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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지 및 특수 매체 넣기

용지함 넣기
인쇄 작업 중 또는 사용 중이 표시되어 있는 동안에는 급지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용지 걸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급지대를 당겨 완전히 빼냅니다.

2 그림과 같이 오른쪽 고정대에 있는 폭 고정 탭을 조이고 폭 고정대를 용지함 옆으로 옮기십시오. 폭 가이
드가 일제히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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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길이 가이드 탭을 그림과 같이 비틀고 용지 크기에 맞는 위치로 길이 가이드를 밀어 줍니다. 급지대 바닥
에 있는 크기 표시기를 사용하면 가이드의 위치를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용지 길이가 긴 경우 길이 가이드 탭을 눌러 길이 가이드를 용지 크기에 맞도록 뒤로 밉니다. 그림과 같
이 급지대가 연장됩니다.

4 용지를 앞뒤로 구부려 느슨하게 한 후 펼쳐서 붙지 않도록 합니다. 용지를 접거나 구기지 마십시오. 매체
의 끝을 수평면에 똑바로 맞춥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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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림과 같이 권장되는 인쇄 면을 아래로 하여 용지함의 뒤쪽으로 용지 묶음을 넣습니다.

참고: 폭 가이드 옆의 최대 적재선은 용지의 최대 적재 높이를 나타냅니다. 용지함에 용지를 너무 많이
넣지 마십시오.

인쇄 면이 아래로, 용지의 위쪽 가장자리가 급지대 앞을 향하도록 Letterhead 용지를 넣습니다.

6 오른쪽 가이드의 폭 가이드 탭을 누르고 용지 묶음의 측면에 살짝 닿도록 폭 가이드를 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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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급지대를 삽입하십시오.

8 이전에 급지대에 넣은 용지와 다른 유형의 용지를 넣은 경우 급지대의 용지 유형 설정을 변경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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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지 걸림 해결

200-201 용지 걸림

200 용지 걸림

1 프린터에서 트레이를 빼 냅니다.

용지 걸림 해결

7



2 걸린 용지가 있다면 제거합니다.

3 자세한 내용은 8 페이지의 “201 용지 걸림”을(를) 참조하십시오.

201 용지 걸림

1 전면 덮개를 연 후 포토컨덕터 키트와 토너 카트리지를 꺼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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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프린터 앞쪽의 덮개를 들어 올리고 걸린 용지를 모두 제거합니다.

3 포토컨덕터 키트와 토너 카트리지를 정렬하고 삽입합니다.

4 전면 도어를 닫으십시오.

5 용지함을 삽입하십시오.

6 을(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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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 용지 걸림
주의—표면 고열: 프린터 내부가 뜨거울 수 있습니다. 뜨거운 부품 때문에 다치지 않도록 표면이 식도록
두었다가 나중에 만지십시오.

1 전면 덮개를 연 후 포토컨덕터 키트와 토너 카트리지를 꺼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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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프린터 앞쪽의 덮개를 들어 올리고 걸린 용지를 모두 제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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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후면 덮개를 엽니다.

4 걸린 용지를 제거합니다.

5 후면 덮개를 닫습니다.

6 포토컨덕터 키트와 토너 카트리지를 정렬하고 삽입합니다.

7 전면 덮개를 닫으십시오.

8 을(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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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 용지 걸림
1 프린터에서 트레이를 빼 냅니다.

2 걸린 용지를 제거합니다.

3 용지함을 삽입하십시오.

4 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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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 용지 걸림
용지나 특수 용지가 수동 급지대에서 완전하게 공급되지 않았습니다. 용지 일부분이 아직 보일 수도 있습니
다. 용지가 보이면 수동 급지대의 전면에서 걸린 용지를 조심스럽게 빼내십시오.

용지가 보이지 않으면 다음 단계를 완료하십시오.

1 포토컨덕터 키트와 토너 카트리지를 제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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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프린터 앞쪽의 덮개를 들어 올리고 걸린 용지를 모두 제거합니다.

3 포토컨덕터 키트와 토너 카트리지를 정렬하고 삽입합니다.

4 을(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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