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뉴 맵

메뉴 목록
용지 메뉴 보고서 네트워크/포트

기본 급지대

용지 크기/유형

다용도 공급 장치 구성

대체 크기

용지 질감

용지 중량

용지 넣기

사용자 정의 유형

사용자 정의 이름 1

Universal 설정

메뉴 설정 페이지

장치 통계

네트워크 설정 페이지 2

프로파일 목록

글꼴 인쇄

디렉토리 인쇄

데모 인쇄

자산 보고서

활성 NIC

표준 네트워크 3

보고서

네트워크 카드

TCP/IP

IPv6

무선

AppleTalk

표준 USB

병렬 4

SMTP 설정

보안 설정 도움말(&H)

기타 보안 설정 4

기밀 인쇄

임시 데이터 파일 삭제 4

보안 감사 로그

날짜 및 시간 설정

일반 설정

플래시 드라이브 메뉴 4

인쇄 설정

모든 설명서 인쇄

인쇄 품질

매체 설명서

인쇄 결함 설명서

메뉴 맵

정보 설명서

연결 설명서

이동 설명서

소모품 설명서

1 이 메뉴는 터치 스크린 프린터 모델에만 표시됩니다.
2 프린터 설정에 따라 이 메뉴 항목이 네트워크 설정 페이지 또는 네트워크 [x] 설정 페이지로 나타납니다.
3 프린터 설정에 따라 이 메뉴 항목은 기본 네트워크 또는 네트워크 [x]로 나타납니다.
4 이 기능은 일부 프린터 모델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프린터 제어판 사용

1 2 3 4 5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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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대상

1 표시 프린터 상태 및 메시지를 봅니다.

프린터를 설정 및 조작합니다.

2 왼쪽 화살표 버튼 왼쪽으로 스크롤합니다.

3 선택 버튼  메뉴 옵션을 선택합니다.

설정을 저장합니다.

4 위쪽 화살표 단추 위로 스크롤합니다.

5 오른쪽 화살표 버튼 오른쪽으로 스크롤합니다.

6 키패드 숫자, 문자 또는 기호를 입력합니다.

7 절전 버튼 절전 또는 최대 절전 모드를 활성화합니다.

다음 작업을 수행하면 프린터 절전 모드가 해제됩니다.

• 아무 단추나 누릅니다.

• 용지함 또는 프린터 전면 덮개 열기

• 컴퓨터에서 인쇄 작업 전송

• 기본 전원 스위치를 사용하여 전원 리셋 수행

• 장치를 USB 포트에 연결

8 USB 포트 플래시 드라이브를 프린터에 연결합니다.

참고:

• 전면 USB 포트만 플래시 장치를 지원합니다.

• 이 기능은 일부 프린터 모델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9 중지 또는 취소 단추 모든 프린터 작업을 중지합니다.

10 뒤로 단추 이전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11 아래쪽 화살표 단추 아래로 스크롤합니다.

12 홈 단추 홈 스크린으로 돌아갑니다.

13 표시등 프린터 상태를 확인합니다.

표시등 및 절전 단추 표시등의 색상 이해
프린터 제어판에서 표시등 및 절전 단추 표시등의 색상은 특정 프린터 상태 또는 조건을 나타냅니다.

표시등 프린터 상태

꺼짐 전원이 꺼져 있거나 프린터가 절약 모드입니다.

초록색 점멸 프린터가 예열, 데이터 처리 또는 작업 인쇄 중입니다.

녹색 단색 프린터가 켜져 있고 정지 상태입니다.

빨간색 깜박임 프린터에 사용자의 조작이 필요합니다.

절전 단추 표시등 프린터 상태

꺼짐 프린터가 유휴 상태이거나 준비 상태입니다.

주황색으로 켜져 있음 프린터가 대기 모드입니다.

주황색 점멸 프린터의 대기 모드가 해제되는 중이거나 최대 절전 모드로 전환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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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전 단추 표시등 프린터 상태

주황색으로 0.1초 동안 잠시 켜졌다가 1.9초 동안 꺼
지는 패턴이 반복됩니다.

프린터가 최대 절전 모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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