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 설명서

도움말 메뉴
메뉴 항목 설명

모든 설명서 인쇄 모든 설명서를 인쇄합니다.

매체 설명서 용지 넣기 및 다른 특수 매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복사 설명서 복사 및 설정 구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메일 설명서 이메일 전송 및 설정 구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팩스 설명서 팩스 전송 및 설정 구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스캔 설명서 문서 스캔 및 설정 구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인쇄 품질 설명서 • 인쇄 품질 문제 해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인쇄 품질 조정에 사용할 수 있는 설정 목록을 제공합니다.

컬러 품질 설명서 색상 품질 문제 해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메뉴 맵 제어판 메뉴 목록을 제공합니다.

정보 설명서 추가 정보 검색에 대한 도움말을 제공합니다.

연결 설명서 프린터를 로컬(USB)로 또는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동 설명서 프린터 안전 이동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소모품 설명서 • 소모품 주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반복적인 인쇄 품질 결함의 원인 파악을 위한 템플릿을 제공합니다.

프린터에 대한 정보 찾기
찾을 정보 위치

초기 설정 지침:

• 프린터 연결

• 프린터 소프트웨어 설치

설치 설명서—설치 설명서는 프린터와 함께 제공되며, http://support.lexmark.com에서도 제공됩
니다.

프린터 사용을 위한 추가 설치
및 지침:

• 용지 또는 특수 용지 선택
및 보관

• 용지 넣기

• 프린터 구성 설정

• 문서와 사진 보기 및 인쇄

• 프린터 소프트웨어 설치
및 사용

• 네트워크에서 프린터 구성

• 프린터 관리 및 유지보수

• 문제 해결

정보 센터—최신 제품 정보, 지침 및 참조 자료에 대한 공식 온라인 리소스입니다.

http://infoserve.lexmark.com/ids/로 이동해서 제품을 선택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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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을 정보 위치

프린터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도움말

Windows 또는 Mac 도움말—프린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또는 응용 프로그램을 열고 도움말을 누
릅니다.

컨텍스트별 정보를 보려면 ? 을 누릅니다.

참고:

• 이 도움말은 프린터 소프트웨어와 함께 자동으로 설치됩니다.

• 프린터 소프트웨어는 운영체제에 따라 프린터 프로그램 폴더 안이나 바탕화면에 위치합니다.

최신 보충 정보, 업데이트 및
고객 지원:

• 설명서
• 드라이버 다운로드

• 실시간 채팅 지원

• 이메일 지원

• 음성 지원

http://support.lexmark.com

참고: 해당 국가 또는 지역을 선택한 다음 제품을 선택하여 적절한 지원 사이트를 확인합니다.

해당 국가나 지역의 지원 연락처 정보는 지원 웹사이트나 프린터와 함께 제공된 보증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고객 지원 센터에 연락할 때는 다음 정보(구입 영수증 및 프린터 뒷면 참조)를 확인합니다.

• 장치 유형 번호

• 일련 번호

• 구입 날짜

• 구입한 매장

• 안전 정보

• 규제 정보

• 보증 정보

보증 정보는 국가 또는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 미국—본 프린터와 함께 제공된 제한 보증서나 웹사이트(http://support.lexmark.com)를 참조
하십시오.

• 기타 국가 및 지역—프린터와 함께 제공된 보증서를 확인하십시오.

제품 정보 설명서—이 문서에는 해당 제품에 대한 기본 안전, 환경 및 규제 관련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프린터와 함께 제공된 설명서 또는 웹사이트
(http://support.lexmark.com)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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