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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정보

주의:제품 가까이에 있고 쉽게 접근 가능한 올바르게 접지된 전기 콘센트에 전원 코드를 연결하십시오.

주의:번개 폭풍 동안에는 팩스 기능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번개 폭풍 동안에는 이 제품을 설치하거나 전원 코드, 전화 등의 전
기 또는 케이블 연결을 하지 마십시오.

주의:서비스나 수리는 운영 지침에 지정된 자 이외에는 전문 서비스 요원에게만 맡기십시오.

주의:이 제품은 엄격한 국제 안전 표준을 만족하기 위해 지정된 Lexmark 구성품을 사용하여 설계, 테스트 및 승인되었습니다. 
일부 부품의 안전 기능은 명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Lexmark는 다른 교체 부품을 사용하여 발생한 고장에 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주의:모든 외부 연결(이더넷, 전화 시스템 연결 등)이 표시된 플러그인 포트에 제 로 설치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주의:이 제품은 레이저를 사용합니다. 본 문서에 명시되지 않은 절차를 제어, 조정 또는 수행할 경우 유해한 방사선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주의:이 제품은 인쇄 용지를 가열하는 인쇄 프로세스를 사용하므로 가열로 인해 용지에서 가스가 방출될 수 있습니다. 운영 지
침 중 인쇄 용지 선택 관련 섹션을 반드시 숙지하여 유해 가스의 방출을 예방하십시오.

주의:이 제품을 공중 전화망에 연결할 때에는 26 AWG 또는 형 전화(RJ-11) 코드만 사용하십시오.

수은 정보

이 제품은 램프에 수은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5 mg Hg). 일부 국가에서는 수은의 폐기가 환경 보호 차원에서 법으로 규제될 수도 있습니
다. 수은의 폐기 또는 재활용에 한 문의사항은 관할 당국 또는 Electronic Industries Alliance(www.eiae.org)에 문의하십시오.

정전기 관련 고지사항

 경고:이 기호는 정전기에 민감한 부품을 나타냅니다. 이 기호 주변을 만지기 전에 먼저 MFP의 금속 프레임을 접촉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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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FP에 대해 알아보기

MFP 확인

입력 옵션 설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옵션 설치 및 제거 또는 옵션에 동봉된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

주의: 이 MFP는 약 70 kg(154 lbs)입니다. MFP를 안전하게 들기 위해서는 4명이 필요합니다.

주의: 번개 폭풍 동안에는 이 제품을 설치하거나 전원 코드, 전화 등의 전기 또는 케이블 연결을 하지 마십
시오.

스캐너 사용

스캐너 기본 기능

이 MFP는 규모 작업 그룹에 필요한 복사, 팩스, 네트워크 스캔 기능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작업이 가능합니다.

• 고속 복사를 합니다. 또는 복사 작업에 따라 제어판에서 설정을 변경합니다.

• MFP 제어판을 사용하여 팩스를 보냅니다.

• 한 번에 여러 개의 팩스 수신지에 팩스를 보냅니다.

• 문서를 스캔한 후 자신의 PC나 이메일 주소, FTP 위치로 보냅니다.

• 문서를 스캔한 후 다른 프린터로 보냅니다(FTP를 통해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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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문서 급지장치 및 평판

참고: 컬러 문서는 PC나 이메일 주소, 또는 FTP 위치로 스캔할 수 있습니다. 이 MFP는 검은색과 회색조로
만 인쇄합니다. 컬러로는 인쇄하지 않습니다.

ADF로 양면 페이지를 포함해서 여러 장의 페이지를 스캔할 수 있습니다. ADF는 다음과 같이 사용합니다.

• ADF에 용지의 인쇄면이 위로 향하게 해서 넣습니다. 크기별 용지 넣는 방법이 ADF에 라벨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 ADF 입력 용지함에 일반 용지를 최고 75매까지 넣습니다.

• 139.7 x 210 mm(5.5 x 8.26 인치) ~ 297 x 432 mm(11.69 x 17 인치) 사이의 용지를 스캔합니다.

• 용지 크기가 혼합되어 있는(레터와 리갈) 작업을 스캔합니다.

• 무게 38 ~ 128 g/m2(14 ~ 32 lb)인 용지를 스캔합니다.

참고: 컬러 문서는 PC나 이메일 주소, 또는 FTP 위치로 스캔할 수 있습니다.

• 600 dpi에서 문서를 복사 및 인쇄합니다.

참고: 검은색과 회색조로만 인쇄됩니다. 컬러로는 인쇄되지 않습니다.

낱장이나 도서를 스캔 또는 복사할 때는 평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평판은 다음과 같이 사용합니다.

• 왼쪽의 안쪽 모서리에 문서를 놓습니다.

• 최  297 x 432 mm(11.69 x 17 인치)의 용지를 스캔 또는 복사합니다.

• 두께가 최고 25.3 mm(1 인치)인 도서를 복사합니다.

• 600 dpi에서 문서를 복사 및 인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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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된 모델

다음은 각각 표준 MFP, 그리고 양면 장치와 500매 서랍을 설치한 MFP를 나타낸 그림입니다. 이 밖에 다른 인쇄 용지 처리 
옵션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제어판

스캐너

표준 
완전 구성

용지함 3

용지함 1
(통합형 용지
함 또는 표준 
용지함)

고용량 급지장치

표준 출력함

마무리 장치

용지함 4

용지함 2

양면 장치

다용도 급지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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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FP 제어판 이해

MFP와 스캐너의 설정은 MFP 제어판이나 사용 중인 소프트웨어 응용 프로그램, 인쇄 드라이버, MarkVision™ Professional, 
또는 웹 페이지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응용 프로그램이나 인쇄 드라이버에서 변경한 설정은 현재 MFP에 전송하는 작업
에만 적용됩니다.

응용 프로그램에서 변경한 인쇄, 팩스, 복사, 이메일 설정이 제어판에서 변경한 설정에 우선합니다.

응용 프로그램에서 설정이 변경되지 않으면 MFP 제어판이나 MarkVision Professional, 웹 페이지에서 변경하십시오. MFP 
제어판, MarkVision Professional, 웹 페이지에서 설정을 변경할 경우 이 설정이 사용자 기본값이 됩니다.

MFP 제어판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림의 번호 제어판 항목 기능

1 LCD 홈 화면 버튼, 메뉴, 메뉴 항목, 값이 표시되는 액정 디스플
레이(LCD)입니다. 복사, 팩스 등에 해 선택을 할 수 있
습니다.

2 표시등 빨간색과 녹색으로 MFP의 상태를 알려줍니다.

2

7

10

6

5

4

8

1

3

9

11

상태 의미

꺼짐 MFP가 꺼져 있습니다.

녹색으로 
깜박임

MFP가 예열, 데이터 처리 또는 작업 
인쇄 중입니다.

녹색으로 
켜져 있음

MFP가 켜져 있고 정지 상태입니다.

빨간색으로 
켜져 있음

운영자의 조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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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0–9

주:숫자판이라고 합니다.

LCD 화면에 숫자를 입력하는 필드가 있을 때 이 버튼을 
눌러 숫자를 입력합니다. 또한 팩스 번호를 다이얼할 때도 
사용합니다.

주:홈 화면에서 # 버튼을 누르지 않고 숫자를 누르면 복사 
메뉴가 열리면서 이 숫자가 복사 수량이 됩니다.

4 # (우물정 또는 숫자 기호) 이 버튼은 다음과 같이 사용합니다.

• 단축 번호 식별자가 필요할 때 누릅니다.
• 전화 번호 입력 중에 #으로 시작해서 팩스 번호를 다이
얼할 때 두 번 누릅니다(##).

• 홈 화면, 팩스 수신지 목록 메뉴 항목, 이메일 수신지 목
록 메뉴 항목, 프로파일 목록 메뉴 항목에서 단축 번호
를 사용할 때 누릅니다.

5 다이얼 일시중지 이 버튼을 누르면 한 팩스 번호 내에서 다이얼이 2 ~ 3초간 
멈춥니다. 이 버튼은 팩스 메뉴 내에 있거나 팩스 기능을 
사용 중일 때만 작동합니다.

홈 화면에서 이 버튼을 누르면 팩스 번호가 재다이얼됩
니다.

팩스 메뉴, 홈 화면이 아니거나 팩스 기능을 사용하고 있
지 않을 때 이 버튼을 누르면 오류 신호음이 울립니다.

팩스를 보낼 때 다이얼 일시중지를 누르면 팩스 수신: 
필드에 쉼표(,)가 입력됩니다.

6 모두 지우기 현재 화면에서 이 버튼을 누르면 기본 설정이 모두 복원되
고 홈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메뉴에서 이 버튼을 누르면 현재까지의 모든 변경 사항이 
취소되고 홈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또는 메뉴에서 이 버튼을 누르면 모든 설정이 기본값으로 
복원되고 홈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7 시작 이 버튼을 누르면 현재 제어판에 표시된 작업이 시작됩
니다.

홈 화면에서 이 버튼을 누르면 기본값으로 복사가 시작됩
니다.

스캐너에서 작업이 진행되는 중에는 이 버튼을 눌러도 아
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8 중지 이 버튼을 누르면 인쇄 또는 스캔이 중지됩니다.

스캔의 경우 현재 페이지까지만 스캔된 후 중지됩니다. 
따라서 ADF에 용지가 남을 수 있습니다.

인쇄의 경우 인쇄 용지 경로에 있는 용지가 모두 빠져 나
온 후에 중지됩니다.

중지가 진행되는 중에는 제어판에 중지 중이 표시됩니다.

그림의 번호 제어판 항목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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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백스페이스 복사 메뉴에서(복사 버튼을 누르면 표시됨) 백스페이스를 
누르면 복사 매수 값이 맨 오른쪽 자리부터 삭제됩니다. 
백스페이스를 계속 눌러 숫자가 모두 삭제되면 기본값 1이 
나타납니다.

팩스 수신지 목록에서 백스페이스를 누르면 수동으로 입
력한 값이 맨 오른쪽 자리부터 삭제됩니다. 또한 이 버튼
으로 단축 번호 항목 전체를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백스
페이스로 한 줄을 다 삭제한 상태에서 한 번 더 누르면 커
서가 한 줄 위로 올라갑니다.

이메일 수신지 목록에서 백스페이스를 누르면 커서 왼쪽
의 문자가 삭제됩니다. 항목이 단축 번호인 경우 항목 전
체가 삭제됩니다.

10 별표(*) *는 팩스 번호의 일부로 또는 영숫자로 사용됩니다.

11 USB Direct 인터페이스 제어판의 호스트 USB(Universal Serial Bus) Direct 인터
페이스로 USB 플래시 메모리 장치를 연결하여 
PDF(Portable Document Format)[.pdf 파일], JPEG(Joint 
Photographic Experts Group)[.jpeg 또는 .jpg 파일], 
TIFF(Tagged Image File Format)[.tiff 또는 .tif 파일], 
GIF(Graphics Interchange Format)[.gif 파일], BMP(Basic 
Multilingual Plane)[.bmp 파일], PNG(Portable Network 
Graphics)[.png 파일], PCX(PiCture eXchange)[.pcx 파일], 
PC Paintbrush 파일 형식[.dcx 파일] 파일을 인쇄할 수 있
습니다.

또한 USB Direct 인터페이스로 문서를 PDF, TIFF, JPEG 
형식으로 USB 플래시 메모리 장치에 스캔할 수 있습니다. 

그림의 번호 제어판 항목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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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화면과 홈 화면 버튼

MFP를 켜면 잠시 예열된 후 LCD에 기본 화면(아래 예제 참조)이 나타나는데, 이를 홈 화면이라 합니다. 이 홈 화면의 버튼으
로 복사, 팩스, 스캔을 시작하고 메뉴 화면을 열고 메시지에 응답할 수 있습니다.

그림의 번호 버튼 기능

1 복사 이 버튼을 눌러 복사 메뉴에 들어갑니다.

홈 화면에서 숫자를 눌러 복사 메뉴에 들어갈 수도 있습
니다.

2 이메일 이 버튼을 눌러 이메일 메뉴에 들어갑니다. 이메일 주소로 
문서를 바로 스캔할 수 있습니다.

3 메뉴 (열쇠 기호가 있음) 이 버튼을 눌러 메뉴에 들어갑니다. 메뉴는 MFP가 준비 
상태일 때만 사용 가능합니다.

메뉴 버튼은 탐색 표시줄이라는 이름의 회색 표시줄에 있
습니다. 탐색 표시줄에는 아래 설명된 버튼도 있습니다.

4 상태 메시지 표시줄 준비, 사용 중 등 MFP의 현재 상태를 나타냅니다.

토너 부족과 같은 MFP 상태를 나타냅니다.

도어 닫기 또는 토너 카트리지 넣기와 같이 사용자가 어
떤 조치를 취해야 MFP가 작업을 계속할 수 있는지 알려주
는 메시지를 나타냅니다.

5 상태/소모품 MFP의 상태에 사용자의 조작이 요구되는 메시지가 포함
되어 있을 때 LCD에 나타납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메시
지 화면이 나타나면서 이 메시지에 관한 자세한 정보가 
표시됩니다. 어떻게 해야 메시지가 지워지는지도 표시됩
니다.

복사

팩스 이메일

FTP

상태/
소모품

준비. 토너 부족.

시작하려면 아무 버튼이나 누르십
시오.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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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 홈 화면에 나타나는 버튼은 다음과 같습니다. 

6 ? (도움말) 모든 메뉴에 도움말 버튼이 있습니다. 도움말은 LCD 터치 
스크린 내에서 상황에 맞게 표시됩니다.

7 FTP 이 버튼을 눌러 FTP(File Transfer Protocol) 메뉴에 들어갑
니다. 문서를 FTP 사이트로 바로 스캔할 수 있습니다.

8 팩스 이 버튼을 눌러 팩스 메뉴에 들어갑니다.

버튼 버튼 이름 기능

보류 팩스 보기
(수동 모드일 때는 
보류 팩스)

보류 시간이 설정되어 있는 보류 팩스가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보
류 팩스 목록이 표시됩니다.

보류 작업 검색 다음 항목을 검색한 후 일치하는 항목을 가져오려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 보류 또는 기밀 작업의 사용자 이름
• 보류 작업의 작업 이름(기밀 작업 제외)
• 프로파일 이름 
• 책갈피 컨테이너 또는 작업 이름 
• 지원되는 확장자의 USB 컨테이너 또는 작업 이름

보류 작업 이 버튼을 누르면 모든 보류 작업 컨테이너가 나타난 화면이 열립니다.

장치 잠금 MFP가 잠겨 있지 않고, 장치 잠금 PIN(사용자 번호)이 Null이거나 비어 
있지 않은 경우에 이 버튼이 화면에 나타납니다.

MFP를 잠그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장치 잠금을 누릅니다. 사용자 번호 입력 화면이 나타납니다.

2 사용자 번호를 맞게 입력하여 제어판을 잠급니다. 제어판 버튼과 터
치 스크린 버튼이 모두 잠깁니다.

제어판이 잠기면 사용자 번호 입력 화면이 사라지고 장치 잠금 버튼
이 장치 잠금해제 버튼으로 바뀝니다.

주:잘못된 사용자 번호를 입력하면 잘못된 사용자 번호가 나타납니다. 
계속 버튼이 표시된 팝업 화면이 나타납니다. 계속을 누릅니다. 그러면 
장치 잠금 버튼이 표시된 홈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그림의 번호 버튼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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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 잠금해제 이 버튼은 MFP가 잠겨 있을 때 화면에 나타납니다. 이 버튼이 나타나 
있는 동안에는 제어판 버튼과 단축 번호를 사용할 수 없으며 기본값으
로 복사가 시작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MFP 잠금을 해제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장치 잠금해제를 누릅니다. 사용자 번호 입력 화면이 나타납니다.

2 사용자 번호를 맞게 입력하여 제어판의 숫자판(0–9)과 백스페이스 
버튼의 잠금을 해제합니다.

주:잘못된 사용자 번호를 입력하면 잘못된 사용자 번호가 나타납니다. 
계속 버튼이 표시된 팝업 화면이 나타납니다. 계속을 누릅니다. 그러면 
장치 잠금해제 버튼이 표시된 홈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작업 취소 이 버튼을 누르면 작업 취소 화면이 열립니다. 작업 취소 화면에는 다음 
항목이 표시되며 위에 인쇄, 팩스, 네트워크의 3가지 제목 중 해당하는 
것이 표시됩니다. 

• 인쇄 작업
• 복사 작업
• 팩스
• 프로파일
• FTP

• 이메일 보내기

제목 아래에 각각 해당하는 작업 목록이 열로 표시됩니다. 열마다 한 화
면에 작업을 세 개까지만 표시할 수 있습니다. 작업은 버튼으로 나타납
니다. 한 열에 작업이 4개 이상이면 열 맨 마지막에 아래 화살표가 나타
납니다. 아래 화살표를 누를 때마다 목록에서 한 작업씩 다음으로 넘어
갑니다. 작업이 4개 이상이면 목록 네 번째 작업을 표시했을 때 열 맨 위
에 위 화살표가 나타납니다. 터치 스크린 버튼 설명에서 위/아래 화살표 
버튼의 그림을 확인하십시오.

작업을 취소하는 방법은 인쇄 작업 취소를 참조하십시오.

버튼 버튼 이름 기능

작업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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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D 터치 스크린 버튼

다음은 터치 스크린에서 이동하는 방법에 한 설명입니다. 두 개의 터치 스크린 예제를 통해 버튼 사용 방법을 소개합니다.

터치 스크린 예제 1번

터치 스크린 버튼 설명

버튼 버튼 이름 기능 또는 설명

선택 버튼 선택 버튼을 누르면 추가 항목이 표시된 화면이 나타납니다. 처음 화면
에는 사용자 기본 설정이 표시됩니다. 선택 버튼을 누르면 다음 화면이 
나타나고 이 화면에서 항목을 누르면 사용자 기본 설정이 바뀝니다.

왼쪽 스크롤 감소 버튼 왼쪽 스크롤 감소 버튼을 누르면 값이 그 다음으로 작은 값으로 감소됩
니다.

복사 원본

레터(8.5 x 11 인치)

복사 대상

레터(8.5 x 11 인치)
일반 용지

인쇄면(양면)

세로
1면 - 1면

내용

배율

자동
(100%)

명암

ADF
스캔

평판
스캔

뒤로

텍스트 텍스트/사진

사진 인쇄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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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른쪽 스크롤 증가 
버튼

오른쪽 스크롤 증가 버튼을 누르면 값이 그 다음으로 큰 값으로 증가됩
니다.

왼쪽 화살표 버튼 왼쪽 화살표 버튼을 누르면 왼쪽으로 이동하면서 다음이 실행됩니다.

• 그림에서 작은 값으로 이동합니다.
• 왼쪽의 텍스트 필드 전체가 표시됩니다.

