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객 릴리스 정보
Fiery® Navigator™ 버전 1.0

본 문서에는 이번 릴리스에 관한 중요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설치를 계속하기 전에 이 정보를 모든 사용
자에게 제공하십시오.

본 릴리스 정보

Fiery Software Manager와 함께 배포되는 Fiery Navigator 클라이언트는 설치 시마다 최대 10개의 Fiery
서버를 지원합니다. 더 규모가 큰 집합을 설치하려는 경우 대체 가능한 설치 방법은 EFI 기술 지원에 문의하
십시오.

System 10 이상의 Fiery 서버의 경우 이번 릴리스에서 유효성이 확인되었습니다.

Fiery Central 및 Fiery XF는 이 릴리스에서 지원되지 않습니다.

Fiery Navigator 클라이언트는 연결된 Fiery 서버가 실행 중일 때 실행 중인 시스템에 설치해야 합니다. 
Fiery Navigator 클라이언트를 호스팅하는 시스템이 꺼졌을 경우 Fiery Navigator 클라이언트에서 추적한
Fiery 서버가 Fiery Navigator 웹 인터페이스에 오프라인으로 표시되며, Fiery Navigator경고에서 장치 오
프라인 이벤트로서 추적됩니다.

Fiery Navigator는 해상도가 1024x768 이상인 화면에서 테스트되었습니다. 휴대용 장치에서 표시되는 것
과 같이 이보다 낮은 해상도는 현재 지원되지 않습니다.

클라우드에 저장할 수 있는 동기화 패키지 수는 해당 계정의 Fiery 구독 수에 따라 제한됩니다. 무료 서비스
로 최대 3개의 동기화 패키지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3개의 동기화 패키지를 저장한 경우, 다른 하나를 또 생
성하려면 먼저 패키지 하나를 삭제해야 합니다.

관리에서 적합한 장치 상태가 보고되게 하려면 Fiery 서버에서 SNMP가 활성화되어 있어야 합니다.

초기 연결 시 Fiery Navigator에서는 작업 로그에서 작업을 가져오고 대시보드 트렌드 및 대시보드 비교 기
록을 채웁니다.

Fiery 동기화

Fiery 동기화 및 Fiery Command WorkStation 상호 작용을 위해 Fiery Command
WorkStation을 다시 시작해야 하는 유일한 경우

동기화 중 Fiery Command WorkStation에서 대상 Fiery 서버에 연결하고 별색, 프로파일 및 Paper
Catalog 간을 빠르게 전환하면 Fiery Command WorkStation이 충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충돌이 발생할
경우 Fiery Command WorkStation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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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출력 프로파일의 색상 설정

이전 Fiery 서버에서 프로파일에 레이블을 지정하면 동기화 작업 중 대상 Fiery 서버에서 프로파일이 업데이
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외는 Fiery 동기화 배포 상세 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Paper Catalog 리소스가 동기화 패키지에서 누락됨

동기화 중 가져오기 또는 내보내기가 Paper Catalog에서 비활성화되어 있을 경우 용지 카탈로그가 동기화
패키지 일부로 표시되지 않습니다.

기본 색상 프로파일 생성 오류

일부 Fiery 서버에 동일한 모델 ID가 있지만 기본 색상 프로파일이 다릅니다(미국 및 유럽 Fiery 서버 모델). 
이러한 경우, Fiery 동기화에서는 프로파일이 동일하지만 복사되지 않았으면 경고(노란색 확인란), 프로파일
이 다르고 복사되지 않았으면 오류(빨간색 느낌표)가 생성됩니다.  동기화 배포 상세 정보에 마우스 커서를
올리면 기본 프로파일을 설치할 수 없음이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Fiery 서버가 처음 연결될 때 설치된 메모리 및 Fiery JDF 버전 정보가 올바르지 않음

Fiery Navigator에 초기 연결 시 일부 Fiery 서버에서는 초기 장치 관리 드릴다운 메뉴에서 잘못된 메모리
용량 및 잘못된 Fiery JDF 정보가 표시됩니다.

출력 색상 프로파일 곡선이 전송되지 않음

출력 색상 프로파일 곡선이 일부 Ricoh Fiery 서버의 Fiery 동기화에서 전송되지 않습니다. Fiery Command
WorkStation에서 프로파일을 가져오거나 내보낼 경우 동일한 동작이 발생합니다.

네트워크

Fiery 서버의 IP 주소를 변경했는데 Fiery Navigator 클라이언트에 반영되지 않음

Fiery Navigator에서 추적하는 Fiery 서버의 IP 주소를 변경할 경우 Fiery Navigator 클라이언트를 열고 이
전 Fiery 서버 IP 주소에 대한 연결을 수동으로 끊은 후 새 Fiery 서버를 추가해야 합니다. Fiery 서버는
Fiery Navigator에서 오프라인으로 표시되고 올바른 IP 주소가 사용될 때까지 추적되지 않습니다.

기타 적용

Safari 개인 모드가 지원되지 않음

Safari 개인 모드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이는 사용자가 Safari 개인 모드로 로그인하려는 경우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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