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뉴 맵

메뉴 목록

다양한 메뉴를 사용하여 간편하게 프린터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음 도표는 각 메뉴별로 사용 가능한 항목을
보여줍니다.

소모품 용지 메뉴 보고서 설정

소모품 교체

청록색 카트리지

자홍색 카트리지

노란색 카트리지

검정색 카트리지

시안색 포토컨덕터

마젠타색 포토컨덕터

노랑색 포토컨덕터

검정색 포토컨덕터

폐토너통

퓨저

전송 모듈

기본 급지대

용지 크기/유형

다용도 급지대 구성

대용 크기

용지 질감

용지 무게

용지 넣기

사용자 유형

Universal 용지 설정

메뉴 설정 페이지

장치 통계

네트워크 설정 페이지

네트워크 <x> 설정 페이지

무선 설정 페이지 1

프로파일 목록

Netware 설정 페이지

글꼴 인쇄

디렉토리 인쇄

자산 보고서

일반 설정

설정 메뉴

마무리 메뉴

품질 메뉴

유틸리티 메뉴

XPS 메뉴

PDF 메뉴

PostScript 메뉴

PCL 에뮬레이션 메뉴

HTML 메뉴

이미지 메뉴

PictBridge 메뉴

플래시 드라이브 메뉴

보안 네트워크/포트 도움말

기타 보안 설정

기밀자료 인쇄

디스크 완전 삭제

보안 감사 로그

날짜/시간 설정

활성 NIC

표준 네트워크 2

표준 USB

병렬 <x>

직렬 <x>

SMTP 설정

모두 인쇄

컬러 품질

인쇄 품질

인쇄 설명서

용지 설명서

인쇄 결함

메뉴 맵

정보 설명서

연결 설명서

이동 설명서

소모품 설명서

1 무선 모델에만 나타납니다.
2 프린터 설정에 따라 이 메뉴 항목은 표준 네트워크, 무선 네트워크 또는 네트워크 <x>(으)로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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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린터 제어판에 대한 이해

*

1 2 3

4 5 6

7 8 9

0 #

1 2 3 4

56789

제어판 항목 설명

1 디스플레이 이 디스플레이는 프린터 상태와 통신하는 메시지 및 그림을 표시합니다.

2 선택 를 누르면 메뉴 항목의 작업이 시작됩니다.

3 탐색 버튼 위쪽 또는 아래쪽 화살표 버튼을 눌러 메뉴 목록을 스크롤합니다.

왼쪽 또는 오른쪽 화살표 버튼을 눌러 다른 화면으로 넘어가는 값 또는 문자를
스크롤합니다.

4 숫자 키패드 숫자 0-9, 문자 A-Z,  및 백스페이스 버튼으로 구성됩니다.

참고:  키는 Caps Lock 의 역할을 합니다.

5 뒤 디스플레이가 이전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6 표시등 프린터 상태를 표시합니다.

• 꺼짐-전원이 꺼져 있거나 프린터가 절약 모드입니다.

• 녹색으로 깜박임- 프린터가 예열, 데이터 처리 또는 작업 인쇄 중입니다.

• 녹색으로 켜져 있음- 프린터가 켜져 있으나 유휴 상태입니다.

• 빨간색으로 켜져 있음-운영자의 조작이 필요합니다.

7 중지 프린터 작업이 모두 중지됩니다.

디스플레이에 중지됨이 표시되면 옵션 목록이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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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판 항목 설명

8 메뉴 메뉴 인덱스를 엽니다.

참고: 이 메뉴는 프린터가 준비 상태에 있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9 USB 직접 포트 USB 플래시 드라이브를 삽입하여 프린터에 데이터를 전송합니다.

디지털 카메라의 USB 케이블을 삽입하여 PictBridge 지원 디지털 카메라로 사
진을 인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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