오른쪽 화살표 버튼 오른쪽 화살표 버튼을 누르면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다음이 실행됩
니다.

• 그림에서 큰 값으로 이동합니다.
• 오른쪽의 텍스트 필드 전체가 표시됩니다.

ADF 스캔

평판 스캔

회색 탐색 표시줄의 이 두 버튼은 스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음을 의미합
니다. 사용자가 ADF와 평판 중 어느 것에서 스캔할지 선택합니다.

전송 녹색 버튼은 선택 항목임을 의미합니다. 메뉴 항목 내에서 다른 값을 누
른 경우 저장을 해야 현재 사용자 기본 설정이 됩니다. 현재 값을 새로
운 사용자 기본 설정으로 저장하려면 전송을 누르십시오.

뒤로 뒤로 버튼이 이 모양일 때는 현재 화면이 마지막 화면이며 이전으로 돌
아가는 것만 가능합니다. 탐색 표시줄에서 선택을 변경한 경우에도 화
면이 닫힙니다.

예를 들어 터치 스크린 예제 1번은 스캔에 해 모든 설정이 선택된 상
태입니다. 앞의 녹색 버튼 중에서 하나만 누르면 됩니다. 그 외에 누를 
수 있는 버튼은 뒤로뿐입니다. 이 때 뒤로를 누르면 이전 화면으로 돌아
가고 터치 스크린 예제 1번의 스캔 작업 설정이 모두 취소됩니다.

뒤로 뒤로 버튼이 이 모양일 때는 현재 화면에서 앞뒤 이동이 모두 가능합니
다. 따라서 현재 화면에서 뒤로 이외에 다른 옵션도 있습니다.

버튼 버튼 이름 기능 또는 설명

ADF
스캔

평판 
스캔

전송

뒤로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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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치 스크린 예제 2번

터치 스크린 버튼 설명

버튼 버튼 이름 기능 또는 설명

아래 화살표 아래 화살표를 누르면 목록(메뉴 항목 목록 또는 값 목록)에서 
아래 항목으로 이동합니다. 목록이 짧은 경우 아래 화살표가 
화면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목록이 길어 한 화면에 전체가 표
시되지 않을 때만 나타납니다. 목록 마지막 화면에서는 아래 
화살표가 회색으로 표시되어 현재 화면이 목록 맨 끝이어서 비
활성화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위 화살표 위 화살표를 누르면 목록(메뉴 항목 목록 또는 값 목록)에서 위 
항목으로 이동합니다. 긴 목록의 첫 번째 화면에서는 위 화살표
가 회색으로 표시되어 비활성화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목록의 
나머지 항목을 표시하는 두 번째 화면부터는 위 화살표가 파란
색으로 표시되어 활성화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선택되지 않음 라디오 버튼 선택되지 않음 라디오 버튼입니다.

알 수 없는 용지 크기. 복사 원본:

레터(8.5 x 11 인치)

리갈(8.5 x 14 인치)

Executive(7.25 x 10.5 인치)

계속작업 
취소

A4(210 x 297 mm)

전지(8. 5 x 13 인치)

대차표(5.5 x 8.5 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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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터치 스크린 버튼

선택됨 라디오 버튼 선택됨 라디오 버튼입니다. 라디오 버튼을 눌러 항목을 선택합
니다. 라디오 버튼을 선택할 경우 색이 바뀌어 선택되었음을 
알려줍니다. 터치 스크린 예제 2번에서는 용지 크기로 레터만 
선택되었습니다.

작업 취소 작업 취소를 참조하십시오.

계속 어떤 화면에서 메뉴 항목이나 값을 선택한 후 원래 화면에서 
다른 항목도 추가로 변경하려는 경우 계속을 누릅니다. 계속을 
누르면 원래 화면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홈 화면에서 복사를 누르면 터치 스크린 예제 1번 
같은 복사 화면이 나타납니다. 다음은 계속 버튼을 눌렀을 때
의 결과를 보여주는 예제입니다.

1 복사 대상 옆의 선택 버튼을 누릅니다. 새 화면이 나타납
니다.

2 MP 급지장치를 누릅니다. 새 화면이 나타납니다.

3 리갈을 누릅니다. 새 화면이 나타납니다.

4 다음을 누릅니다. 새 화면이 나타납니다.

5 인쇄 용지 종류로 일반 용지를 누릅니다.

6 계속을 누릅니다. 복사 화면이 복사 상 이외의 설정도 선
택할 수 있는 상태로 나타납니다. 복사 상 이외에 복사 화
면에서 선택할 수 있는 설정에는 양면, 배율, 명암, 한 부씩 
인쇄, 매수가 있습니다.

계속을 누르면 원래 화면으로 돌아가 다른 설정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 후에 복사 버튼을 눌러 인쇄를 시작합니다.

버튼 버튼 이름 기능 또는 설명

사용자 정의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사용자 정의 버튼을 만들 때 사용
합니다.

취소 작업 또는 선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 취소를 누릅니다.

현재 화면에서 나와 이전 화면으로 돌아가려는 경우에 
취소를 누릅니다.

버튼 버튼 이름 기능 또는 설명

작업 
취소

계속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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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이 버튼을 눌러 메뉴를 선택합니다. 다음 화면에 메뉴 항
목이 나타납니다.

이 버튼을 눌러 메뉴 항목을 선택합니다. 다음 화면에 값
이 나타납니다.

완료 작업 완료를 지정합니다. 예를 들어 원본 문서를 스캔할 
때 마지막 페이지가 스캔되었으며 스캔 인쇄가 시작됨
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뒤로 뒤로 버튼을 누르면 이전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이 버튼
을 누른 화면의 설정은 저장되지 않습니다. 뒤로 버튼은 
홈 화면을 제외한 모든 메뉴 화면에 나타납니다.

홈 홈 버튼을 누르면 홈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홈 버튼은 홈 
화면을 제외한 모든 화면에 나타납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 화면과 홈 화면 버튼을 참조하십시오.

회색으로 비활성화된 버튼 이 버튼과 그 위의 글자도 모두 흐리게 나타납니다. 이는 
해당 버튼이 비활성화되었거나 현재 화면에서 사용할 
수 없음을 나타냅니다. 이전 화면에서는 활성화 상태였
지만 이전 화면에서 설정이 선택되어 현재 화면에서는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가 부분입니다.

회색 버튼 이 버튼을 누르면 이 버튼에 나타난 작업이 선택됩니다.

버튼 버튼 이름 기능 또는 설명

완료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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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기능 기능 이름 설명

메뉴  설정  
복사 설정  매수

메뉴 경로 표시 줄 모든 메뉴 화면의 맨 위에 이러한 줄이 있습니다. 이 기능
은 경로 표시의 기능을 합니다. 이로써 메뉴 내에서 정확
한 위치를 알 수 있습니다. 밑줄 친 단어를 누르면 해당 메
뉴 또는 메뉴 항목으로 이동됩니다. 매수의 경우 현재 화
면이기 때문에 밑줄이 없습니다.

매수 화면에서 매수를 설정 및 저장하기 전에 이 기능을 
사용하면 선택한 내용이 저장되지 않고 따라서 사용자 기
본 설정이 되지 않습니다. 

주의 메시지 알림 복사, 팩스 등의 기능을 종료하는 주의 메시지가 발생하면 
홈 화면에서 해당 기능 버튼 위에 깜박이는 빨간색 느낌표
가 나타납니다. 이 기능은 현재 주의 메시지가 있음을 알
려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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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

다양한 메뉴를 사용하여 간편하게 MFP 설정을 변경하거나 보고서를 인쇄할 수 있습니다. 메뉴 및 설정에 액세스하려면 홈 
화면 오른쪽 아래 모서리에서 메뉴 버튼을 누르십시오.

선택 및 저장한 값이나 설정은 MFP 메모리에 저장됩니다. 저장된 설정은 새 설정이 저장되거나 출하 초기값이 복원될 때까
지 활성화됩니다.

참고: 응용 프로그램에서 선택한 팩스, 스캔, 이메일, 복사, 인쇄 설정이 제어판에서 선택한 설정에 우선할 
수 있습니다.

아래 도표는 터치 스크린 메뉴 인덱스, 메뉴 및 각 메뉴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항목을 나타낸 내용입니다. 메뉴 및 메뉴 항목에 
한 자세한 내용은 소프트웨어 및 설명서 CD에서 메뉴 및 메시지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용지 메뉴

보고서

네트워크/포트

설정

단축 번호 관리

터치 스크린 조정

뒤로?

용지 메뉴
기본 소스
용지 크기/종류
MP 구성
용 크기

용지 질감
용지 무게
현재 용지
사용자 정의 종류
사용자 정의 이름
사용자 정의 용지함 
이름
일반 설정
용지함 설정

설정
일반 설정
복사 설정
팩스 설정
이메일 설정
FTP 설정
인쇄 설정
보안
일자 및 시간 설정

보고서
메뉴 설정 페이지
장치 통계
네트워크 설정 페이지
단축 번호 목록
팩스 작업 로그
팩스 통화 로그
이메일 단축 번호
팩스 단축 번호
FTP 단축 번호
프로파일 목록
NetWare 설정 페이지
글꼴 인쇄
디렉토리 인쇄

네트워크 / 포트
TCP/IP　
IPv6　
이메일 서버 설정
주소록 설정
무선
표준 네트워크
네크워크 <x>
표준 USB
USB <x>　
표준 병렬
병렬 <x>
표준 직렬
직렬 [x]
NetWare　
AppleTalk　
LexLink　

도움말
모든 설명서 인쇄
복사 설명서
이메일 설명서
팩스 설명서
FTP 설명서
정보 설명서
인쇄 결함 설명서
소모품 설명서

단축 번호 관리
팩스 단축 번호 관리
이메일 단축 번호 관리
FTP 단축 번호 관리
프로파일 단축 번호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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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이 장 또는 다른 장에 실려 있는 복사 관련 항목입니다.

고속 복사

1 ADF에는 원본 문서의 인쇄면이 위로, 평판에는 인쇄면이 아래로 향하게 해서 놓습니다.

ADF의 경우 용지 가이드를 조정하십시오.

2 숫자판에서 시작을 누릅니다.

• LDSS 프로파일이 설치된 경우 고속 복사를 하려고 하면 오류 메시지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고속 복사를 하는 방법은 시스템 지원 관리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여러 페이지 복사

1 ADF에는 원본 문서의 인쇄면이 위로, 평판에는 인쇄면이 아래로 향하게 해서 놓습니다.

ADF의 경우 용지 가이드를 조정하십시오.

2 홈 화면에서 복사를 누르거나 숫자판에서 복사 매수를 지정합니다.

복사를 누르거나 매수를 입력하면 터치 스크린이 자동으로 복사 설정 메뉴로 바뀝니다.

3 복사 옵션을 필요에 맞게 변경합니다.

4 복사를 누릅니다.

고속 복사 확대 및 축소 복사

여러 페이지 복사 복사 품질 조정

평판 사용 한 부씩 인쇄 옵션 설정

복사 화면과 옵션 사본 사이에 구분자 시트 넣기

다른 크기의 용지로 복사 용지 절약 옵션 설정

투명 용지에 복사 모든 페이지 상단에 날짜와 시간 넣기

레터헤드에 복사 모든 페이지에 배치 메시지 넣기

사진 복사 사용자 정의 작업(작업 구성) 만들기

선택한 용지함의 용지에 복사 복사 작업 취소

여러 크기의 용지 복사 복사 요령

양면 옵션 설정 복사 품질 문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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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판 사용

평판을 사용하여 복사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문서 덮개를 엽니다.

2 문서의 인쇄면이 아래로 향하게 해서 평판 위에 놓습니다.

3 문서 덮개를 닫습니다.

4 홈 화면에서 복사를 누르거나 숫자판에서 실행을 누릅니다.

복사를 누르면 5 단계로 이동합니다.

시작을 누르면 8 단계로 이동합니다.

5 매수를 설정합니다.

6 복사 옵션을 필요에 맞게 변경합니다.

7 복사를 누릅니다.

8 스캔할 페이지가 더 있으면 다음 스캔을, 없으면 작업 완료를 누릅니다.

작업 완료를 누르면 복사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9 모두 완료했으면 홈을 누릅니다.

복사 화면과 옵션

복사 원본—이 버튼을 누르면 복사할 원본 문서의 크기를 입력하는 화면이 열립니다.

• 이후에 나타나는 화면에서 원하는 용지 크기 아이콘을 누르면 선택이 완료되면서 복사 옵션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 원본 크기를 혼합 크기로 설정하면 여러 가지 크기의 원본 문서를 스캔할 수 있습니다. 선택된 출력 용지 크기에 맞
게 원본의 배율이 자동으로 조정됩니다.

복사 대상—이 버튼을 누르면 복사할 상이 되는 용지의 크기와 종류를 입력하는 화면이 열립니다.

• 이후에 나타나는 화면에서 원하는 용지 크기 아이콘을 누르면 선택이 완료되면서 복사 옵션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 복사 원본과 복사 상의 크기 설정이 서로 다른 경우 배율 설정이 자동으로 조정되어 크기 차이가 조절됩니다.

• MFP 용지함에 넣을 수 없는 특별한 종류나 크기의 용지에 복사하려는 경우에는 MP 급지장치를 선택한 후 이 급지
장치에서 수동으로 급지할 수 있습니다.

• 자동 일치 사용 시 원본 문서의 크기는 복사 원본 상자 설정과 자동으로 일치됩니다. 아무 용지함에도 일치하는 크
기의 용지가 들어 있지 않은 경우 복사 배율이 실제 용지함에 들어 있는 용지에 맞게 자동으로 조정됩니다.

배율—이 버튼을 누르면 복사본이 25% ~ 400% 사이에서 비례에 맞게 배율 조정됩니다. 배율을 자동으로 설정할 수도 있습
니다.

• 특정 크기에서 다른 크기로 복사할 때(예: 리갈 크기에서 레터 크기로) 복사 원본과 복사 상에서 용지 크기를 설정
하면 원본 문서의 내용이 빠짐없이 복사되도록 자동으로 배율이 바뀝니다.

• 왼쪽 화살표를 누르면 값이 1%씩 감소되고 오른쪽 화살표를 누르면 1%씩 증가됩니다.

• 화살표를 길게 누르면 값이 연속으로 증가/감소합니다.

• 화살표를 2초간 누르면 값이 증가/감소하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명암—원본보다 밝게 또는 어둡게 복사하려는 경우 이 옵션으로 조정합니다.

인쇄된 이미지—레이저 프린터로 인쇄된 페이지나 잡지, 신문 페이지와 같은 반색조 사진 또는 그림을 복사합니다. 원본 문
서에 문자, 도면 또는 기타 그래픽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인쇄된 이미지가 꺼진 상태로 사용하십시오.

인쇄면(양면)—1면 또는 2면에 복사, 2면 원본을 2면으로(양면) 복사, 1면 원본을 2면으로 복사, 2면 원본을 1면으로(단면) 
복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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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부씩 인쇄—한 문서를 여러 장씩 인쇄할 때 페이지가 순서 로 쌓이도록 한 부씩 인쇄합니다. 한 부씩 인쇄의 기본 설정은 
켜짐입니다. 이 때는 복사된 페이지가 (1,2,3) (1,2,3) (1,2,3)의 순서가 됩니다. 동일한 페이지 복사본끼리 함께 취합하려는 경
우에는 한 부씩 복사를 끄십시오. 그러면 복사본이 (1,1,1) (2,2,2) (3,3,3)의 순서가 됩니다.

옵션—이 버튼을 누르면 용지 절약, 고급 이미징, 구분자 시트, 여백 이동, 가장자리 지우기, 날짜/시간 스탬프, 배치, 내용, 고
급 양면 설정을 변경하는 화면이 열립니다.

• 용지 절약—원본 문서 두 페이지 이상을 한 페이지에 인쇄합니다. 용지 절약은 다면 인쇄라고도 합니다. 2 면, 4 면
과 같은 식으로 나타냅니다. 2 면은 원본 두 페이지를 한 페이지에 인쇄하는 것이고 4 면은 원본 네 페이지를 한 페
이지에 인쇄하는 것입니다. 복사할 때 원본 문서 둘레의 경계선을 넣을지 여부를 페이지 테두리 인쇄를 눌러 지정
할 수 있습니다.

• 소책자 만들기—페이지 순서를 맞춰서 차례로 인쇄하되, 인쇄물을 반으로 접으면 크기는 원본 문서 크기의 반이고 
페이지는 순서 로 맞춰진 소책자가 만들어지도록 합니다.

참고: 소책자 만들기를 사용하려면 MFP에 양면 장치를 연결해야 합니다.

• 고급 이미징—복사하기 전에 배경 제거, 비, 음영 세부 묘사를 조정합니다.

• 사용자 정의 작업(작업 구성)—여러 스캔 작업을 한 작업으로 결합합니다.

• 사용자 정의 작업은 모델에 따라 지원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 구분자 시트—한 장 복사할 때마다 빈 용지를 넣습니다. 현재 복사 중인 용지와 다른 색상과 종류의 용지를 사용하
여(다른 출력함에서 급지) 구분자 시트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여백 이동—여백 크기를 지정한 공간으로 늘립니다. 복사물에 바인딩 또는 홀 펀치를 할 공간을 마련할 때 유용하
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증가 또는 감소 화살표로 원하는 여백 크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여백을 너무 많이 
만들면 복사될 때 내용이 잘릴 수 있습니다.

• 가장자리 지우기—원본 문서 가장자리의 지저분한 부분이나 불필요한 정보를 지웁니다. 용지의 네 면에서 특정 영
역을 지우거나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장자리 지우기를 사용하면 선택한 영역의 내용이 지워지고 출력물에서 이 부
분에 아무것도 인쇄되지 않습니다.

• 날짜/시간 스탬프—날짜/시간 스탬프를 켜면 모든 페이지의 상단에 날짜와 시간이 인쇄됩니다.

• 오버레이—배경무늬(또는 메시지)가 내용과 겹쳐지게 인쇄됩니다. 긴급, 기밀, 사본, 초안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
다. 선택한 단어가 모든 페이지에 흐리고 큰 글자로 비스듬하게 나타납니다.

참고: 시스템 관리자는 사용자 정의 오버레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메시지의 아이콘이 생성되
어 일반 사용자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내용—복사 품질을 높입니다. 원본 문서가 주로 글자나 선 그림이면 텍스트를 선택합니다. 원본 문서에 글자와 그
래픽 또는 사진이 혼합되어 있으면 텍스트/사진을 선택합니다. 원본 문서가 고화질 사진 또는 잉크젯 인쇄물이면 
사진을 선택합니다. 레이저 프린터로 인쇄된 페이지나 잡지, 신문 페이지와 같은 반색조 사진 또는 그림을 복사할 
때는 인쇄된 이미지를 선택합니다.

