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동 설명서

프린터를 이동하기 전에
주의—부상 위험: 개인 상해 또는 프린터 손상을 예방하려면 프린터를 옮기기 전에 아래 지침을 따르십시오.

• 전원 스위치를 사용하여 프린터를 끈 후 전기 콘센트에서 전원 코드를 뽑으십시오.

• 프린터를 옮기기 전에 프린터에서 모든 코드 및 케이블의 연결을 해제하십시오.

• 옵션 용지함이 설치된 경우 프린터에서 분리합니다. 옵션 용지함을 분리하려면 용지함 오른쪽의 걸쇠를 찰칵하며
제자리로 고정될 때까지 용지함 앞쪽으로 밉니다.

• 프린터를 들어올릴 때는 양 측면의 손잡이를 사용하십시오.

• 프린터를 내려 놓을 때 손가락이 스캐너의 바닥에 끼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 프린터를 설치하기 전에 주변이 정리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이 제품과 함께 제공된 전원 코드나 제조업체가 승인한 교체품만을 사용하십시오.

경고—손상 위험: 프린터를 잘못 옮겨 발생하는 손상에 해서는 보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프린터 위치 선택
프린터 위치를 선택할 때에는 급지 , 커버 및 덮개가 열리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합니다. 하드웨어 선택 사항을 설치
할 예정인 경우 이를 위한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십시오. 다음을 주의하십시오.

• 프린터를 올바르게 접지되고 쉽게 접근 가능한 전기 콘센트 가까이에 설치합니다.

• 실내의 공기 흐름이 ASHRAE 62 표준 또는 CEN Technical Committee 156 표준의 최신 버전을 충족하는지 확인합
니다.

• 평평하고 단단하며 안정적인 공간에 설치합니다.

• 프린터는 다음과 같이 유지 관리하십시오.

– 깨끗하게 관리하며 물기가 닿거나 먼지가 쌓이지 않게 합니다.

– 어지럽게 놓인 스태플 및 종이 클립을 치우십시오.

– 냉난방 장치 또는 송풍기의 바람이 직접 닿지 않게 합니다.

– 직사광선 및 과도한 습도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합니다.

• 권장 온도를 지키고 급격한 온도 변화에 노출되지 않도록 합니다.

사용 온도 15.6° ~ 32.2°C(60° ~90°F)

저장 온도 1° ~ 35°C(34° ~ 95°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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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기가 잘 되도록 프린터 주변에 다음과 같은 권장 공간을 확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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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른쪽 110mm(4.33인치)

2 앞 305mm(12인치)

3 왼쪽 65mm(2.56인치)

4 후면 100mm(3.94인치)

5 위쪽 305mm(12인치)

프린터를 다른 위치로 이동
다음 지침에 따르면 프린터 및 해당 하드웨어 옵션을 다른 위치로 안전하게 옮길 수 있습니다.

• 프린터를 옮기기 위해 사용하는 수레에는 프린터 바닥 전체를 지탱할 수 있는 면이 있어야 합니다.

• 하드웨어 옵션 용지함을 옮기기 위해 사용하는 수레에는 하드웨어 옵션 크기를 지탱할 수 있는 면이 있어야 합니다.

• 프린터를 ¶È¹Ù·Î ³õ½À´Ï´Ù.

• 심한 진동이 발생하지 않게 주의하십시오.

프린터 운송
프린터를 운송하려는 경우 원래의 포장을 사용하거나 구매처에 운송용 키트를 요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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