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모품 설명서
미국에서 부품 및 소모품을 주문하려면 1-800-539-6275로 문의하여 해당 지역의 Lexmark 공인 소모품 대리점에 대
한 정보를 얻으십시오. 다른 국가 또는 지역의 경우 Lexmark 웹 사이트(www.lexmark.com)를 방문하거나 프린터 구
입처에 문의하십시오.

Lexmark 반환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Lexmark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소모품을 1회만 사용하고 다 쓴 소모품을 재제조
나 재활용을 위해 Lexmark로 다시 반환한다는 계약 하에 Lexmark 소모품을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Lexmark 정품 부품 및 소모품 사용
Lexmark 프린터는 정품 Lexmark 소모품 및 부품을 사용할 때 최적의 성능을 발휘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타사 소모
품 또는 부품을 사용하면 성능, 안정성 또는 프린터의 수명과 이미징 구성 요소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타사 소모품
또는 부품을 사용하면 보증 적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타사 소모품 또는 부품을 사용하여 발생한 손상에 대해서
는 보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모든 수명 표시기는 Lexmark 소모품 및 부품과 함께 작동하도록 설계되어 있고, 타사 소
모품 또는 부품을 사용할 경우 예기치 못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수명을 넘겨 이미징 구성 요소를 사용
하면 Lexmark 프린터 또는 연관된 구성 요소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토너 카트리지 주문

참고:

• 카트리지 예상 용량은 ISO/IEC 19798 표준을 기준으로 합니다.

• 너무 낮은 밀도로 장시간 인쇄하면 실제 출력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토너가 완전히 소모되기 전에
카트리지 부품에 고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환 프로그램 카트리지

항목 미국 및 캐나다 유럽 연합(EU), 유럽 경제 지구(EEA) 및 스위스 기타 지역

반환 프로그램 토너 카트리지

검정 801K 802K 808K

청록색 801C 802C 808C

자홍색 801M 802M 808M

노랑 801Y 802Y 808Y

표준 용량 반환 프로그램 토너 카트리지

검정 801SK 802SK 808SK

청록색 801SC 802SC 808SC

자홍색 801SM 802SM 808SM

노랑 801SY 802SY 808SY

대용량 반환 프로그램 토너 카트리지

검정 801HK 802HK 808HK

청록색 801HC 802HC 808HC

자홍색 801HM 802HM 808HM

노랑 801HY 802HY 808HY

각 지역에 위치한 국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www.lexmark.com/regions를 방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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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미국 및 캐나다 유럽 연합(EU), 유럽 경제 지구(EEA) 및 스위스 기타 지역

초대용량 반환 프로그램 토너 카트리지

검정 801XK 802XK 808XK

청록색 801XC 802XC 808XC

자홍색 801XM 802XM 808XM

노랑 801XY 802XY 808XY

각 지역에 위치한 국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www.lexmark.com/regions를 방문하십시오.

일반 카트리지

항목 전세계

표준 용량 일반 토너 카트리지

검정 800S1

청록색 800S2

자홍색 800S3

노랑 800S4

대용량 일반 토너 카트리지

검정 800H1

청록색 800H2

자홍색 800H3

노랑 800H4

초대용량 일반 토너 카트리지

검정 800X1

청록색 800X2

자홍색 800X3

노랑 800X4

각 지역에 위치한 국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www.lexmark.com/regions를 방문하십시오.

이미징 키트 주문
항목 모든 국가 및 지역

검정색 이미징 키트 700Z1

컬러 이미징 키트 700Z5

유지관리 키트 주문

참고:

• 사용하는 용지 유형에 따라 유지관리 키트 교체 횟수가 증가될 수 있습니다.

• 퓨저 및 전송 모듈은 유지관리 키트에 포함되어 있으며 필요한 경우 별도 주문하거나 교체할 수 있습니다.

• 유지관리 키트를 교체하려면 고객 지원(http://support.lexmark.com) 또는 서비스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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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 이름 유형 소모품 번호

유지관리 키트 115 V

220 V

100 V

40X7615

40X7616

40X7617

폐토너통 주문
항목 모든 국가 및 지역

폐토너통 C540X75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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