• 고급 양면—원본 문서의 면수와 방향, 원본 문서의 바인딩 위치(긴 가장자리 아니면 짧은 가장자리)를 설정합니다.

다른 크기의 용지로 복사

1 ADF에 원본 문서의 인쇄면을 위로 해서 넣습니다. 크기별 용지 넣는 방법은 ADF에 라벨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2 용지 가이드를 조정합니다.

3 홈 화면에서 복사를 누릅니다.

4 복사 원본:을 누르고 원본 문서의 크기를 입력합니다.

리갈을 예로 들어봅니다.

5 복사 대상:을 누르고 복사할 크기를 선택합니다.

참고: "복사 원본"과 다른 크기의 용지를 선택하면 MFP에서 크기를 자동으로 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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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복사를 누릅니다.

투명 용지에 복사

1 ADF에 원본 문서의 인쇄면을 위로 해서 넣습니다. 크기별 용지 넣는 방법은 ADF에 라벨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2 용지 가이드를 조정합니다.

3 홈 화면에서 복사를 누릅니다.

4 복사 원본:을 누르고 원본 문서의 크기를 입력합니다.

5 복사 대상:을 누르고 투명 용지가 들어 있는 용지함을 누릅니다.

참고: 옵션에 투명 용지가 없는 경우 시스템 지원 관리자에게 문의하십시오.

6 복사를 누릅니다.

레터헤드에 복사

1 ADF에 원본 문서의 인쇄면을 위로 해서 넣습니다. 크기별 용지 넣는 방법은 ADF에 라벨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2 용지 가이드를 조정합니다.

3 홈 화면에서 복사를 누릅니다.

4 복사 원본:을 누르고 원본 문서의 크기를 입력합니다.

5 복사 대상:을 누르고 레터헤드가 들어 있는 용지함을 누릅니다.

참고: 옵션에 레터헤드가 없는 경우 시스템 지원 관리자에게 문의하십시오.

6 복사를 누릅니다.

사진 복사

1 문서 덮개를 엽니다.

2 사진의 인쇄면이 아래로 향하게 해서 평판 위에 놓습니다.

3 홈 화면에서 복사를 누릅니다.

4 옵션을 누릅니다.

5 내용을 누릅니다.

6 사진을 누릅니다.

7 복사를 누릅니다.

8 다음 스캔 또는 완료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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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한 용지함의 용지에 복사

복사 과정 중에 원하는 용지 종류가 들어 있는 입력 용지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용도 급지장치에 특수 용지
가 들어 있고 이 용지에 복사하려는 경우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ADF에 원본 문서의 인쇄면을 위로 해서 넣습니다. 크기별 용지 넣는 방법은 ADF에 라벨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2 용지 가이드를 조정합니다.

3 홈 화면에서 복사를 누릅니다.

4 복사 원본:을 누르고 원본 문서의 크기를 입력합니다.

5 복사 대상:을 누르고 다용도 급지장치 또는 원하는 용지 종류가 들어 있는 용지함을 누릅니다.

6 복사를 누릅니다.

여러 크기의 용지 복사

여러 가지 크기로 구성된 원본 문서를 ADF에 놓고 복사할 수 있습니다. 용지함에 어떤 크기의 용지가 들어 있는지에 따라 한 
가지 용지에 인쇄되거나 용지함의 용지에 맞게 원본 문서의 배율이 조정됩니다.

예제 1: 현재 MFP에 두 개의 용지함이 있으며 하나는 레터, 하나는 리갈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레터 크기 페이지와 리갈 
크기 페이지가 혼합된 문서를 복사하려고 합니다.

1 ADF에 원본 문서의 인쇄면을 위로 해서 넣습니다. 크기별 용지 넣는 방법은 ADF에 라벨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2 용지 가이드를 조정합니다.

3 홈 화면에서 복사를 누릅니다.

4 복사 원본을 누르고 혼합 크기를 누릅니다.

5 복사 대상을 누르고 자동 크기 일치를 누릅니다.

6 복사를 누릅니다.

그러면 스캐너에서 스캔할 때 페이지 크기의 차이를 인식해서 올바른 크기의 용지에 인쇄합니다.

예제 2: 현재 MFP에 용지함이 하나 있으며 레터 크기 용지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레터 크기 페이지와 리갈 크기 페이지가 
혼합된 문서를 복사하려고 합니다.

1 ADF에 원본 문서의 인쇄면을 위로 해서 넣습니다. 크기별 용지 넣는 방법은 ADF에 라벨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2 용지 가이드를 조정합니다.

3 홈 화면에서 복사를 누릅니다.

4 복사 원본을 누르고 혼합 크기를 누릅니다.

5 복사를 누릅니다.

그러면 스캐너에서 스캔할 때 페이지 크기의 차이를 인식해서 리갈 크기 페이지를 레터 크기에 맞게 배율을 조정한 
후 인쇄합니다.

양면 옵션 설정

1 ADF에 원본 문서의 인쇄면을 위로 해서 넣습니다. 크기별 용지 넣는 방법은 ADF에 라벨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2 용지 가이드를 조정합니다.

3 홈 화면에서 복사를 누릅니다.



확  및 축소 복사
29

복사

4 원하는 양면 인쇄 방법에 맞게 버튼을 누릅니다.

첫 번째 숫자는 원본 문서의 면을 나타내고 두 번째 숫자는 복사본의 면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원본 문서는 단면인데 복사는 양면으로 할 경우 1 --> 2면을 선택합니다.

5 복사를 누릅니다.

확대 및 축소 복사

원본 문서 크기의 25%까지 축소하거나 400%까지 확 하여 복사할 수 있습니다. 배율의 기본값은 자동입니다. 배율을 자동 
그 로 사용할 경우 원본 문서의 내용이 현재 복사하려는 용지 크기에 맞게 배율 조정됩니다.

확  또는 축소 복사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ADF에 원본 문서의 인쇄면을 위로 해서 넣습니다. 크기별 용지 넣는 방법은 ADF에 라벨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2 용지 가이드를 조정합니다.

3 홈 화면에서 복사를 누릅니다.

4 배율에서 + 또는 –를 눌러 확  또는 축소합니다.

참고: 배율을 수동으로 설정한 후에 복사 대상 또는 복사 원본을 누르면 배율 값이 자동으로 돌아갑니다.

5 복사를 누릅니다.

복사 품질 조정

1 ADF에 원본 문서의 인쇄면을 위로 해서 넣습니다. 크기별 용지 넣는 방법은 ADF에 라벨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2 용지 가이드를 조정합니다.

3 홈 화면에서 복사를 누릅니다.

4 옵션을 누릅니다.

5 내용을 누릅니다.

6 복사 상에 가장 근접하는 아이콘을 누릅니다(텍스트, 텍스트/사진, 사진, 인쇄된 이미지 중 하나).

• 텍스트—원본 문서가 주로 글자나 선 그림일 때 사용합니다.
• 텍스트/사진—원본 문서에 글자와 그래픽 또는 사진이 혼합되어 있을 때 사용합니다. 
• 사진—원본 문서가 고화질 사진 또는 잉크젯 인쇄물일 때 사용합니다. 
• 인쇄된 이미지—레이저 프린터로 인쇄된 문서나 잡지, 신문 페이지와 같은 반색조 사진 또는 그림을 복사할 때 
사용합니다.

7 복사를 누릅니다.

한 부씩 인쇄 옵션 설정

한 부씩 복사하려는 경우 한부씩 인쇄가 기본값이므로 현재 설정을 변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 세 페이지를 두 장씩 복사할 경우 1 페이지, 2 페이지, 3 페이지, 1 페이지, 2 페이지, 3 페이지의 순서로 
복사됩니다.

한 부씩 복사하지 않으려면 설정을 변경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세 페이지를 두 장씩 복사하면 1 페이지, 1 페이지, 2 페이지, 2 페이지, 3 페이지, 3 페이지의 순서로 복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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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부씩 인쇄를 끄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ADF에 원본 문서의 인쇄면을 위로 해서 넣습니다. 크기별 용지 넣는 방법은 ADF에 라벨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2 용지 가이드를 조정합니다.

3 홈 화면에서 복사를 누릅니다.

4 숫자판에서 원하는 매수를 입력합니다.

5 한 부씩 인쇄하지 않으려는 경우 꺼짐을 누릅니다.

6 복사를 누릅니다.

사본 사이에 구분자 시트 넣기

1 ADF에 원본 문서의 인쇄면을 위로 해서 넣습니다. 크기별 용지 넣는 방법은 ADF에 라벨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2 용지 가이드를 조정합니다.

3 홈 화면에서 복사를 누릅니다.

4 옵션을 누릅니다.

5 구분자 시트를 누릅니다.

참고: 한부씩 인쇄가 켜져 있어야 사본 사이에 구분자 시트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한부씩 인쇄가 꺼져 있으
면 작업 전체가 인쇄된 후에 구분자 시트가 삽입됩니다.

6 복사를 누릅니다.

용지 절약 옵션 설정

1 ADF에 원본 문서의 인쇄면을 위로 해서 넣습니다. 크기별 용지 넣는 방법은 ADF에 라벨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2 용지 가이드를 조정합니다.

3 홈 화면에서 복사를 누릅니다.

4 양면 인쇄에 한 설정을 선택합니다.

5 옵션을 누릅니다.

6 용지 절약을 누릅니다 

7 원하는 출력 방법을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 세로 방향 원본 문서 4장을 용지 한 장의 동일한 면에 복사하려는 경우 1면에 4개 세로를 누릅니다.

8 복사본 페이지 주변에 경계선이 인쇄되도록 하려면 페이지 경계선 인쇄를 누릅니다.

9 복사를 누릅니다.

모든 페이지 상단에 날짜와 시간 넣기

1 ADF에 원본 문서의 인쇄면을 위로 해서 넣습니다. 크기별 용지 넣는 방법은 ADF에 라벨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2 용지 가이드를 조정합니다.

3 홈 화면에서 복사를 누릅니다.

4 옵션을 누릅니다.

5 날짜/시간 스탬프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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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켜짐을 누릅니다.

7 완료를 누릅니다.

8 복사를 누릅니다.

모든 페이지에 배치 메시지 넣기

모든 페이지에 배치 메시지를 넣을 수 있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메시지에는 긴급, 기밀, 사본, 초안이 있습니다. 복사본에 메
시지를 넣으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ADF에 원본 문서의 인쇄면을 위로 해서 넣습니다. 크기별 용지 넣는 방법은 ADF에 라벨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2 용지 가이드를 조정합니다.

3 홈 화면에서 복사를 누릅니다.

4 옵션을 누릅니다.

5 사용할 배치의 버튼을 누릅니다.

6 완료를 누릅니다.

7 복사를 누릅니다.

사용자 정의 작업(작업 구성) 만들기

사용자 정의 작업 또는 작업 구성은 하나 이상의 원본 문서 세트를 한 복사 작업으로 결합하는 기능입니다. 원본 문서 세트마
다 각각 다른 작업 매개변수로 스캔할 수도 있습니다. 사용자 정의 작업이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복사 작업을 전송하면 
첫 번째 원본 문서 세트를 입력된 매개변수로 스캔하고, 그 다음 문서 세트는 동일한 매개변수 또는 다른 매개변수로 스캔합
니다.

세트의 정의는 다음과 같이 스캔 소스에 따라 다릅니다.

• 평판의 경우 한 페이지가 한 세트입니다.

• ADF의 경우 ADF가 모두 소모될 때까지 스캔한 모든 페이지가 한 세트입니다.

• ADF에 한 페이지를 넣은 경우 한 페이지가 한 세트입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1 ADF에 원본 문서의 인쇄면을 위로 해서 넣습니다. 크기별 용지 넣는 방법은 ADF에 라벨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2 용지 가이드를 조정합니다.

3 홈 화면에서 복사를 누릅니다.

4 옵션을 누릅니다.

5 사용자 정의 작업을 누릅니다.

6 켜짐을 누릅니다.

7 완료를 누릅니다.

8 복사를 누릅니다.

세트 끝까지 다 복사하면 "다음 페이지 스캔" 화면이 나타납니다. 다음 페이지 스캔 또는 완료를 누릅니다. 사용자 정의 작업 
또는 작업 구성 설정에 한 자세한 내용은 소프트웨어 및 설명서 CD에서 메뉴 및 메시지 설명서 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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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사 작업 취소

문서가 ADF에 있는 경우

ADF에서 문서 처리를 시작하면 스캔 중인 화면이 표시됩니다. 이 때 터치 스크린에서 작업 취소를 누르면 복사 작업이 취소
됩니다.

작업 취소를 누르면 스캔 중인 작업 전체가 취소됩니다. 그리고 스캔 중 화면은 "스캔 작업 취소 중" 화면으로 바뀝
니다. 스캔이 이미 시작된 페이지는 취소되고 ADF에 있던 페이지는 그 로 남습니다.

평판으로 복사 중인 경우

복사 중에 "다음 페이지 스캔" 화면이 나타납니다. 복사 작업을 취소하려면 터치 스크린에서 작업 취소를 누릅니다.

작업 취소를 누르면 스캔된 작업 전체가 취소됩니다. 그리고 스캔 중 화면은 "스캔 작업 취소 중" 화면으로 바뀝니다. 
작업이 모두 삭제되면 터치 스크린에 복사 화면이 표시됩니다.

페이지가 인쇄 중인 경우

인쇄 작업을 취소하려면 터치 스크린에서 작업 취소를 누르거나 숫자판에서 취소를 누릅니다.

작업 취소 또는 숫자판의 취소를 누르면 나머지 인쇄 작업이 취소됩니다. 작업이 모두 삭제되면 터치 스크린에 홈 
화면이 표시됩니다.

복사 요령

다음은 MFP 복사 품질을 높일 수 있는 요령입니다. 자세한 내용 또는 복사 문제 해결 방법에 해서는 복사 품질 문제 해결
을 참조하십시오.

질문 요령

텍스트 모드는 언제 써야 합니까? • 복사하는 주된 목적이 원본 문서의 텍스트이고 이미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경우
에 텍스트 모드를 사용하십시오.

• 텍스트 모드는 텍스트나 미세한 선 그림만 있는 영수증, 사본 양식, 문서 등에 아주 
적합합니다.

텍스트/사진 모드는 언제 사용해
야 합니까?

• 텍스트와 그래픽이 혼합되어 있는 문서를 복사할 경우 텍스트/사진 모드를 사용하
십시오.

• 텍스트/사진 모드는 잡지 기사, 사무 그래픽, 브로셔 등에 매우 적합합니다.

인쇄된 이미지 모드는 언제 사용
해야 합니까?

레이저 프린터로 인쇄한 문서나 잡지, 신문 페이지와 같은 반색조 사진 또는 그림을 복사
할 경우 인쇄된 이미지 모드를 사용하십시오.

사진 모드는 언제 사용해야 합
니까?

원본 문서가 고화질 사진 또는 잉크젯 인쇄물을 복사할 경우 사진 모드를 사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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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MFP에는 스캔한 문서를 한 명 이상의 수신자에게 이메일로 보내는 기능이 있습니다.

MFP에서 이메일을 보내는 방법에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메일 주소 입력, 단축 번호 사용, 주소록 사용, 프로파일 사용의 
네 가지가 있습니다. 웹 페이지의 구성 탭의 목적지 관리 링크에서 영구 이메일 수신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지침은 다음에서 확인하십시오.

이메일 주소 입력

1 ADF에는 인쇄면이 위로, 평판에는 인쇄면이 아래로 향하게 원본 문서를 놓습니다.

ADF 사용 시 용지 가이드를 조정하십시오.

2 홈 화면에서 이메일을 누릅니다.

3 수신인의 주소를 입력합니다.

다른 수신인도 입력하려면 다음을 누르고 주소 또는 단축 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4 이메일 보내기를 누릅니다.

단축 번호 사용

1 ADF에는 인쇄면이 위로, 평판에는 인쇄면이 아래로 향하게 원본 문서를 놓습니다.

ADF 사용 시 용지 가이드를 조정하십시오.

2 홈 화면에서 이메일을 누릅니다.

이메일 주소 입력

단축 번호 사용

주소록 사용

프로파일에 이메일 보내기

이메일 제목 및 메시지 입력

출력 파일 유형 변경

컬러 문서를 이메일로 보내기

이메일 단축 번호 만들기

이메일 프로파일 만들기

이메일 취소

이메일 옵션

이메일 서버 설정

주소록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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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를 누르고 수신인의 단축 번호를 입력합니다.

계속해서 다른 수신인을 입력하려면 다음을 누르고 단축 번호 또는 주소를 입력합니다.

4 이메일 보내기를 누릅니다.

주소록 사용

1 ADF에는 인쇄면이 위로, 평판에는 인쇄면이 아래로 향하게 원본 문서를 놓습니다.

ADF 사용 시 용지 가이드를 조정하십시오.

2 홈 화면에서 이메일을 누릅니다.

3 주소록 검색을 누릅니다.

4 검색할 이름의 전체 또는 일부를 입력하고 검색을 누릅니다.

5 수신: 필드에 추가할 이름을 누릅니다.

계속해서 다른 수신인을 입력하려면 다음을 누르고 주소 또는 단축 번호를 입력하거나 주소록을 검색합니다.

6 이메일 보내기를 누릅니다.

프로파일에 이메일 보내기

1 ADF에는 인쇄면이 위로, 평판에는 인쇄면이 아래로 향하게 원본 문서를 놓습니다.

ADF 사용 시 용지 가이드를 조정하십시오.

2 홈 화면에서 보류 작업을 누릅니다.

3 프로파일을 누릅니다.

4 프로파일 목록에서 이메일 수신지를 선택합니다.

5 이메일 보내기를 누릅니다.

이메일 제목 및 메시지 입력

1 ADF에는 인쇄면이 위로, 평판에는 인쇄면이 아래로 향하게 원본 문서를 놓습니다.

ADF 사용 시 용지 가이드를 조정하십시오.

2 홈 화면에서 이메일을 누릅니다.

3 옵션을 누릅니다.

4 제목을 누릅니다.

5 이메일 제목을 입력합니다.

6 완료를 누릅니다.

7 메시지를 입력합니다.

8 이메일 메시지를 입력합니다.

9 완료를 누릅니다.

10 이메일 보내기를 누릅니다.



출력 파일 유형 변경
35

이메일

출력 파일 유형 변경

1 ADF에는 인쇄면이 위로, 평판에는 인쇄면이 아래로 향하게 원본 문서를 놓습니다.

ADF 사용 시 용지 가이드를 조정하십시오.

2 홈 화면에서 이메일을 누릅니다.

3 이메일 주소를 입력합니다.

4 옵션을 누릅니다.

5 보낼 파일 유형에 해당하는 버튼을 누릅니다.

