는 Amazon.com, Inc. 또는 해당 제휴업체의 상표입니다.

Arial은 Monotype Corporation의 상표이며 특정 관할지에서 등록될 수 있습니다.

Palatino는 Monotype Imaging Inc.의 상표이며 특정 기타 관할지에서 등록될 수 있습니다.

Palatino는 미국 특허청과 유럽연합(EU)에서 등록된 Bigelow & Holmes Inc.의 상표이며 기타

관할지에서 등록될 수 있습니다.

Corel 및 WordPerfect는 캐나다와 미국 및/또는 기타 국가에서 Corel Corporation 및/또는

해당 자회사의 상표이거나 등록 상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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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rix, Citrix XenApp, 및 Citrix 로고는 Citrix Systems, Inc. 및/또는 해당 자회사의 상표이며

미국 특허청과 기타 국가에서 등록될 수 있습니다. 본 진술 및 의견은 ABC EDUCATION

SERVICES에 독점적으로 귀속되며 Citrix Systems, Inc.의 견해를 대표하거나 공유되지 않습니

다. 본 프레젠테이션은 어떤 제품, 서비스, 견해도 보증하지 않습니다. Citrix는 본 프레젠테이

션 또는 본 프레젠테이션과 관련된 모든 자료의 완전성, 정확성, 신뢰성, 적합성, 가용성 대해

또는 본 프레젠테이션에 포함된 콘텐츠 통화에 대해 묵시적으로 표현하거나 보증하지 않습니

다. Citrix, Citrix의 에이전트, 임원, 직원, 라이선스 또는 계열사는 프리젠테이션에 포함된 정보

또는 진술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손실(수익 손실, 사업 정보, 정보 유출에 대한 손해를 제한없

이 포함)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러한 콘텐츠에 대한 신뢰는 전적으로 귀하의 책임입니다.

그 외 모든 상표는 각 소유자의 단독 자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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