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S910, MX910 및
XM9100 Series 마무리
설명서

소책자 만들기

• 일부 기능은 특정 프린터 모델에서만 지원됩니다.

• 인쇄 후, 소책자를 만들 수 있도록 페이지가 정렬되고 반으로
접힙니다.

• 용지의 긴 가장자리가 용지함 앞쪽으로 향하게 하여 넣습니다.

• 원본 문서 페이지와 비슷한 크기의 소책자를 만들려면 소책자
페이지 원본 크기 유지를 선택합니다. 이 설정은 Letter에 인쇄
된 Statement, Tabloid에 인쇄된 Letter, A4에 인쇄된 A5, A3에
인쇄된 A4를 지원합니다.

• 마무리 장치가 접는 용지의 매수는 용지 두께 및 출력물을 스
태플로 묶을지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

– 무게가 90g/m2(24lb)이상인 일반 용지의 경우 마무리 장
치는 한 번에 한 장씩만 접을 수 있습니다.

– 마무리 장치는 무게가 60g/m2 ~ 200g/m2(16 ~ 53lb)인
한 장의 표지를 접을 수 있습니다.

– 마무리 장치는 무게가 60g/m2 ~ 90g/m2(16 ~ 24lb)인 표
지를 포함하여 스태플링된 용지를 최대 20장까지 접을
수 있습니다.

– 스태플링되지 않은 용지의 경우, 마무리 장치는 배치당 5
장을 접을 수 있습니다. 모든 배치를 제본하여 소책자 만
들기

제어판에서 소책자 만들기
1 기본 화면에서 다음으로 이동합니다.

복사 > 고급 옵션 > 소책자 생성 > 소책자에 1면 인쇄 또는 소
책자에 2면 인쇄 > 표지 페이지 설정

2 소책자 표지 옵션을 선택한 다음 을 누릅니다.

3 복사를 누릅니다.

컴퓨터에서 소책자 만들기

Windows 사용자의 경우

1 문서를 열고 파일 > 인쇄를 클릭합니다.

2 속성, 기본 설정, 옵션 또는 설정을 클릭합니다.

3 소책자 > 편집 설정을 클릭합니다.

4 소책자 설정을 하나 이상 선택하고 변경 사항을 적용합니다.

5 용지/마무리를 클릭하고 접기 설정을 선택합니다.

6 변경 사항을 적용하고 인쇄 작업을 전송합니다.

Macintosh 사용자의 경우

1 문서를 열고 파일 > 인쇄를 클릭합니다.

필요한 경우, 세부사항 보기를 클릭하거나 표시 삼각형을 클
릭하여 기타 옵션을 봅니다.

2 레이아웃 > 프린터 기능을 클릭합니다.

3 기능 집합에서, 소책자 집합을 선택합니다.

4 하나 이상의 소책자 설정을 선택합니다.

5 기능 집합에서, 마무리를 선택합니다.

6 접기 설정을 선택하고 인쇄 작업을 전송합니다.

이중접기 또는 삼중접기 페이지
만들기

참고:

• 일부 기능은 특정 프린터 모델에서만 지원됩니다.

• 단면 인쇄의 경우, 내용이 용지의 안쪽에 있습니다.

• 마무리 장치는 Letter 및 A4 용지에서 삼중접기 페이지를 만
들 수 있습니다.

• 마무리 장치는 무게가 60g/m2 ~ 90g/m2(16 ~ 24lb)인 용지
를 접을 수 있습니다.

• 용지의 긴 가장자리가 용지함 앞쪽으로 향하게 하여 넣습니
다.

제어판에서 이중접기 또는 삼중접기 페
이지 만들기
1 기본 화면에서 다음으로 이동합니다.

복사 > 고급 옵션 > 접기

2 이중접기 또는 삼중접기를 선택한 다음 을 누릅니다.

3 복사를 누릅니다.

컴퓨터에서 이중접기 또는 삼중접기 페
이지 만들기

Windows 사용자의 경우

1 문서를 열고 파일 > 인쇄를 클릭합니다.

2 프린터를 선택하고 나서 속성 > 용지/마무리를 클릭합니다.

3 접기 설정을 선택한 다음 확인을 클릭합니다.

4 인쇄 작업 전송합니다.

Macintosh 사용자의 경우

1 문서를 열고 파일 > 인쇄를 클릭합니다.

필요한 경우, 세부사항 보기를 클릭하거나 표시 삼각형을 클
릭하여 기타 옵션을 봅니다.

2 레이아웃 > 프린터 기능을 클릭합니다.

3 기능 집합에서, 마무리를 선택합니다.

4 접기 설정을 선택하고 인쇄 작업을 전송합니다.

스태플링 및 홀 펀칭

참고:

• 2500장 또는 3000장 용지함에서 인쇄합니다.

• 500장 용지함에서 인쇄하려면 Letter 및 A4 용지의 짧은 가
장자리가 용지함 앞을 향하도록 하여 넣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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