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 설명서(Information guide)

도움말 메뉴

도움말(Help) 메뉴는 프린에 PDF 파일로 저장된 일련의 도움말 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도움말 페이지에는 프
린터 사용 및 인쇄 작업 수행과 관련된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프린터에는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및 스페인어 번역 도움말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다른 언어의 도움말은 Lexmark 웹
사이트 www.lexmark.co.kr 에서 제공됩니다.

메뉴 항목 설명

모든 설명서 인쇄(Print All Guides) 모든 설명서를 인쇄합니다.

컬러 품질(Color Quality) 컬러 인쇄 조정 및 사용자 정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인쇄 품질(Print Quality) 인쇄 품질 문제 해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인쇄 설명서(Printing Guide) 용지 및 특수 용지 공급에 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용지 설명서(Media Guide) 급지함, 용지함 및 공급장치에서 지원하는 용지 크기의 목록을 제공합니다.

인쇄 결함 설명서(Print Defects Guide) 반복되는 결함의 요인이 되는 프린터 부품을 식별하기 위한 도움말을 제공합니다.

메뉴 맵(Menu Map) 프린터 제어판 메뉴 및 설정 목록을 제공합니다.

정보 설명서(Information Guide) 추가 정보 검색에 대한 도움말을 제공합니다.

연결 설명서(Connection Guide) 로컬(USB)로 또는 네트워크를 통해 프린터를 연결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동 설명서(Moving Guide) 프린터를 안전하게 이동하기 위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소모품 설명서(Supplies Guide) 소모품 주문을 위한 부품 번호를 제공합니다.

설치 안내서

프린터와 함께 제공되는 설치 안내서에는 프린터 설정 및 옵션과 관련된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및 설명서 CD
프린터에 포함된 소프트웨어 및 설명서 CD 에는 사용 설명서가 들어 있습니다. 사용 설명서에서 용지 넣기, 인쇄, 소모
품 주문, 문제 해결, 용지 걸림 해결, 프린터 유지 관리, 홈 스크린 사용자 정의 및 솔루션 사용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업데이트는 저희 웹 사이트 http://support.lexmark.com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홈 스크린 사용자 정의 및 솔루션 사용

홈 스크린을 사용자 정의하고 솔루션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사용 설명서의 "홈 스크린 응용 프로그
램 설정 및 사용"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추가 언어 지원

사용 설명서, 빠른 참조 및 네트워킹 설명서는 소프트웨어 및 설명서 CD 에서 다른 언어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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