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 설명서

도움말 메뉴

도움말 메뉴는 복합기(MFP)에 PDF 파일로 저장된 일련의 도움말 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프린터 사용 및 복사,
스캔, 이메일 및 팩스 전송 등 다양한 작업 수행에 대한 정보가 포함됩니다.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및 스페인어 번역문이 프린터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기타 번역문은
http://support.lexmark.com 을 방문하십시오.

메뉴 항목 설명

모든 설명서 인쇄 모든 설명서를 인쇄합니다.

복사 설명서 복사 및 설정 변경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메일 설명서 주소, 단축 번호 또는 주소록을 사용하여 이메일을 전송하는 방법과 설정을 변경하는 것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
니다.

팩스 설명서 팩스 번호, 단축 번호 또는 주소록을 사용하여 팩스를 전송하는 방법과 설정을 변경하는 것에 대한 정보를 제공
합니다.

FTP 설명서 FTP 주소, 단축 번호 또는 주소록을 사용하여 FTP 서버로 바로 문서를 스캔하는 방법과 설정을 변경하는 것
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컬러 품질 색상 품질 문제 해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인쇄 결함 설명서 복사물이나 인쇄물에서 계속해서 발생하는 결함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도움말을 제공합니다.

정보 설명서 추가 정보 검색에 대한 도움말을 제공합니다.

소모품 설명서 소모품 주문용 부품 번호 제공

설치 안내서

프린터와 함께 제공되는 설치 안내서에는 프린터 설정과 관련된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및 설명서 CD
이 프린터와 함께 제공된 소프트웨어 및 설명서 CD 에는 사용 설명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용 설명서에서 용지 넣
기, 인쇄, 소모품 주문, 문제 해결, 용지 걸림 해결, 프린터 유지 관리, 홈 스크린 사용자 정의 및 솔루션 사용에 대한 정
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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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