• PDF—이 버튼을 누르면 여러 페이지로 구성된 파일 하나가 만들어집니다. Adobe Reader로 읽을 수 있습니다. 
Adobe Reader는 Adobe 사이트 http://www.adobe.com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TIFF—이 버튼을 누르면 여러 파일 또는 한 파일이 만들어집니다. 구성 메뉴에서 다면 TIFF가 꺼져 있는 경우 
페이지 당 한 TIFF 파일로 저장됩니다. 파일 크기는 보통 JPEG로 저장한 경우보다 큽니다.

• JPEG—원본 문서의 페이지를 각각 별도의 파일로 만들어 첨부합니다. 부분의 웹 브라우저와 그래픽 프로그
램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6 이메일 보내기를 누릅니다.

컬러 문서를 이메일로 보내기

1 ADF에는 인쇄면이 위로, 평판에는 인쇄면이 아래로 향하게 원본 문서를 놓습니다.

ADF 사용 시 용지 가이드를 조정하십시오.

2 홈 화면에서 이메일을 누릅니다.

3 이메일 주소를 입력합니다.

4 옵션을 누릅니다.

5 컬러를 누릅니다.

6 이메일 보내기를 누릅니다.

이메일 단축 번호 만들기

컴퓨터에서

1 웹 브라우저의 주소줄에 MFP의 IP 주소를 입력합니다.

2 구성(왼쪽 창)을 클릭하고 목적지 관리(오른쪽 창)를 클릭합니다.

참고: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할 수 있습니다. ID와 비밀번호가 없으면 시스템 관리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3 이메일 목적지 설정을 클릭합니다.

4 수신인에 고유한 이름을 입력하고 이메일 주소를 지정합니다.

참고: 주소를 여러 개 입력하는 경우 쉼표(,)로 구분하십시오.

5 스캔 설정(형식, 내용, 컬러, 해상도)을 선택합니다.

6 단축 번호를 입력하고 추가를 클릭합니다.

입력한 단축 번호가 이미 사용 중인 경우 다른 번호를 선택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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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MFP로 가서 ADF에 원본 문서의 인쇄면이 위로 향하게 해서 넣습니다. ADF에 크기별 용지 넣는 방법이 라벨로 표
시되어 있습니다.

8 용지 가이드를 조정합니다.

9 #를 누르고 수신인의 단축 번호를 입력합니다.

10 이메일 보내기를 누릅니다.

MFP에서

1 ADF에 원본 문서의 인쇄면이 위를 향하게 해서 넣습니다. ADF에 크기별 용지 넣는 방법이 라벨로 표시되어 있습
니다.

2 용지 가이드를 조정합니다.

3 홈 화면에서 이메일을 누릅니다.

4 수신인의 이메일 주소를 입력합니다.

수신인 그룹으로 만들려면 다음 번호를 누르고 다음 수신인의 이메일 주소를 입력합니다.

5 단축 번호로 저장을 누릅니다.

6 이 단축 번호에 고유한 이름을 입력합니다.

7 단축 번호의 이름과 번호가 올바른지 확인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이름이나 번호가 올바르지 않으면 취소를 누르고 다시 입력합니다.

8 이메일 보내기를 누릅니다.

이메일 프로파일 만들기

1 웹 브라우저를 엽니다. 주소줄에 다음 형식을 사용하여 구성하려는 MFP의 IP 주소를 입력합니다. 
http://ip_address/

2 구성을 클릭합니다.

3 이메일/FTP 설정을 클릭합니다.

4 이메일 단축키 관리를 클릭합니다.

5 필드에 올바른 정보를 입력합니다.

6 추가를 클릭합니다.

이메일 취소

1 ADF를 사용하는 경우 터치 스크린에 스캔 중…이 표시되어 있을 때 취소를 누릅니다.

2 평판을 사용하는 경우 터치 스크린에 다음 페이지 스캔 / 작업 완료가 표시되어 있을 때 취소를 누릅니다.

이메일 옵션

원본 크기—이 버튼을 누르면 이메일로 보낼 문서의 크기를 입력하는 화면이 열립니다.

• 이후에 나타나는 화면에서 원하는 용지 크기 아이콘을 누르면 선택이 완료되면서 이메일 옵션 화면으로 돌아갑
니다.

• 원본 크기를 혼합 크기로 설정하면 여러 가지 크기의 원본 문서(레터 크기 페이지와 리갈 크기 페이지가 혼합된 
문서)를 스캔할 수 있습니다. 선택된 출력 용지 크기에 맞게 원본의 배율이 자동으로 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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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면(양면)—MFP에 원본 문서가 단면인지(한 면만 인쇄되어 있음) 양면인지(양면에 인쇄되어 있음) 알려 주는 옵션입니
다. 이 옵션으로 스캐너에서 이메일로 보낼 부분만 스캔할 수 있습니다.

방향—MFP에 원본 문서의 방향(세로 또는 가로)을 알려 주는 옵션입니다. 이 설정에 따라 인쇄면과 바인딩 설정이 원본 방
향에 맞게 바뀝니다.

바인딩—MFP에 원본 문서의 바인딩 위치(긴 가장자리 또는 짧은 가장자리)를 알려 주는 옵션입니다.

이메일 제목—이 버튼을 눌러 이메일 제목을 입력합니다. 255자까지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 메시지—이 버튼을 눌러 스캔 첨부 파일과 함께 보낼 메시지를 입력합니다.

해상도—이메일의 출력 화질을 조정합니다. 이미지 해상도를 높이면 이메일 파일 크기가 커지고 원본 문서 스캔에 걸리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이미지 해상도를 줄이면 이메일 파일 크기가 작아집니다.

다음으로 보내기—스캔한 이미지에 해 출력 파일 형식(PDF, TIFF, JPEG)을 설정합니다.

PDF로 출력하면 하나의 파일이 됩니다.

TIFF로 출력하면 하나의 파일이 됩니다. 구성 메뉴에서 Multi-page TIFF가 꺼져 있는 경우 페이지 당 한 TIFF 파일
로 차례로 저장됩니다.

JPEG는 페이지 당 한 파일을 저장합니다. 여러 페이지를 스캔한 경우 파일이 여러 개 생깁니다.

내용—MFP에 원본 문서의 종류를 알려 주는 옵션입니다. 텍스트, 텍스트/사진, 사진 중에서 선택합니다. 컬러는 이 세 선택 
사항과 무관하게 켜거나 끌 수 있습니다. 내용은 이메일의 화질과 크기에 영향을 미치는 옵션입니다.

텍스트—깨끗하고 흰 배경에 텍스트가 선명한 고해상도의 검은색으로 강조됩니다.

텍스트/사진—원본 문서에 글자와 그래픽 또는 사진이 혼합되어 있을 때 사용합니다.

사진—사진 설정은 스캐너가 그래픽과 사진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합니다. 이 설정은 원본 문서 색조의 동적 
범위를 그 로 재현하는 것에 중점을 둡니다. 따라서 저장되는 정보의 양이 커집니다.

컬러—이메일로 보낼 스캔 유형과 출력물을 설정합니다. 컬러 문서를 스캔하여 이메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참고: 이 MFP는 컬러 문서를 회색조로만 인쇄합니다.

고급 옵션—이 버튼을 눌러 고급 이미징, 사용자 정의 작업, 전송 로그, 스캔 미리 보기, 가장자리 지우기, 명암 설정을 변경합
니다.

고급 이미징—복사하기 전에 배경 제거, 비, 음영 세부 묘사를 조정합니다.

사용자 정의 작업(작업 구성)—여러 스캔 작업을 한 작업으로 합칩니다.

참고: 사용자 정의 작업은 모든 모델에서 지원되는 기능은 아닙니다.

전송 로그—이 버튼을 눌러 전송 로그 또는 전송 오류 로그를 인쇄합니다.

스캔 미리 보기—이 버튼을 눌러 이미지를 이메일에 첨부하기 전에 첫 번째 페이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페이
지가 스캔될 때 스캔이 잠시 중단되면서 미리 보기 이미지가 나타납니다.

참고: 스캔 미리 보기는 모든 모델에서 지원되는 기능은 아닙니다.

가장자리 지우기—원본 문서 가장자리의 지저분한 부분이나 불필요한 정보를 지웁니다. 용지 네 면에서 일정한 영
역을 지울 수도 있고 그 중 한 면만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명암—이메일로 보낼 스캔의 밝은 또는 어두운 정도를 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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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서버 설정

이메일 기능이 작동되려면 MFP 구성에서 켜져 있어야 하고 유효한 IP 주소 또는 게이트웨이 주소가 있어야 합니다. 이메일 
기능을 설정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웹 브라우저를 엽니다. 주소줄에 다음 형식을 사용하여 구성하려는 MFP의 IP 주소를 입력합니다. 
http://ip_address/

2 구성을 클릭합니다.

3 이메일/FTP 설정을 클릭합니다.

4 이메일 서버 설정을 클릭합니다.

5 필드에 올바른 정보를 입력합니다.

6 보내기를 누릅니다.

주소록 설정

1 웹 브라우저를 엽니다. 주소줄에 다음 형식을 사용하여 구성하려는 MFP의 IP 주소를 입력합니다. 
http://ip_address/

2 구성을 클릭합니다.

3 이메일/FTP 설정을 클릭합니다.

4 이메일 단축키 관리를 클릭합니다.

5 필드에 올바른 정보를 입력합니다.

6 추가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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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팩스 기능은 모든 모델에서 지원되는 기능이 아닙니다.

팩스 기능은 MFP에서 문서를 스캔해서 한 명 이상의 수신인에게 팩스로 바로 보내는 기능입니다. 팩스를 누르면 팩스 수신
지 화면이 열립니다. 여기서 팩스 번호를 입력하고 팩스 보내기를 누르면 팩스가 전송됩니다. 팩스 설정을 필요에 맞게 변경
할 수도 있습니다.

MFP 초기 설정 시 MFP를 팩스를 사용할 수 있게 구성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팩스 설정을 참조하십시오.

이 장 또는 다른 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팩스 관련 항목에 한 설명을 제공합니다.

팩스 보내기

팩스를 보낼 때 숫자판에서 번호를 입력하는 방법과 단축 번호를 사용하는 방법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숫자판을 사용해
서 팩스를 보내는 방법은 아래를 참조하고 단축 번호로 팩스를 보내는 방법은 팩스 수신지 단축 번호 사용을 참조하십시오.

1 ADF에 원본 문서의 인쇄면을 위로 향하게 해서 넣습니다. 크기별 용지 넣는 방법이 ADF에 라벨로 표시되어 있습
니다.

2 용지 가이드를 조정합니다.

3 홈 화면에서 팩스를 누릅니다.

4 터치 스크린 또는 숫자판을 이용해서 팩스 번호를 입력합니다.

다음을 누르고 수신인의 전화 번호 또는 단축 번호를 입력하거나 주소록에서 검색하여 수신인을 추가합니다. 

참고: 한 팩스 번호 내에서 다이얼을 2초간 멈추었다가 다시 걸도록 하려면 다이얼 일시중지 버튼을 누르십
시오.

팩스 수신: 상자에서 다이얼 일시중지는 쉼표로 나타납니다. 외부 회선을 먼저 다이얼해야 할 때 이 기능을 사용하
십시오.

5 팩스 보내기를 누릅니다.

팩스 보내기 명암 설정 조정

팩스 수신지 단축 번호 사용 팩스 나중에 보내기

주소록 사용 발신 팩스 취소

컴퓨터에서 팩스 보내기 팩스 요령

단축 번호 만들기 팩스 설정

팩스 옵션 팩스 품질 문제 해결

팩스 해상도 변경 팩스 로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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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 수신지 단축 번호 사용

팩스 수신지 단축 번호는 전화나 팩스의 단축 다이얼과 똑같은 기능입니다. 영구 팩스 수신지를 만들 때 단축 번호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영구 팩스 수신지 또는 단축 다이얼 번호는 웹 페이지 구성 탭에 있는 목적지 관리 링크에서 만듭니다. 단축 번
호(1–99999) 하나에 수신인 한 명 또는 여러 명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룹 팩스 수신지를 만들고 단축 번호 하나를 지정해 두
면 이 그룹 전체에 빠르고 간편하게 팩스를 보낼 수 있습니다.

1 ADF에 원본 문서의 인쇄면을 위로 해서 넣습니다. 크기별 용지 넣는 방법이 ADF에 라벨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2 용지 가이드를 조정합니다.

3 숫자판에서 #을 누르고 단축 번호를 누릅니다.

숫자판에서 #을 누르고 단축 번호를 누르거나 다음 번호를 눌러 다른 주소를 입력합니다.

단축 번호를 만드는 방법에 한 자세한 내용은 단축 번호 만들기를 참조하십시오.

4 팩스 보내기를 누릅니다.

주소록 사용

참고: 주소록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으면 시스템 지원 관리자에게 문의하십시오.

1 ADF에 원본 문서의 인쇄면을 위로 해서 넣습니다. 크기별 용지 넣는 방법이 ADF에 라벨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2 용지 가이드를 조정합니다.

3 홈 화면에서 팩스를 누릅니다.

4 주소록 검색을 누릅니다.

5 터치 스크린 키보드에서 팩스 번호를 검색할 사람의 이름을 전체 또는 일부 입력합니다(한 번에 여러 이름을 검색
할 수 없습니다).

6 입력을 누릅니다.

7 원하는 이름을 누르면 이 이름이 팩스 수신: 목록에 추가됩니다.

8 수신지를 추가하려면 수신지 각각에 해 5 ~ 6단계를 반복합니다.

9 팩스 보내기를 누릅니다.

컴퓨터에서 팩스 보내기

팩스를 컴퓨터에서 보낼 수 있으면 전자 문서를 보내기 위해 불필요하게 자리를 뜨는 일이 없어집니다. 즉, 소프트웨어 응용 
프로그램의 문서를 팩스로 바로 보내는 유연성을 가지게 됩니다.

1 소프트웨어 응용 프로그램에서 파일  인쇄를 클릭합니다.

2 인쇄 화면에서 MFP를 선택하고 속성을 클릭합니다.

참고: 컴퓨터에서 팩스 기능을 사용하려면 이 MFP용 PostScript 프린터 드라이버를 사용해야 합니다.

3 용지 탭을 선택하고 출력 형식을 팩스로 변경합니다.

4 확인을 클릭합니다. 다음 화면에서 확인을 클릭합니다.

5 팩스 화면에서 팩스 수신인의 이름과 번호를 입력합니다.

6 보내기를 클릭하여 팩스를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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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축 번호 만들기

영구 팩스 수신지를 만들고 여기에 단축 번호를 지정하면 팩스를 보낼 때마다 제어판에서 팩스 수신인의 전화 번호 전체를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축 번호 하나에 팩스 번호를 하나 또는 여러 개 넣을 수 있습니다. 단축 번호를 만드는 방법에는 
컴퓨터에서 만들기와 MFP 터치 스크린에서 만들기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컴퓨터에서

1 웹 브라우저의 주소줄에 MFP의 IP 주소를 입력합니다. IP 주소를 모르면 관리자에게 문의하십시오.

2 구성(브라우저 왼쪽 창)을 클릭하고 목적지 관리(브라우저 오른쪽 창)를 클릭합니다.

참고: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할 수 있습니다. ID와 비밀번호가 없으면 시스템 관리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3 팩스 단축 번호 설정을 클릭합니다.

4 단축 번호에 고유한 이름을 입력하고 팩스 번호를 지정합니다.

이 단축 번호에 여러 개의 팩스 번호를 지정하려면 해당하는 번호들을 입력합니다.

참고: 그룹 내에서 팩스 번호들은 세미콜론(;)으로 구분합니다.

5 단축 번호를 할당합니다.

입력한 단축 번호가 이미 사용 중인 경우 다른 번호를 선택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6 추가를 클릭합니다.

7 MFP로 가서 ADF에 원본 문서의 인쇄면을 위로 향하게 해서 넣습니다. 크기별 용지 넣는 방법이 ADF에 라벨로 표
시되어 있습니다.

8 숫자판에서 #을 누르고 단축 번호를 입력합니다.

9 팩스 보내기를 누릅니다.

MFP에서

1 ADF에 원본 문서의 인쇄면을 위로 해서 넣습니다. 크기별 용지 넣는 방법이 ADF에 라벨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2 용지 가이드를 조정합니다.

3 홈 화면에서 팩스를 누릅니다.

4 수신인의 팩스 번호를 입력합니다.

수신인 그룹으로 만들려면 다음 번호를 누르고 다음 수신인의 팩스 번호를 입력합니다.

5 단축 번호로 저장을 누릅니다.

6 이 단축 번호에 고유한 이름을 입력합니다.

7 단축 번호의 이름과 번호가 올바른지 확인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이름이나 번호가 올바르지 않으면 취소를 누르고 다시 입력합니다.

8 팩스 보내기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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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 옵션

원본 크기—이 버튼을 누르면 팩스로 보낼 문서의 크기를 선택하는 화면이 열립니다.

• 이후에 나타나는 화면에서 원하는 용지 크기 버튼을 누르면 선택이 완료되면서 팩스 옵션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 원본 크기를 혼합 크기로 설정하면 여러 가지 크기의 원본 문서(레터 크기 페이지와 리갈 크기 페이지가 혼합된 문
서)를 스캔할 수 있습니다. 선택된 출력 용지 크기에 맞게 원본의 배율이 자동으로 조정됩니다.

내용—스캔할 문서의 유형을 선택하는 옵션입니다(텍스트, 텍스트/사진, 사진에서 선택). 내용은 스캐너가 원본 문서의 정보
를 처리하는 방식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이 설정에 따라 스캔의 화질과 크기가 달라집니다.

• 이 설정에서는 깨끗하고 흰 배경에 텍스트가 선명한 고해상도의 검은색으로 강조됩니다.

텍스트/사진 설정은 원본 문서에 글자와 그래픽 또는 사진이 혼합되어 있을 때 사용합니다.

• 사진 설정은 스캐너가 그래픽과 사진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합니다. 이 설정에서는 원본 문서 색조의 동적 
범위를 그 로 재현하는 것에 중점을 둡니다. 결과적으로 저장되는 정보의 양이 커지고 전송 시간도 길어질 수 있
습니다.

인쇄면—MFP에 원본 문서가 단면인지(한 면만 인쇄되어 있음) 양면인지(양면에 인쇄되어 있음) 알려 주는 옵션입니다. 인쇄
면 옵션으로 스캐너에서 팩스로 보낼 부분만 스캔할 수 있습니다.

해상도—팩스로 보내는 문서를 얼마나 미세하게 스캔할지 설정하는 옵션입니다. 사진이나 미세 도면, 글자가 아주 작은 문
서를 팩스로 보낼 때는 해상도 설정을 높여야 합니다. 해상도를 높이면 스캔에 걸리는 시간이 길어지고 팩스 결과물의 품질
이 높아집니다. 표준은 부분의 문서에 적합합니다. 파인은 글자가 작은 문서에 권장합니다. 수퍼 파인은 세부 묘사가 미세
한 문서에 권장합니다. 울트라 파인은 사진이 있는 문서에 권장합니다.

명암—원본보다 밝게 또는 어둡게 해서 팩스로 보내려는 경우 이 옵션으로 조정합니다.

고급 옵션—이 옵션으로 보내기 예약, 고급 이미징, 사용자 정의 작업, 전송 로그, 스캔 미리 보기, 가장자리 지우기, 고급 양
면, 팩스 큐 설정에 액세스합니다.

보내기 예약—팩스를 나중에(이후의 시간 또는 날짜에) 보내도록 설정하는 옵션입니다. 팩스 설정을 마친 후 보내
기 예약을 선택합니다. 팩스를 전송할 시간과 날짜를 입력하고 완료를 누릅니다. 팩스 회선의 운영 시간이 정해져 
있어 바로 사용할 수 없거나 요금이 저렴한 시간 에 이용하려는 경우에 이 설정을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
니다.

참고: 팩스가 전송되기로 예약된 시간에 MFP의 전원이 꺼져 있으면 다음에 전원이 켜질 때 팩스가 전송됩
니다.

고급 이미징—복사하기 전에 배경 제거, 비, 음영 세부 묘사를 조정합니다.

사용자 정의 작업(작업 구성)—여러 스캔 작업을 한 작업으로 합칩니다.

참고: 사용자 정의 작업은 모델에 따라 지원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전송 로그—이 버튼을 눌러 전송 로그 또는 전송 오류 로그를 인쇄합니다.

스캔 미리 보기—팩스로 보내기 전에 이미지로 표시합니다. 한 페이지의 스캔이 끝나면 스캔이 잠시 멈추면서 미리 
보기 이미지가 나타납니다.

참고: 스캔 미리 보기는 모델에 따라 지원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가장자리 지우기—원본 문서 가장자리의 지저분한 부분이나 불필요한 정보를 지웁니다. 용지 네 면에서 일정한 영
역을 지울 수도 있고 그 중 한 면만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자리 지우기를 사용하면 선택한 영역의 내용이 지워
지고 결과물에서 이 부분에 아무것도 인쇄되지 않습니다.

고급 양면—원본 문서의 면수와 방향, 원본 문서의 바인딩 위치(긴 가장자리 아니면 짧은 가장자리)를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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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DF에 원본 문서의 인쇄면을 위로 해서 넣습니다. 크기별 용지 넣는 방법이 ADF에 라벨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2 용지 가이드를 조정합니다.

3 홈 화면에서 팩스를 누릅니다.

4 팩스 번호를 입력합니다.

5 옵션을 누릅니다.

6 원하는 해상도의 버튼을 누릅니다.

7 팩스 보내기를 누릅니다.

명암 설정 조정

1 ADF에 원본 문서의 인쇄면을 위로 해서 넣습니다. 크기별 용지 넣는 방법이 ADF에 라벨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2 용지 가이드를 조정합니다.

3 홈 화면에서 팩스를 누릅니다.

4 팩스 번호를 입력합니다.

5 옵션을 누릅니다.

6 팩스로 보낼 문서의 명암을 줄이려면 왼쪽 명암 화살표를 누르고 높이려면 오른쪽 명암 화살표를 누릅니다.

7 팩스 보내기를 누릅니다.

팩스 나중에 보내기

1 ADF에 원본 문서의 인쇄면을 위로 해서 넣습니다. 크기별 용지 넣는 방법이 ADF에 라벨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2 용지 가이드를 조정합니다.

3 홈 화면에서 팩스를 누릅니다.

4 팩스 번호를 입력합니다.

5 옵션을 누릅니다.

6 고급 옵션을 누릅니다.

7 보내기 예약을 누릅니다.

참고: 팩스 모드가 팩스 서버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 보내기 예약 버튼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전송이 예약되
어 있는 팩스는 팩스 큐에 나타납니다.

8 팩스 전송 시간을 현재 설정보다 이전으로 하려면 왼쪽 화살표를 누르고 이후로 하려면 오른쪽 화살표를 누릅니다.

참고: 화살표를 누를 때마다 시간이 30분씩 증가 또는 감소합니다. 현재 시각에 도달하면 왼쪽 화살표가 회
색으로 비활성화됩니다. 

9 완료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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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 팩스 취소

발신 팩스를 취소하는 방법에는 다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원본 문서 스캔 중일 때

1 ADF를 사용하는 경우 터치 스크린에 스캔 중…이 표시되어 있을 때 취소를 누릅니다.

2 평판을 사용하는 경우 터치 스크린에 다음 페이지 스캔 / 작업 완료가 표시되어 있을 때 취소를 누릅니다.

원본 문서 스캔이 끝나고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을 때

1 홈 화면에서 작업 취소를 누릅니다.

작업 취소 화면이 나타납니다.

2 취소할 작업을 누릅니다.

화면에는 작업이 세 개까지만 나타납니다. 취소할 작업이 나타날 때까지 아래 화살표를 누른 후 나타나면 이 작업
을 누릅니다.

3 선택한 작업 삭제를 누릅니다.

선택한 작업 삭제 화면이 나타나고 선택한 작업이 삭제되면서 홈 화면이 나타납니다.

팩스 요령

다음은 MFP 팩스 품질을 높일 수 있는 요령입니다. 자세한 내용 또는 복사 문제 해결 방법에 해서는 팩스 품질 문제 해결
을 참조하십시오.

질문 요령

텍스트 모드는 언제 사용해야 합
니까? 

• 팩스로 보내는 주된 목적이 원본 문서의 텍스트이고 이미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경우에 텍스트 모드를 사용하십시오.

• 텍스트 모드는 텍스트나 미세한 선 그림만 있는 영수증, 사본 양식, 문서 등에 아주 
적합합니다.

텍스트/사진 모드는 
언제 사용해야 합니까?

• 텍스트와 그래픽이 혼합된 문서를 팩스로 보낼 때 텍스트/사진 모드를 사용하십시오.
• 텍스트/사진 모드는 잡지 기사, 사무 그래픽, 브로셔 등에 아주 적합합니다.

사진 모드는 언제 사용해야 합
니까?

사진 모드는 레이저 프린터로 인쇄된 사진이나 잡지, 신문의 사진을 팩스로 보낼 때 사
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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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 설정

MFP를 맨 처음 켤 때 또는 오랫동안 꺼 두었다가 켤 때 시계 설정이 나타납니다. 또한 많은 국가 및 지역에서 발신 팩스의 
경우 각 페이지의 상단이나 하단 여백에, 또는 첫 장에 다음과 같은 정보를 넣도록 하고 있습니다.

• 날짜와 시간(팩스가 전송된 날짜와 시간)

• 스테이션 이름(팩스를 보낸 업체나 단체 또는 개인의 ID)

• 스테이션 번호(발신 팩스기, 업체, 단체, 개인의 전화 번호)

참고: FCC 정보는 전자파 방출 고지사항 및 기타 통신 고지사항을 참조하십시오.

팩스 설정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에는 1) MFP 제어판에서 수동 입력하는 방법 2) 브라우저로 MFP IP 주소에 액세스한 후 구
성 메뉴에서 입력하는 방법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참고: TCP/IP 환경이 없으면 MFP 제어판에서 기본적인 팩스 정보를 설정해야 합니다.

다음에서 원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자세한 지침을 확인하십시오.

수동으로 팩스 설정

1 홈 화면에서 메뉴 버튼을 누릅니다.

2 설정을 누릅니다.

3 팩스 설정을 누릅니다.

4 일반 팩스 설정을 누릅니다.

5 스테이션 이름을 누릅니다.

6 스테이션 이름을 입력합니다(사용자 이름 또는 회사 이름 입력).

7 완료를 눌러 선택한 내용을 저장합니다.

8 스테이션 번호를 누릅니다.

9 사용 중인 팩스 번호를 입력합니다.

10 완료를 누릅니다.

브라우저에서 팩스 설정

참고: 구성은 주로 네트워크 관리자가 수행하는 작업입니다. 다음 지침 로 수행하는 중에 비밀번호를 입력
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되면 네트워크 관리자에게 지원을 요청하십시오.

1 웹 브라우저의 주소줄에 MFP의 IP 주소(예: http://192.168.236.24)를 입력하고 입력을 누릅니다.

2 구성을 클릭합니다.

3 MFP 제목 아래에서 팩스 설정을 클릭합니다.

4 구성을 클릭합니다.

팩스 모드를 변경하는 경우 보내기를 클릭해야 구성 페이지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참고: 인쇄 서버가 NTP(Network Time Protocol)를 사용하도록 구성된 경우에는 MFP를 켤 때 현재 날짜와 
시간이 제공됩니다. 그러나 정확한 시각을 입력하려면 시간 를 설정해야 합니다. 

수동으로 팩스 설정

브라우저에서 팩스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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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필요한 FCC 정보를 입력합니다.

• 날짜와 시간(현재 날짜와 시간)
• 스테이션 이름(개인 이름 또는 회사 이름)
• 스테이션 번호(팩스 전화 번호)

6 동부 등의 시간 를 선택합니다(미국과 캐나다, 동부 표준시). 이제 필요한 정보가 설정되었습니다.

7 응답할 전화벨 횟수 등의 옵션을 설정합니다.

8 정보를 모두 입력했으면 보내기를 클릭합니다.

팩스 전송 로그 설정, 영구 팩스 수신지 만들기, 팩스 서버 기능 활성화 등의 옵션 설정은 브라우저나 MFP 제어판에서 변경
할 수 있습니다.

팩스 로그 보기

팩스를 보내거나 받으면 이 활동에 한 항목이 파일에 기록됩니다. 이 파일은 언제든지 보거나 인쇄할 수 있습니다.

팩스 로그를 보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웹 브라우저의 주소줄에 MFP의 IP 주소를 입력하고 입력을 누릅니다.

2 보고서를 클릭합니다.

3 팩스 설정을 클릭합니다.

4 팩스 작업 로그 또는 팩스 통화 로그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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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FTP

이 MFP 스캐너에는 문서를 FTP(File Transfer Protocol) 서버로 바로 스캔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한 번에 한 FTP 주소에만 전
송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참고: 기능 액세스 메뉴에서 FTP를 활성화해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능 액세스 제한을 참
조하십시오.

시스템 관리자가 FTP 수신지를 구성하면 이 수신지의 이름이 단축 번호로 사용 가능해지거나 보류 작업 아이콘 밑에 프로파
일로 추가됩니다. 다른 PostScript 프린터도 FTP 위치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컬러 문서를 스캔해서 컬러 프린터에 전
송할 수 있습니다. FTP 서버에 문서를 보내는 것은 팩스를 보내는 것과 비슷합니다. 다만 전화 회선이 아닌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를 전송하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자세한 내용과 지침은 다음에서 확인하십시오.

FTP 주소 입력

1 ADF에 원본 문서의 인쇄면을 위로 향하게 해서 넣습니다. 크기별 용지 넣는 방법이 ADF에 라벨로 표시되어 있습
니다.

2 용지 가이드를 조정합니다.

3 홈 화면에서 FTP를 누릅니다.

4 FTP 주소를 입력합니다.

5 보내기를 누릅니다. 

단축 번호 사용

1 ADF에 원본 문서의 인쇄면을 위로 향하게 해서 넣습니다. 크기별 용지 넣는 방법이 ADF에 라벨로 표시되어 있습
니다.

2 용지 가이드를 조정합니다.

3 홈 화면에서 FTP를 누릅니다.

4 #를 누르고 FTP 단축 번호를 입력합니다.

5 보내기를 누릅니다. 

FTP 주소 입력 주소록 사용

단축 번호 사용 FTP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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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록 사용

1 ADF에 원본 문서의 인쇄면을 위로 향하게 해서 넣습니다. 크기별 용지 넣는 방법이 ADF에 라벨로 표시되어 있습
니다.

2 용지 가이드를 조정합니다.

3 홈 화면에서 FTP를 누릅니다.

4 주소록 검색을 누릅니다.

5 검색할 이름의 전체 또는 일부를 입력하고 검색을 누릅니다.

6 수신: 필드에 추가할 이름을 누릅니다.

7 보내기를 누릅니다. 

단축 번호 만들기

영구 FTP 수신지를 만들고 여기에 단축 번호를 지정하면 FTP로 문서를 보낼 때마다 제어판에서 FTP 사이트 주소 전체를 입
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축 번호 하나에 FTP 주소를 하나 또는 여러 개 넣을 수 있습니다. 단축 번호를 만드는 방법에는 컴
퓨터에서 만들기와 MFP 터치 스크린에서 만들기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컴퓨터에서

1 웹 브라우저의 주소줄에 MFP의 IP 주소를 입력합니다. IP 주소를 모르면 관리자에게 문의하십시오.

2 구성(브라우저 왼쪽 창)을 클릭하고 목적지 관리(브라우저 오른쪽 창)를 클릭합니다.

참고: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할 수 있습니다. ID와 비밀번호가 없으면 시스템 관리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3 FTP 단축 번호 설정을 클릭합니다.

4 필드에 해당하는 정보를 입력합니다.

5 단축 번호를 할당합니다.

입력한 단축 번호가 이미 사용 중인 경우 다른 번호를 선택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6 추가를 클릭합니다.

7 MFP로 가서 ADF에 원본 문서의 인쇄면을 위로 향하게 해서 넣습니다. 크기별 용지 넣는 방법이 ADF에 라벨로 표
시되어 있습니다.

8 숫자판에서 #을 누르고 단축 번호를 입력합니다.

9 보내기를 누릅니다. 

MFP에서

1 ADF에 원본 문서의 인쇄면을 위로 향하게 해서 넣습니다. 크기별 용지 넣는 방법이 ADF에 라벨로 표시되어 있습
니다.

2 용지 가이드를 조정합니다.

3 홈 화면에서 FTP를 누릅니다.

4 FTP 사이트를 입력합니다.

5 단축 번호로 저장을 누릅니다.

6 이 단축 번호에 고유한 이름을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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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단축 번호의 이름과 번호가 올바른지 확인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이름이나 번호가 올바르지 않으면 취소를 누르고 다시 입력합니다.

8 보내기를 누릅니다. 

FTP 옵션

원본 크기—이 버튼을 누르면 복사할 문서의 크기를 입력하는 화면이 열립니다.

• 이후의 화면에서 원하는 용지 크기 아이콘을 누르면 선택이 완료되면서 FTP 옵션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 원본 크기를 혼합 크기로 설정하면 여러 가지 크기의 원본 문서(레터 크기 페이지와 리갈 크기 페이지가 혼합된 문
서)를 스캔할 수 있습니다. 선택된 출력 용지 크기에 맞게 원본의 배율이 자동으로 조정됩니다.

인쇄면(양면)—MFP에 원본 문서가 단면인지(한 면만 인쇄되어 있음) 양면인지(양면에 인쇄되어 있음) 알려 주는 설정입니
다. 인쇄면 옵션으로 스캐너에서 FTP로 보낼 부분만 스캔할 수 있습니다.

바인딩—MFP에 원본 문서의 바인딩 위치(긴 가장자리 또는 짧은 가장자리)를 알려 주는 설정입니다.

기본 파일 이름—파일 이름을 입력하는 옵션입니다. 기본값은 image입니다. 파일 이름에 타임스탬프가 추가되어 한 FTP 사
이트에서 이름이 같은 파일이 중복되지 않도록 합니다.

참고: 파일 이름은 최  53자입니다.

해상도—파일의 출력 화질을 조정합니다. 이미지 해상도를 높이면 파일 크기가 커지고 원본 문서 스캔에 걸리는 시간이 길
어집니다. 이미지 해상도를 줄이면 파일 크기가 작아집니다.

다음으로 보내기—스캔한 이미지에 해 출력 파일 형식(PDF, TIFF, JPEG)을 설정합니다.

PDF로 출력하면 하나의 파일이 됩니다.

TIFF로 출력하면 하나의 파일이 됩니다. 구성 메뉴에서 Multi-page TIFF가 꺼져 있는 경우 페이지 당 한 TIFF 파일
이 차례로 저장됩니다.

JPEG는 페이지 당 한 파일을 저장합니다. 여러 페이지를 스캔한 경우 파일이 여러 개 생깁니다.

내용—MFP에 원본 문서의 유형을 알려 주는 설정입니다. 텍스트, 텍스트/사진, 사진 중에서 선택합니다. 컬러는 이 세 선택 
사항과 무관하게 켜거나 끌 수 있습니다. 내용은 FTP 파일의 화질과 크기에 영향을 미치는 설정입니다.

텍스트—깨끗하고 흰 배경에 텍스트가 선명한 고해상도의 검은색으로 강조됩니다.

텍스트/사진—원본 문서에 글자와 그래픽 또는 사진이 혼합되어 있을 때 사용합니다. 

사진—그래픽과 사진이 주된 인쇄 목적임을 알려 주는 설정입니다. 이 설정에서는 원본 문서 색조의 동적 범위를 
그 로 재현하는 것에 중점을 둡니다. 따라서 저장되는 정보의 양이 커집니다.

컬러—복사본의 스캔 유형과 출력을 설정합니다. 컬러 문서를 스캔하여 FTP 사이트나 PC, 이메일 주소로 보낼 수 
있습니다. 이 MFP는 컬러 문서를 회색조로만 인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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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옵션—이 버튼을 눌러 고급 이미징, 사용자 정의 작업, 전송 로그, 스캔 미리보기, 가장자리 지우기, 명암 설정에 액세스
합니다.

고급 이미징—스캔하기 전에 배경 제거, 비, 음영 세부 묘사를 조정합니다.

사용자 정의 작업(작업 구성)—여러 스캔 작업을 한 작업으로 합칩니다.

참고: 사용자 정의 작업은 모델에 따라 지원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전송 로그—이 버튼을 눌러 전송 로그 또는 전송 오류 로그를 인쇄합니다.

스캔 미리 보기—이 버튼을 눌러 이미지를 FTP 파일로 만들기 전에 첫 번째 페이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페이
지가 스캔될 때 스캔이 잠시 중단되면서 미리 보기 이미지가 나타납니다.

참고: 스캔 미리 보기는 모델에 따라 지원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가장자리 지우기—원본 문서 가장자리의 지저분한 부분이나 불필요한 정보를 지웁니다. 네 면에서 일정한 영역을 
지울 수도 있고 그 중 한 면만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자리 지우기를 사용하면 선택한 영역의 내용이 지워지고 
결과물에서 이 부분에 아무것도 인쇄되지 않습니다.

명암—스캔한 문서의 밝은 또는 어두운 정도를 조정합니다.

FTP 요령

다음은 MFP FTP 품질을 높일 수 있는 요령입니다.

질문 요령

텍스트 모드는 언제 사용해야 합
니까? 

• 문서를 FTP 사이트로 보내는 주된 목적이 원본 문서의 텍스트이고 이미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경우에 텍스트 모드를 사용하십시오.

• 텍스트 모드는 텍스트나 미세한 선 그림만 있는 영수증, 사본 양식, 문서 등에 아주 
적합합니다.

텍스트/사진 모드는 
언제 사용해야 합니까?

• 텍스트와 그래픽이 혼합된 문서를 FTP 사이트로 보낼 때 텍스트/사진 모드를 사용
하십시오.

• 텍스트/사진 모드는 잡지 기사, 사무 그래픽, 브로셔 등에 아주 적합합니다.

사진 모드는 언제 사용해야 합
니까?

원본 문서가 주로 레이저 프린터로 인쇄된 사진이나 잡지, 신문의 사진으로 구성되어 
있을 때 사진 모드를 사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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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PC 또는 USB 플래시 메모리 장치로 스캔

MFP 스캐너로 문서를 PC나 USB 플래시 메모리 장치로 직접 스캔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가 MFP에 직접연결되어 있지 않아도 PC 이미지로 스캔을 수신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의 스캔 프로파일을 생성하여 
네트워크를 통해 컴퓨터로 문서를 다시 스캔한 후 MFP로 프로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지침은 다음에서 확인하십시오.

PC 프로파일로 스캔 생성

1 웹 브라우저의 주소줄에 MFP의 IP 주소를 입력하고 입력을 누릅니다.

Java 애플릿 화면이 나타나면 예를 클릭합니다.

2  스캔 프로파일을 클릭합니다.

3  스캔 프로프일 생성을 클릭합니다.

4 스캔 설정을 선택한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5 스캔 출력 파일을 컴퓨터에 저장할 위치를 선택합니다.

6 프로파일 이름을 입력합니다.

프로파일 이름은 MFP 제어판의 스캔 프로파일 목록에 나타나는 이름입니다.

7 제출을 누릅니다.

8 PC 화면으로 스캔에 한 지침을 검토하십시오.

제출을 클릭하면 단축 번호는 자동으로 할당됩니다. 문서 스캔 준비가 완료되면 단축 번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a MFP로 가서 ADF에 원본 문서의 인쇄면이 위로 향하게 해서 긴 면이 먼저 들어가도록 넣습니다.

b 숫자판에서 #를 누른 후 단축 번호를 누르거나 홈 화면의 프로파일을 누릅니다.

c 단축 번호가 입력된 후 스캐너가 원본 문서를 스캔하여 디렉터리나 지정한 응용 프로그램으로 전송합니다. 
홈 화면의 프로파일을 누르면 목록의 단축 번호의 위치를 알 수 있습니다.

9 파일을 보려면 컴퓨터로 돌아갑니다.

출력 파일이 지정한 위치에 저장되거나 지정한 응용 프로그램에서 시작됩니다.

PC 프로파일로 스캔 생성

PC 옵션으로 스캔 이해

USB 플래시 메모리 장치로 스캔

스캔 도움말



PC 옵션으로 스캔 이해
52

PC 또는 USB 플래시 메모리 장치로 스캔

PC 옵션으로 스캔 이해

PC 프로파일로 스캔에 한 옵션을 변경하려면 빠른 설정 상자를 클릭한 후 사용자 정의를 선택합니다. 단축 설정으로 포맷 
미리 설정을 선택하거나 스캔 작업 설정을 사용자 정의할 수 있습니다. 다음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포맷 유형—스캔한 이미지에 해 출력 파일 형식(PDF, TIFF, JPEG)을 설정합니다.

PDF로 출력하면 하나의 파일이 됩니다.

TIFF로 출력하면 하나의 파일이 됩니다. 구성 메뉴에서 Multi-page TIFF가 꺼져 있는 경우 페이지 당 한 TIFF 파일
로 차례로 저장됩니다.

JPEG는 페이지 당 한 파일을 저장합니다. 여러 페이지를 스캔한 경우 파일이 여러 개 생깁니다.

압축—스캔한 출력 파일 압축에 사용할 압축 포맷을 설정합니다.

기본 내용—MFP에 원본 문서의 종류를 알려 주는 옵션입니다. 텍스트, 텍스트/사진, 사진 중에서 선택합니다. 내용은 스캔한 
파일의 화질과 크기에 영향을 미치는 설정입니다.

텍스트—깨끗하고 흰 배경에 텍스트가 선명한 고해상도의 검은색으로 강조됩니다.

텍스트/사진—원본 문서에 글자와 그래픽 또는 사진이 혼합되어 있을 때 사용합니다.

사진—사진 설정은 스캐너가 그래픽과 사진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합니다. 이 설정에서는 원본 문서 색조의 
동적 범위를 그 로 재현하는 것에 중점을 둡니다. 따라서 저장되는 정보의 양이 커집니다.

색상—MFP에 원본 문서의 색상을 알려줍니다. 회색, 흑백 또는 색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원본 크기—이 버튼을 누르면 스캔할 문서의 크기를 선택할 필드가 열립니다.

방향—MFP에 원본 문서의 방향(세로 또는 가로)을 알려 주는 옵션입니다. 이 설정에 따라 인쇄면과 바인딩 설정이 원본 방
향에 맞게 바뀝니다.

양면—MFP에 원본 문서가 단면인지(한 면만 인쇄되어 있음) 양면인지(양면에 인쇄되어 있음) 알려 주는 옵션입니다. 이 옵
션으로 스캐너에서 이메일로 보낼 부분만 스캔할 수 있습니다.

명암—스캔한 문서의 밝은 또는 어두운 정도를 조정합니다.

해상도—파일의 출력 화질을 조정합니다. 이미지 해상도를 높이면 파일 크기가 커지고 원본 문서 스캔에 걸리는 시간이 길
어집니다. 이미지 해상도를 줄이면 파일 크기가 작아집니다.

고급 이미징—이 기능으로 스캔하기 전에 배경 제거, 비, 음영 세부 묘사를 선택합니다.

사용자 정의 사진 - 컬러 JPEG

텍스트 - 흑백 PDF 사진 - 컬러 TIFF

텍스트 - 흑백 TIFF 사진 - 회색 JPEG

사진 - 회색 TI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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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B 플래시 메모리 장치로 스캔

1 ADF에는 인쇄면이 위로, 평판에는 인쇄면이 아래로 향하게 원본 문서를 놓습니다.

ADF의 경우 용지 가이드를 조정하십시오.

2 MFP의 전면 USB Direct 인터페이스에 USB 플래시 메모리 장치를 끼웁니다.

보류 작업 화면이 나타납니다.

3 USB 드라이브로 스캔을 누릅니다.

4 파일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5 스캔 설정을 선택합니다.

6 스캔실행을 누릅니다.

스캔 도움말

다음은 MFP 스캔 품질을 높일 수 있는 요령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스캔 품질 문제 해결을 참조하십시오.

질문 요령

텍스트 모드는 언제 써야 합니까? • 스캔하는 주된 목적이 원본 문서의 텍스트이고 이미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경
우에 텍스트 모드를 사용하십시오.

• 텍스트 모드는 텍스트나 미세한 선 그림만 있는 영수증, 사본 양식, 문서 등에 아주 
적합합니다.

텍스트/사진 모드는 
언제 사용해야 합니까?

• 텍스트와 그래픽이 혼합되어 있는 문서를 스캔할 경우 텍스트/사진 모드를 사용하
십시오.

• 텍스트/사진 모드는 잡지 기사, 사무 그래픽, 브로셔 등에 매우 적합합니다.

사진 모드는 언제 사용해야 합
니까?

사진 모드는 레이저 프린터로 인쇄된 사진이나 잡지, 신문의 사진을 스캔할 때 사용하
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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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에서 인쇄할 작업 전송, 기밀 작업 인쇄, 인쇄 작업 취소, 메뉴 설정 페이지 인쇄, 글꼴 목록 및 디렉토리 목록에 한 정
보를 설명합니다. 또한 전지 및 차표 크기의 용지 인쇄에 해 설명합니다. 용지 걸림 예방 및 인쇄 용지 보관에 한 요령
은 용지 걸림 예방 및 인쇄 용지 보관을 참조하십시오.

인쇄할 작업 전송

MFP 드라이버는 컴퓨터와 MFP 간의 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소프트웨어 응용 프로그램에서 인쇄를 선택
하면 MFP 드라이버를 나타내는 창이 열립니다. 여기서 MFP에 전송하는 작업에 적합한 설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드라이
버에서 선택한 인쇄 설정은 MFP 제어판에서 선택한 기본 설정에 우선합니다.

초기 인쇄 화 상자에서 속성 또는 설정을 클릭하면 변경할 수 있는 모든 MFP 설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MFP 드라이버 
창의 기능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 온라인 도움말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십시오.

모든 MFP 기능을 지원하려면 이 MFP와 함께 제공된 Lexmark 사용자 정의 드라이버를 사용하십시오. Lexmark 웹 사이트
에서 업데이트된 드라이버와 함께 드라이버 패키지 및 Lexmark 드라이버 지원에 한 자세한 설명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 Windows 응용 프로그램에서 작업을 인쇄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인쇄할 파일을 엽니다.

2 파일 메뉴에서 인쇄를 선택합니다.

3 화 상자에서 MFP를 선택합니다. MFP 설정을 적절하게 수정합니다(인쇄할 페이지, 인쇄 매수 등).

4 속성 또는 설정을 클릭하여 첫 화면에 나오지 않은 MFP 설정을 조정한 다음 확인을 클릭합니다.

5 확인 또는 인쇄를 클릭하여 MFP에 작업을 전송합니다.

USB 플래시 메모리 장치에서 인쇄

USB Direct 인터페이스는 제어판에 있으므로 USB 플래시 메모리 장치를 끼우고 다음과 같은 유형의 문서를 인쇄할 수 있습
니다.

• PDF(Portable Document Format) [.pdf 파일]

• JPEG(Joint Photographic Experts Group) [.jpeg 또는 .jpg 파일]

• TIFF(Tagged Image File Format) [.tiff 또는 .tif 파일]

• GIF(Graphics Interchange Format) [.gif 파일]

• BMP(Basic Multilingual Plane) [.bmp 파일]

• PNG(Portable Network Graphics) [.png 파일]

• PCX(PiCture eXchange) [.pcx 파일]

• PC Paintbrush 파일 형식 [.dcx 파일].

USB 플래시 메모리 장치에서 문서를 인쇄하는 것은 보류 작업을 인쇄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참고: 암호화된 파일 또는 인쇄 권한이 없는 파일은 인쇄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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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이 테스트를 거쳐 승인을 받은 USB 플래시 메모리 장치(256 MB, 512 MB, 1 GB)를 사용하십시오.

• Lexar JumpDrive 2.0 Pro

• SanDisk Cruzer Mini

다른 USB 플래시 메모리 장치를 사용할 경우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USB 2.0 표준과 호환되어야 합니다.

• Full-Speed 표준도 지원해야 합니다. 

USB 저속 기능만 지원하는 장치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FAT 파일 시스템을 사용해야 합니다.

NTFS 또는 기타 파일 시스템으로 포맷된 장치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USB 플래시 메모리 장치에서 인쇄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MFP가 켜져 있고 준비 또는 사용 중이 나타나 있는지 확인합니다.

2 USB Direct 인터페이스에 USB 플래시 메모리 장치를 끼웁니다.

참고: 용지 걸림과 같이 주의를 기울여야 할 때에 메모리 장치를 끼우면 MFP에서 메모리 장치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3 인쇄할 문서 옆의 화살표를 누릅니다.

인쇄할 매수를 묻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4 한 부만 인쇄하려면 인쇄를 누르고 인쇄 매수를 입력하려면 +를 누릅니다.

참고: 문서의 인쇄가 끝날 때까지 USB Direct 인터페이스에서 USB 플래시 메모리 장치를 분리하지 마십
시오.

문서가 인쇄되기 시작합니다.

참고: MFP가 다른 작업을 인쇄 중일 때 메모리 장치를 끼우면 프린터 사용 중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계속을 선택하면 다른 작업이 끝난 후 해당 작업이 인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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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B 드라이브 메뉴를 끝낸 후에 MFP에 장치를 그 로 두면 보류 작업과 마찬가지로 장치에서 PDF를 인쇄할 수 있습니다. 
기밀 작업 및 보류 작업 인쇄를 참조하십시오.

인쇄 작업 취소

인쇄 작업을 취소하는 데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MFP 제어판에서 작업 취소

• Windows를 실행 중인 컴퓨터에서 작업 취소

– 작업 표시줄에서 작업 취소

– 바탕화면에서 작업 취소

• Macintosh 컴퓨터에서 작업 취소

– Mac OS 9 를 실행 중인 컴퓨터에서 인쇄 작업 취소

– Mac OS X 를 실행 중인 컴퓨터에서 작업 취소

MFP 제어판에서 작업 취소

작업이 포맷, 스캔 중이거나 이미 인쇄되고 있는 경우에는 디스플레이에서 작업 취소를 누르십시오.

Windows를 실행 중인 컴퓨터에서 작업 취소

작업 표시줄에서 작업 취소

인쇄할 작업을 전송하면 작업 표시줄의 오른쪽에 작은 프린터 아이콘이 나타납니다.

1 이 프린터 아이콘을 더블 클릭합니다. 

인쇄 작업 목록이 프린터 창에 나타납니다.

2 취소할 작업을 선택합니다.

3 키보드에 있는 Delete 키를 누릅니다.

바탕화면에서 작업 취소

1 모든 프로그램을 최소화하여 바탕화면만 표시합니다.

2 내 컴퓨터 아이콘을 더블 클릭합니다.

참고: 내 컴퓨터 아이콘이 없으면 시작  설정  제어판을 차례로 선택한 다음 4 단계로 진행합니다.

3 프린터 아이콘을 더블 클릭합니다.

사용 가능한 프린터 목록이 나타납니다.

4 작업을 전송할 때 선택한 프린터를 더블 클릭합니다.

인쇄 작업 목록이 프린터 창에 나타납니다.

5 취소할 작업을 선택합니다.

6 키보드에 있는 Delete 키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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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cintosh 컴퓨터에서 작업 취소

Mac OS 9를 실행 중인 컴퓨터에서 인쇄 작업 취소

인쇄 작업을 전송하면 선택한 MFP의 프린터 아이콘이 바탕화면에 나타납니다.

1 바탕화면에 있는 프린터 아이콘을 더블 클릭합니다.

인쇄 작업 목록이 프린터 창에 나타납니다.

2 취소할 인쇄 작업을 선택합니다.

3 휴지통 버튼을 클릭합니다.

Mac OS X를 실행 중인 컴퓨터에서 작업 취소

인쇄 작업을 전송하면 선택한 MFP의 프린터 아이콘이 독에 나타납니다.

1 응용 프로그램  유틸리티를 열고 프린트 센터 또는 프린터 설정을 더블 클릭합니다.

2 인쇄 중인 MFP를 더블 클릭합니다.

3 프린터 창에서 취소할 인쇄 작업을 선택하고 삭제를 누릅니다.

메뉴 설정 페이지 인쇄

메뉴 설정 페이지를 인쇄하면 기본 MFP 설정을 검토하고 MFP 옵션이 올바르게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MFP가 켜져 있고 준비 메시지가 나타나 있는지 확인합니다.

2 제어판에서 메뉴 버튼을 누릅니다.

3 보고서를 누릅니다.

4 메뉴 설정 페이지를 누릅니다.

네트워크 설정 페이지 인쇄

네트워크 설정 페이지를 인쇄하면 기본 MFP 설정을 검토하고 MFP 옵션이 올바르게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MFP가 켜져 있고 준비 메시지가 나타나 있는지 확인합니다.

2 제어판에서 메뉴 버튼을 누릅니다.

3 보고서를 누릅니다.

4 네트워크 설정 페이지를 누릅니다.

글꼴 샘플 목록 인쇄

현재 MFP에서 지원되는 글꼴의 샘플을 인쇄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MFP가 켜져 있고 준비 메시지가 나타나 있는지 확인합니다.

2 제어판에서 메뉴 버튼을 누릅니다.

3 보고서를 누릅니다.

4 아래 화살표를 눌러 글꼴 인쇄를 나타낸 후 이 글꼴 인쇄를 누릅니다.

5 PCL 글꼴 또는 PostScript 글꼴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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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렉토리 목록 인쇄

디렉토리 목록은 플래시 메모리에 저장된 자원을 보여줍니다. 목록을 인쇄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MFP가 켜져 있고 준비 메시지가 나타나 있는지 확인합니다.

2 제어판에서 메뉴 버튼을 누릅니다.

3 보고서를 누릅니다.

4 아래 화살표를 눌러 디렉토리 인쇄를 나타낸 후 이 디렉토리 인쇄를 누릅니다.

기밀 작업 및 보류 작업 인쇄

보류 작업은 사용자가 MFP에서 시작할 수 있는 모든 인쇄 작업을 말합니다. 보류 작업에는 기밀 작업, 인쇄 확인 작업, 인쇄 
예약 작업, 인쇄 반복 작업, 책갈피, 프로파일, USB 플래시 메모리 장치의 파일 등이 있습니다. MFP에 작업 전송 시 MFP가 
작업을 메모리에 보류하도록 드라이버에서 지정할 수 있습니다. MFP 메모리에 작업이 저장된 경우 MFP로 가서 MFP 제어
판에서 인쇄 작업으로 수행할 작업을 지정합니다.

모든 기밀 작업 및 보류 작업에는 연관된 사용자 이름이 있습니다. 기밀 또는 보류 작업을 액세스하려면 먼저 작업 유형(기밀 
또는 보류)을 선택한 다음 사용자 이름 목록에서 사용자 이름을 선택해야 합니다. 사용자 이름을 선택하면 모든 기밀 작업을 
인쇄하거나 개별 인쇄 작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인쇄 매수를 선택하거나 인쇄 작업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기밀 작업 인쇄

MFP에 기밀 작업을 전송할 경우 드라이버에서 사용자 번호(PIN)를 입력해야 합니다. 사용자 번호는 숫자 0–9로 구성된 4자
리 번호입니다. MFP 메모리에 보류되어 있는 작업은 제어판에서 인쇄 또는 삭제할 때까지 보관됩니다(사용자 번호를 입력
해야 함) . 이렇게 하면 MFP에서 직접 작업하지 않는 한 작업이 인쇄되지 않습니다. 어떤 MFP 사용자도 사용자 번호 없이 작
업을 인쇄할 수 없습니다.

Windows

1 워드 프로세서, 스프레드시트, 브라우저 또는 기타 응용 프로그램에서 파일  인쇄를 선택합니다.

2 속성을 클릭합니다(속성 버튼이 없는 경우 설정을 클릭한 다음 속성을 클릭합니다).

3 운영 체제에 따라 기타 옵션 탭을 클릭하고 인쇄 및 보류를 클릭해야 합니다.

참고: 인쇄 및 보류  기밀 인쇄를 찾기가 어려운 경우 도움말을 클릭하여 기밀 인쇄 또는 인쇄 및 보류 항
목을 참조한 다음 드라이버 지침을 따르십시오.

4 사용자 이름과 사용자 번호를 입력합니다.

5 MFP에 작업을 전송합니다.

기밀 인쇄 작업을 인쇄할 준비가 되면 MFP에 가서 MFP에서 단계를 따릅니다.

Macintosh

1 워드 프로세서, 스프레드시트, 브라우저 또는 기타 응용 프로그램에서 파일  프린트를 선택합니다.

2 매수 & 페이지 또는 일반 팝업 메뉴에서 작업 라우팅을 선택합니다.

a Mac OS 9에서 팝업 메뉴에 작업 라우팅이 없으면 플러그 인 기본 설정  프린트 시간 필터를 선택합니다.

b 프린트 시간 필터 왼쪽에 있는 공개 삼각형을 틀고 작업 라우팅을 선택합니다.

c 팝업 메뉴에서 작업 라우팅을 선택합니다.

3 라디오 그룹에서 기밀 인쇄를 선택합니다.

4 사용자 이름과 사용자 번호를 입력합니다.



기밀 작업 및 보류 작업 인쇄
59

인쇄

5 MFP에 작업을 전송합니다.

기밀 인쇄 작업을 인쇄할 준비가 되면 MFP에 가서 MFP에서 단계를 따릅니다.

MFP에서

1 홈 화면에서 보류 작업을 누릅니다.

2 사용자 이름을 누릅니다.

참고: 보류 작업에 한 결과가 최  500개까지 표시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나타나지 않으면 나타
날 때까지 아래 화살표를 누르십시오. MFP에 보관된 작업이 많은 경우에는 보류 작업 검색을 누르십
시오.

3 기밀 작업을 선택합니다.

4 사용자 번호를 입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용자 번호(PIN) 입력을 참조하십시오.

5 인쇄할 작업을 누릅니다.

6 인쇄를 누릅니다. 또는 +를 눌러 매수를 입력한 뒤 인쇄를 누릅니다.

참고: 인쇄 작업이 끝나면 MFP 메모리에서 작업이 삭제됩니다.

사용자 번호(PIN) 입력

기밀 작업을 선택하면 사용자 번호 입력 화면이 나타납니다.

터치 스크린 숫자판 또는 디스플레이 오른쪽에 있는 숫자판을 사용하여 기밀 작업과 연관된 네 자리 숫자의 사용자 
번호를 입력합니다.

참고: 입력되는 사용자 번호는 기밀성을 보장하기 위해 화면에 별표(*)로 표시됩니다.

잘못된 사용자 번호를 입력하면 잘못된 사용자 번호 화면이 나타납니다.

사용자 번호를 다시 입력하거나 취소를 누릅니다.

참고: 인쇄 작업이 끝나면 MFP 메모리에서 작업이 삭제됩니다.

보류 작업 인쇄 및 삭제

보류 작업(인쇄 확인, 인쇄 예약 또는 인쇄 반복)은 MFP 제어판에서 인쇄되거나 삭제되며 사용자 번호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인쇄 확인

인쇄 확인 작업을 전송할 경우 요청된 매수에서 한 장만 인쇄하고 나머지는 MFP 메모리에 보관합니다. 인쇄 확인을 통해 첫 
번째 인쇄본이 만족스러운지 확인한 후에 나머지를 인쇄합니다. 모든 매수가 인쇄되면 인쇄 확인 작업은 MFP 메모리에서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인쇄 예약

인쇄 예약 작업을 전송하면 작업 인쇄가 즉시 중지됩니다. 그리고 작업을 나중에 인쇄할 수 있도록 메모리에 저장합니다. 이 
작업은 보류 작업 메뉴에서 삭제될 때까지 메모리에 보관됩니다. 다른 보류 작업 처리 시 메모리가 추가로 필요한 경우 인쇄 
예약 작업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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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 반복

인쇄 반복 작업을 전송할 경우 요청된 모든 매수가 인쇄된 후 나중에 추가로 인쇄할 수 있도록 메모리에 저장됩니다. 메모리
에 작업이 저장되어 있는 한 추가로 인쇄할 수 있습니다.

참고: 다른 보류 작업 처리 시 메모리가 추가로 필요한 경우 인쇄 반복 작업이 MFP 메모리에서 자동으로 삭
제됩니다.

Windows

1 워드 프로세서, 스프레드시트, 브라우저 또는 기타 응용 프로그램에서 파일  인쇄를 선택합니다.

2 속성을 클릭합니다(속성 버튼이 없는 경우 설정을 클릭한 다음 속성을 클릭합니다).

3 운영 체제에 따라 기타 옵션 탭을 클릭하고 인쇄 및 보류를 클릭해야 합니다.

참고: 인쇄 및 보류  보류 작업을 찾기가 어려운 경우 도움말을 클릭하여 보류 작업 또는 인쇄 및 보류 항
목을 참조한 다음 드라이버 지침을 따르십시오.

4 원하는 보류 작업 유형을 선택한 다음 MFP에 작업을 전송합니다.

기밀 인쇄 작업을 인쇄할 준비가 되면 MFP에 가서 MFP에서 단계를 따릅니다.

Macintosh

1 워드 프로세서, 스프레드시트, 브라우저 또는 기타 응용 프로그램에서 파일  프린트를 선택합니다.

2 매수 & 페이지 또는 일반 팝업 메뉴에서 작업 라우팅을 선택합니다.

a Mac OS 9에서 팝업 메뉴에 작업 라우팅이 없으면 플러그 인 기본 설정  프린트 시간 필터를 선택합니다.

b 프린트 시간 필터 왼쪽에 있는 공개 삼각형을 아래로 틀고 작업 라우팅을 선택합니다.

c 팝업 메뉴에서 작업 라우팅을 선택합니다.

3 라디오 그룹에서 원하는 보류 작업 유형을 선택하고 사용자 이름을 입력한 다음 MFP에 작업을 전송합니다.

기밀 인쇄 작업을 인쇄할 준비가 되면 MFP에 가서 MFP에서 단계를 따릅니다.

MFP에서

1 홈 화면에서 보류 작업을 누릅니다.

2 사용자 이름을 누릅니다.

참고: 보류 작업에 한 결과가 최  500개까지 표시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나타나지 않으면 나타
날 때까지 아래 화살표를 누르십시오. MFP에 보관된 작업이 많은 경우에는 <사용자 이름> 검색을 누
르십시오.

3 인쇄할 작업을 누릅니다.

아래 화살표를 누릅니다. MFP에 보관된 작업이 많은 경우에는 <사용자 이름> 검색을 누릅니다.

4 인쇄를 누릅니다. 또는 +를 눌러 매수를 입력한 뒤 인쇄를 누릅니다.

참고: 모두 인쇄 또는 모두 삭제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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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용지에 인쇄

용지란 용지, 카드 용지, 투명 용지, 라벨, 봉투를 말합니다. 이 중에 뒤의 넷을 특수 용지라고 하기도 합니다. 특수 용지에 인
쇄할 때는 다음 지침을 따르십시오.

1 현재 사용하는 용지함에 해 지정한 용지를 넣으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표준 또는 옵션 500매 용지함에 용지 넣기
를 참조하십시오.

2 MFP 제어판에서 넣은 용지에 따라 용지 종류 및 용지 크기를 설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용지 종류 및 용지 크기 설
정을 참조하십시오.

3 넣은 용지에 맞게 컴퓨터 소프트웨어 응용 프로그램에서 용지 종류, 크기 및 소스를 설정하십시오.

Windows

a 워드 프로세서, 스프레드시트, 브라우저 또는 기타 응용 프로그램에서 파일  인쇄를 선택합니다.

b 속성(또는 응용 프로그램에 따라 옵션, 프린터 또는 설정)을 클릭하여 MFP 드라이버 설정을 확인하십시오.

c 용지 탭을 클릭합니다.

용지함 목록이 나타납니다.

d 특수 용지가 있는 용지함을 선택합니다.

참고: 문제가 있는 경우 도움말을 클릭하여 드라이버 지침을 따르십시오.

e 용지 종류 목록 상자에서 용지 종류(투명 용지, 봉투 등)를 선택합니다.

f 용지 크기 목록 상자에서 특수 용지의 크기를 선택합니다.

g 확인을 클릭한 후 평소 로 인쇄 작업을 보내십시오.

Mac OS 9

a 파일  페이지 설정을 선택합니다.

b 용지 팝업 메뉴에서 특수 용지의 크기를 선택한 다음 승인을 클릭합니다.

c 파일  프린트를 선택합니다.

d 팝업 메뉴에서 일반을 선택하여 용지 소스 팝업 메뉴로 이동한 다음 특수 용지가 있는 용지함이나 용지 이름을 
선택합니다.

e 프린트를 클릭합니다.

Mac OS X

a 파일  페이지 설정을 선택합니다.

b 팝업 메뉴의 포맷에서 MFP를 선택합니다.

c 용지 팝업 메뉴에서 특수 용지의 크기를 선택한 다음 승인을 클릭합니다.

d 파일  프린트를 선택합니다.

e 매수 & 페이지 팝업 메뉴에서 이미징을 선택합니다.

f 용지 유형 팝업 메뉴에서 특수 용지를 선택합니다.

g 이미징 팝업 메뉴에서 용지 공급을 선택합니다.

h 다음에서 모든 페이지 또는 다음에서 첫 페이지 / 다음에서 나머지 페이지 팝업 메뉴에서 특수 용지가 있는 용
지함을 선택합니다.

i 프린트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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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또는 옵션 500매 용지함에 용지 넣기

이 MFP에는 500매 표준 용지함이 두 개 있습니다. 500매 용지함이 두 개 있는 옵션 2x500매 서랍을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인쇄 용지를 넣는 방법은 모든 500매 용지함이 동일합니다.

참고: 옵션 2000매 이중 입력 용지함과 2000매 고용량 급지장치는 용지 급지 방식이 500매 용지함의 용지 
방식과 다릅니다.

인쇄 용지를 넣으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참고: 작업이 인쇄 중이거나 제어판 표시등이 깜박일 때는 용지함을 제거하지 마십시오. 용지 걸림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1 용지함을 당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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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측면 가이드 탭을 누르고 용지함 바깥쪽으로 밀어냅니다.

3 전면 가이드 탭을 누르고 넣은 크기의 용지에 맞는 위치로 밉니다.

4 용지를 앞뒤로 구부려 간격을 느슨하게 한 후 바람을 불어넣습니다. 인쇄 용지를 접거나 구겨서는 안 됩니다. 평평
한 바닥 위에서 용지의 가장자리가 고르게 되도록 다듬으십시오.

5 인쇄면을 위로 해서 인쇄 용지를 용지함에 넣습니다.

레터 또는 A4 크기의 용지를 짧은 가장자리 급지 위치로 넣는 방법에 한 자세한 내용은 레터 또는 A4 크기 인쇄 
용지를 짧은 가장자리 급지 방향으로 넣기를 참조하십시오.

참고: 인쇄 용지가 후면 가이드의 최  적재 선 아래에 있어야 합니다. 너무 많이 넣으면 용지 걸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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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측면 가이드 탭을 누르고 가이드가 용지 가장자리에 살짝 닿을 때까지 밉니다.

7 해당 용지함을 끼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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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지 종류 및 용지 크기 설정

현재 용지함에 있는 용지의 종류와 크기에 맞게 용지 종류와 용지 크기 값을 변경할 경우 같은 크기와 종류의 용지함이 있으
면 자동으로 MFP에 연결됩니다.

참고: 이전에 넣은 것과 같은 크기의 용지를 넣는 경우 용지 크기 설정을 변경하지 마십시오.

용지 크기 및 용지 종류 설정을 변경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MFP가 켜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2 제어판에서 메뉴 버튼을 누릅니다.

3 용지 메뉴를 누릅니다.

4 용지 크기를 누릅니다.

5 왼쪽 또는 오른쪽 화살표를 눌러 원하는 용지함에 한 크기를 변경합니다.

6 제출을 누릅니다.

7 용지 종류를 누릅니다.

8 왼쪽 또는 오른쪽 화살표를 눌러 원하는 용지함의 용지 종류를 변경합니다.

9 제출을 누릅니다.

10 홈 아이콘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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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용도 급지장치에 넣기

다용도 급지장치에는 투명 용지, 엽서, 노트 카드 및 봉투와 같은 여러 크기와 종류의 인쇄 용지를 넣을 수 있습니다. 낱장 인
쇄, 수동 인쇄, 추가 용지함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략적인 다용도 급지장치 용량:

• 75 g/m2(20 lb) 용지 100매
• 봉투 10매
• 투명 용지 75매

다용도 급지장치에서 수용하는 인쇄 용지의 치수:

• 폭—89 mm(3.5인치) ~ 297 mm(11.7인치) 

• 길이—98 mm(3.9인치) ~ 432 mm(17.0인치)

다용도 급지장치의 기호는 다용도 급지장치에 용지를 넣는 방법, 인쇄하기 위해 봉투의 방향을 바꾸는 방법, 단면 및 양면 인
쇄를 위해 레터헤드 용지를 넣는 방법 등을 보여줍니다.

인쇄 용지를 넣으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참고: 다용도 급지장치의 용지를 인쇄 중이거나 제어판 표시등이 깜박이는 동안에는 인쇄 용지를 추가하거
나 제거하지 마십시오. 용지 걸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다용도 급지장치를 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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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용지함 확장 부분을 당겨 뺍니다.

참고: 다용도 급지장치에 물건을 올려 놓지 마십시오. 또한 다용도 급지장치를 누르거나 과도한 힘을 가하
지 마십시오.

3 폭 가이드를 다용도 급지장치 바깥쪽으로 옮깁니다.

4 용지나 봉투를 앞뒤로 구부려 간격을 느슨하게 한 후 바람을 불어넣습니다. 인쇄 용지를 접거나 구겨서는 안 됩니
다. 평평한 바닥 위에서 용지의 가장자리가 고르게 되도록 다듬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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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급지장치에 용지를 넣습니다.

참고: 인쇄 용지가 최  적재 선 아래에 있어야 합니다. 너무 많이 넣으면 용지 걸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6 폭 가이드를 용지 가장자리에 살짝 닿게 옮깁니다.

7 다용도 급지장치에 해 용지 크기와 용지 종류(MP 급지장치 크기 및 MP 급지장치 유형)를 넣은 인쇄 용지에 맞는 
값으로 설정합니다. 

a 터치 스크린에서 메뉴 버튼을 누릅니다.

b 용지 메뉴 오른쪽의 를 누릅니다.

c 용지 크기 또는 용지 종류 오른쪽의 를 누릅니다.

d 사용 중인 용지 소스 오른쪽의 를 누릅니다.

e 용지함에 넣은 용지 크기 또는 용지 종류가 나타날 때까지 <-- 또는 -->를 누르고 제출을 누릅니다.

f 홈 아이콘을 눌러 홈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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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매 이중 입력 용지함에 용지 넣기

2000매 이중 입력 용지함에는 850매 용지함과 1150매 용지함이 있습니다. 두 용지함은 모양은 다르지만 용지를 넣는 방식
은 동일합니다.

1 용지함을 당깁니다.

2 전면 가이드 탭을 누르고 넣은 크기의 용지에 맞는 위치로 옮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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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지를 앞뒤로 구부려 간격을 느슨하게 한 후 바람을 불어넣습니다. 인쇄 용지를 접거나 구겨서는 안 됩니다. 평평
한 바닥 위에서 용지의 가장자리가 고르게 되도록 다듬으십시오.

4 인쇄면을 위로 해서 인쇄 용지를 용지함에 넣습니다.

참고: 인쇄 용지가 후면 가이드의 최  적재 선 아래에 있어야 합니다. 너무 많이 넣으면 용지 걸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MFP에 해당 용지함을 끼웁니다.

2000매 고용량 급지장치에 용지 넣기

이 고용량 급지장치에 2000매의 레터, A4, Executive, JIS B5 용지(75 g/m2[20 lb])를 넣을 수 있습니다.

1 용지함을 당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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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폭이나 길이가 다른 인쇄 용지를 넣는 경우 폭 가이드와 길이 가이드를 조정합니다.

3 용지를 앞뒤로 구부려 간격을 느슨하게 한 후 바람을 불어넣습니다. 인쇄 용지를 접거나 구겨서는 안 됩니다. 평평
한 바닥 위에서 용지의 가장자리가 고르게 되도록 다듬으십시오.

4 인쇄 용지의 인쇄면을 아래로 향하게 해서 용지함에 넣습니다.

• 홀이 미리 펀치된 용지는 용지함 왼쪽으로 놓습니다.
• 레터헤드(또는 페이지 상단)는 용지함 전면으로 놓습니다.

5 용지함을 고용량 급지장치에 끼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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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터 또는 A4 크기 인쇄 용지를 짧은 가장자리 급지 방향으로 넣기

레터 또는 A4 인쇄 용지를 짧은 가장자리 방향으로 급지하려면 짧은 가장자리 인쇄가 활성화되어 있어야 MFP에서 이를 인
식할 수 있습니다.

1 MFP를 끕니다.

2 MFP를 켜면서 숫자판의 2와 6을 길게 누릅니다.

3 화면에 자체 테스트 수행이 나타나면 두 버튼을 모두 놓습니다.

MFP가 전원 켜짐 순서를 수행하고 디스플레이에 구성 메뉴가 나타납니다.

4 를 누르다가 짧은 가장자리 인쇄가 나타나면 짧은 가장자리 인쇄 오른쪽의 를 누릅니다

5 활성화가 나타날 때까지 <-- 또는 -->를 누른 다음 제출을 누릅니다.

디스플레이에 변경 사항 제출 중이 나타납니다.

6 뒤로를 누릅니다.

7 구성 메뉴 종료를 누릅니다.

디스플레이에 장치 재부팅 중이 나타납니다.

여러 방향으로 용지함 설정

한 가지 인쇄 용지를 방향을 달리 해서 구별하고 싶을 때는 사용자 정의 종류 설정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표
준 용지함 둘 모두에 레터 크기 용지를 넣되 하나는 긴 가장자리 방향으로, 다른 하나는 짧은 가장자리 방향으로 할 경우 용
지함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면 됩니다.

• 용지함 1: 긴 가장자리 급지, 용지 크기=레터, 용지 종류=일반
• 용지함 2: 짧은 가장자리 급지, 용지 크기=레터, 용지 종류=사용자 정의 종류 1

MFP 메뉴를 이렇게 설정해 두면 나중에 해당 용지함을 선택만 하고도 인쇄 방향을 간편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정의 이름 변경

MFP EWS 또는 MarkVision™ 에서 MFP에 넣은 사용자 정의 용지 종류에 해 "사용자 정의 종류 [x]" 이외의 이름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자가 직접 이름을 정의한 후부터는 "사용자 정의 종류 [x]"가 표시되는 모든 자리에 이 이름이 표시
됩니다.

EWS에서 사용자 정의 이름을 정의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브라우저 주소줄에 MFP의 IP 주소를 입력하여 MFP EWS를 엽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http://192.168.0.11

2 구성을 클릭합니다.

3 용지 메뉴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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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용자 정의 이름을 클릭합니다.

5 사용자 정의 이름을 하나 또는 여러 개 정의합니다.

예를 들면 "짧은 가장자리 레터" 또는 "노란색 광택지"와 같은 식이 될 수 있습니다.

6 제출을 누릅니다.

용지함 연결

용지함을 연결하면 여러 개의 소스에 동일한 크기와 종류의 인쇄 용지를 넣은 경우에 한 자동 연결 기능이 활성화됩니다. 
이 MFP는 용지함을 자동으로 연결합니다. 용지함 하나가 비면 그 다음으로 연결되어 있는 용지함에서 인쇄 용지가 급지됩
니다.

예를 들어, 용지함 2와 용지함 4에 동일한 크기와 종류의 인쇄 용지를 넣은 경우 MFP는 용지함 2의 인쇄 용지를 선택하여 급
지하다가 용지함 2가 비면 그 다음으로 연결되어 있는 용지함 4에서 자동으로 급지합니다.

모든 용지함(표준 및 옵션)을 연결하면 하나의 소스가 최  4,100매의 용량을 가지도록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용지함에 같은 크기와 종류의 인쇄 용지를 넣고 용지 메뉴에서 용지 크기와 종류를 똑같이 설정하면 해당 용지함들이 
연결됩니다.

용지함 각각에 해 용지 크기와 종류를 설정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용지 종류 및 용지 크기 설정을 참조하십시오.

용지함 연결을 사용하지 않으려면 용지함마다 용지 종류를 고유한 값으로 설정하십시오.

연결되어 있는 모든 용지함이 동일한 종류의 인쇄 용지를 가지지 않는 경우 잘못된 용지에 작업이 인쇄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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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

출력함 확인 및 연결

모든 MFP 모델에는 하나의 표준 출력함이 있습니다. 출력 용량이 부족할 때는 옵션 마무리 장치에서 최고 3500매 정도의 분
량을 추가로 수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표는 출력함 용량에 한 정보입니다.

출력함 각 출력함의 용량 출력함의 그림

표준 출력함 • 일반 용지 500매*

(75 g/m2[20 lb])

• 투명 용지 300매
• 라벨 200매
• 봉투 50매 

(75 g/m2[20 lb])

마무리 장치 
출력함 1

일반 용지 500매
(75 g/m2[20 lb]) 

마무리 장치 
출력함 2

일반 용지 500매†

(75 g/m2[20 lb])

* 마무리 장치를 설치한 경우 표준 출력함 용량: 최고 300매
† 이 출력함으로 보내는 인쇄 용지 크기가 혼합된 경우 용량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표준 출력함

출력함 1

출력함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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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용지 및 특수 용지 지침 이해

인쇄 용지란 용지, 카드 용지, 투명 용지, 라벨 및 봉투를 말합니다. 이 중 용지를 제외한 네 가지를 특수 용지라고 하기도 합
니다. 이 MFP는 다양한 인쇄 용지에 우수한 품질로 인쇄합니다. 인쇄하기 전에 용지의 여러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 장
에서는 용지의 선택 및 보관 방법에 해 소개합니다.

• 지원되는 인쇄 용지

• 인쇄 용지 선택

• 인쇄 용지 보관

• 용지 걸림 예방

이 MFP에서 지원하는 용지 종류 및 특수 용지에 한 자세한 내용은 Lexmark 웹 사이트 www.lexmark.co.kr에서 Card 
Stock & Label Guide(영어로만 제공)를 참조하십시오.

MFP에 사용할 용지 또는 특수 용지는 량 구매하기 전에 샘플로 시험 인쇄를 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되는 인쇄 용지

다음 표는 입력, 출력 용지함에 모두 사용할 수 있는 표준 및 옵션 소스에 한 내용입니다.

• 인쇄 용지 크기

• 마무리 장치에서 지원되는 용지 크기

• 인쇄 용지 크기별 급지 특성

• 인쇄 용지 종류

• 인쇄 용지 무게

• 마무리 장치에서 지원되는 용지 무게

참고: 목록에 없는 인쇄 용지 크기를 사용하는 경우 그 다음으로 큰 크기를 선택하십시오.

인쇄 용지 크기

✓ — 지원됨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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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 용지 크기 치수

A3 297 x 420 mm(11.7 x 16.5 인치) ✓ ✓ ✓ ✓ ✓

A4 210 x 297 mm(8.27 x 11.7 인치) ✓ ✓ ✓ ✓ ✓ ✓ ✓

A5 148 x 210 mm(5.83 x 8.27 인치) ✓ ✓ ✓ ✓ ✓

JIS B4 257 x 364 mm(10.1 x 14.3 인치) ✓ ✓ ✓ ✓ ✓

1 이 크기 설정은 소프트웨어 응용 프로그램에 크기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페이지의 서식을 297.0 x 431.8 mm
(11.7 x 17.0 인치)로 지정합니다.

2 이 출력함은 마무리 장치가 설치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http://www.lexmar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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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지 및 특수 용지 지침 이해

JIS B5 182 x 257 mm(7.17 x 10.1 인치) ✓ ✓ ✓ ✓ ✓ ✓ ✓

레터 215.9 x 279.4 mm(8.5 x 11 인치) ✓ ✓ ✓ ✓ ✓ ✓ ✓

리갈 215.9 x 355.6 mm(8.5 x 14 인치) ✓ ✓ ✓ ✓ ✓

Executive 184.2 x 266.7 mm(7.25 x 10.5 인치) ✓ ✓ ✓ ✓ ✓ ✓ ✓

전지 216 x 330 mm(8.5 x 13 인치) ✓ ✓ ✓ ✓ ✓

대차표 139.7 x 215.9 mm(5.5 x 8.5 인치) ✓ ✓ ✓ ✓ ✓

Tabloid 279 x 432 mm(11.0 x 17.0 인치) ✓ ✓ ✓ ✓ ✓

유니버설1 98.4 x 89.0 mm ~ 297.0 x 431.8 mm
(3.9 x 3.5 인치 ~ 11.7 x 17.0 인치)

✓ ✓ ✓ ✓ ✓

7 ¾ 봉투 98.4 x 190.5 mm(3.875 x 7.5 인치) ✓ ✓ ✓

10 봉투 104.8 x 241.3 mm(4.12 x 9.5 인치) ✓ ✓ ✓

DL 봉투 110 x 220 mm(4.33 x 8.66 인치) ✓ ✓ ✓

C5 봉투 162 x 229 mm(6.38 x 9.01 인치) ✓ ✓ ✓

기타 봉투 98.4 x 89.0 mm ~ 297.0 x 431.8 mm
(3.9 x 3.5 인치 ~ 11.7 x 17.0 인치)

✓ ✓ ✓

인쇄 용지 크기(계속)

✓ — 지원됨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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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 용지 크기 치수

1 이 크기 설정은 소프트웨어 응용 프로그램에 크기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페이지의 서식을 297.0 x 431.8 mm
(11.7 x 17.0 인치)로 지정합니다.

2 이 출력함은 마무리 장치가 설치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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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지 및 특수 용지 지침 이해

마무리 장치에서 지원되는 용지 크기

크기

출력함 1 출력함 2

표준* 오프셋 스태플 펀치 표준* 오프셋 스태플 펀치

A3 ✓ ✓ ✓ ✓ ✓

A4 ✓ ✓ ✓ ✓ ✓

A5 ✓

JIS B4 ✓ ✓ ✓ ✓ ✓

JIS B5 ✓ ✓ ✓ ✓ ✓

레터 ✓ ✓ ✓ ✓ ✓

리갈 ✓ ✓ ✓ ✓ ✓

Executive ✓ ✓ ✓ ✓ ✓

전지 ✓ ✓ ✓ ✓ ✓

대차표 ✓

Tabloid ✓ ✓ ✓ ✓ ✓

유니버설

7 ¾ 봉투

10 봉투

DL 봉투

C5 봉투

기타 봉투

1 용지가 스태플 또는 오프셋되지 않고 마무리 장치 출력함으로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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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지 및 특수 용지 지침 이해

인쇄 용지 크기별 급지 특성

인쇄 용지 크기 급지 방향1 인쇄 용지 방향2 양면 인쇄 지원

A3 세로 짧은 가장자리 ✓

A4 세로 또는 가로 짧은 가장자리 또는 긴 가장
자리

✓

A5 세로 짧은 가장자리 ✓

JIS B4 세로 짧은 가장자리 ✓

JIS B5 가로 긴 가장자리 ✓

레터 세로 또는 가로 짧은 가장자리 또는 긴 가장
자리

✓

리갈 세로 짧은 가장자리 ✓

Executive 가로 긴 가장자리 ✓

전지 세로 짧은 가장자리 ✓

대차표 세로 짧은 가장자리 ✓

Tabloid 세로 짧은 가장자리 ✓

유니버설 세로3 짧은 가장자리 ✓

7 ¾ 봉투 가로 긴 가장자리

10 봉투 가로 긴 가장자리

DL 봉투 가로 긴 가장자리

C5 봉투 가로 긴 가장자리

기타 봉투 세로 짧은 가장자리

1 급지 방향은 짧은 가장자리와 긴 가장자리 중에서 실제로 급지하는 방향이 아닌 MFP가 이미지를 페이지에 배치하는 위
치를 말합니다.

2 짧은 가장자리 방향으로 넣은 레터 또는 A4 크기 인쇄 용지를 MFP가 인식하려면 짧은 가장자리 인쇄가 활성화되어 있어
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레터 또는 A4 크기 인쇄 용지를 짧은 가장자리 급지 방향으로 넣기를 참조하십시오.

3 유니버설의 급지 방향은 다양합니다.



지원되는 인쇄 용지
79

용지 및 특수 용지 지침 이해

인쇄 용지 종류

인쇄 용지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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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지 ✓ ✓ ✓ ✓ ✓ ✓ ✓ ✓ ✓ ✓ ✓

카드 용지 ✓ ✓ ✓ ✓ ✓ ✓

투명 용지 ✓ ✓ ✓ ✓

종이 라벨1 ✓ ✓ ✓ ✓

본드 ✓ ✓ ✓ ✓ ✓ ✓ ✓ ✓ ✓ ✓ ✓

봉투 ✓ ✓ ✓

레터헤드 ✓ ✓ ✓ ✓ ✓ ✓ ✓ ✓ ✓ ✓ ✓

양식 용지 ✓ ✓ ✓ ✓ ✓ ✓ ✓ ✓ ✓ ✓ ✓

컬러 용지 ✓ ✓ ✓ ✓ ✓ ✓ ✓ ✓ ✓ ✓ ✓

1 이 MFP는 종이 라벨의 경우 인쇄 빈도가 낮을 것으로 예상하고 제작된 제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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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지 및 특수 용지 지침 이해

인쇄 용지 무게

인쇄 용지 종류

인쇄 용지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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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지 건식 인쇄 또는 
업무용 용지

• 용지함 1: 64 - 105 g/m2 
세로결(17 - 28 lb 본드)

• 기타 500매 용지함:
64 - 216 g/m2 세로결
(17 - 58 lb 본드)

64 - 216 g/m2 세로결
(17 - 58 lb 본드)

64 - 105 g/m2 세로결
(17 - 28 lb 본드)

카드 용지—최대

(세로결)1
카드용지 163 g/m2(90 lb) 120 g/m2(67 lb)

태그 163 g/m2(100 lb) 120 g/m2(74 lb)

표지 176 g/m2(65 lb) 135 g/m2(50 lb)

카드 용지—최대

(가로결)1
카드용지 199 g/m2(110 lb) 163 g/m2(90 lb)

태그 203 g/m2(125 lb) 163 g/m2(100 lb)

표지 216 g/m2(80 lb) 176 g/m2(65 lb)

투명 용지 레이저 프린터 138 - 146 g/m2

(37 - 39 lb 본드)
138 - 146 g/m2

(37 - 39 lb 본드)

라벨4 종이 180 g/m2

(48 lb 본드)
163 g/m2

(43 lb 본드)

통합 양식 감압지(MFP에 
먼저 입력)

135 - 140 g/m2

(36 - 37 lb 본드)
135 - 140 g/m2

(36 - 37 lb 본드)

원지
(세로결)

75 - 135 g/m2

(20 - 36 lb 본드)
75 - 135 g/m2

(20 - 36 lb 본드)

봉투2 아황산염, 목재 
비함유 또는 면 
최  100% 함유 
본드

60 - 105 g/m2

(16 - 28 lb 본드)3

1 135 g/m2 이상의 용지는 가로결이 좋습니다.
2 100% 면 함유율의 최  무게는 90 g/m2(24 lb 본드)입니다.
3 28 lb 본드 봉투는 면 함유율이 25%로 제한됩니다.
4 이 MFP는 종이 라벨의 경우 인쇄 빈도가 낮을 것으로 예상하고 제작된 제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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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지 및 특수 용지 지침 이해

마무리 장치에서 지원되는 용지 무게

인쇄 용지 종류

마무리 장치 용지 무게

출력함 1

출력함 2

오프셋 스태플 홀 펀치

용지 건식 인쇄 또는 
업무용 용지

64 - 105 g/m2 세로
결(17 - 28 lb 본드)

64 - 216 g/m2 세
로결(17 - 58 lb 
본드)

• 90 g/m2 세로
결(24 lb 본드) 
40매

• 64 - 75 g/m2 세
로결(17 - 20 lb 
본드) 50매

64 - 216 g/m2 세로
결(17 - 58 lb 본드)

카드 용지—최대

(세로결)

카드용지 163 g/m2(90 lb 본드) 권장하지 않음

태그 163 g/m2(100 lb 본드)

표지 176 g/m2(65 lb 본드)

카드 용지—최대

(가로결)

Index Bristol 199 g/m2(110 lb 본드) 권장하지 않음

태그 203 g/m2(125 lb 본드)

표지 216 g/m2(80 lb 본드)

투명 용지 레이저 프린터 138 - 146 g/m2(37 - 39 lb 본드) 권장하지 않음

통합 양식 감압지 140 - 175 g/m2

(최  47 lb 본드)
권장하지 않음

원지(세로결) 75 - 135 g/m2

(20 - 36 lb 본드)

라벨 — 
상단 제한1

종이 180 g/m2

(48 lb 본드)
권장하지 않음

봉투 아황산염, 목재 비
함유 또는 면 최  
100% 함유 본드

60 - 105 g/m2

(16 - 28 lb 본드)
권장하지 않음

1 이 MFP는 종이 라벨의 경우 인쇄 빈도가 낮을 것으로 예상하고 제작된 제품입니다. 



인쇄 용지 선택
82

용지 및 특수 용지 지침 이해

인쇄 용지 선택

MFP에 사용할 인쇄 용지를 올바르게 선택하면 인쇄 관련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다음 섹션에 MFP에 사용할 올바른 인
쇄 용지 선택에 한 지침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 용지

• 투명 용지

• 봉투

• 라벨

• 카드 용지

용지

최상의 인쇄 품질 및 급지 안정성을 위해 90 g/m2(24 lb) 건식 인쇄, 세로결 용지를 사용하십시오. 일반 업무용 용지도 만족할 
만한 인쇄 품질을 제공합니다.

Lexmark 부품 번호 12A5950 레터 크기 광택지 및 Lexmark 부품 번호 12A5951 A4 크기 광택지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용지를 량으로 구입하기 전에 항상 샘플 몇 장을 인쇄해 보십시오. 용지를 선택할 때 무게, 섬유 함유율 및 색상을 고려해
야 합니다.

LED 인쇄 프로세스는 MICR이 아닌 경우 용지를 230°C(446°F) 고온으로 가열합니다. 탈색이나 재단, 유해 가스 방출 없이 
이러한 고온을 견딜 수 있는 용지만 사용하십시오. 선택한 용지가 레이저 프린터에서 사용 가능한지 여부를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에 문의하여 확인하십시오.

용지를 넣을 때 용지 포장에서 권장되는 인쇄면을 확인한 후 그에 맞게 넣습니다. 용지함에 용지를 넣는 방법은 다음에서 확
인하십시오.

• 표준 또는 옵션 500매 용지함에 용지 넣기

• 다용도 급지장치에 넣기

• 2000매 이중 입력 용지함에 용지 넣기

• 2000매 고용량 급지장치에 용지 넣기

용지 특성

다음과 같은 용지 특성은 인쇄 품질과 안정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새로운 용지를 평가할 때 다음 지침을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Lexmark 웹 사이트 www.lexmark.com/publications에서 Card Stock & Label Guide(영어로만 제공)를 참조
하십시오.

무게

이 MFP는 표준 및 옵션 용지함에 세로결 용지 무게 60 - 176 g/m2(16 - 47 lb 본드)를, 그리고 다용도 급지장치에 세로결 용지 
무게 60 - 135 g/m2를 자동으로 급지할 수 있습니다. 60 g/m2(16 lb)보다 가벼운 용지는 단단함이 부족해서 올바르게 급지되
지 않고 걸릴 수 있습니다. 최상의 결과를 얻으려면 90 g/m2(24 lb 본드) 세로결 용지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182 x 257 
mm(7.2 x 10.1 인치)보다 좁은 용지를 사용하려면 무게가 90 g/m2(24 lb 본드) 이상인 것이 좋습니다.

말림

말림은 인쇄 용지의 가장자리가 휘는 성질입니다. 과도하게 말리면 용지 급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말림은 용지가 MFP
를 통과할 때 높은 온도에 노출될 때 일어납니다. 용지를 포장하지 않은 채로 열, 습기, 추위 및 건조한 환경에서 보관하는 경
우 용지함에 담겨 있다 하더라도 인쇄 전에 용지가 말려 급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매끄러움

용지의 매끈한 정도는 인쇄 품질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용지가 너무 거칠면 토너가 용지에 제 로 붙지 않아 인쇄 품질이 나
쁩니다. 용지가 너무 매끄러워도 용지 급지나 인쇄 품질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매끄러움은 100 ~ 300 셰필드 포인트
(Sheffield point)가 되어야 합니다. 150 ~ 250 셰필드 포인트의 매끄러움이 최상의 인쇄 품질을 보장합니다.

http://www.lexmark.com/pub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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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기

용지의 습도는 인쇄 품질과 MFP의 원활한 용지 급지 기능에 모두 영향을 줍니다. 용지를 사용하기 전까지는 원래 포장재에 
보관하십시오. 용지가 습도 변화에 노출되어 상태가 저하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용지가 원래 포장재에 있을 때 용지의 상태를 조절하십시오. 상태를 조절하려면 인쇄하기 전에 24 ~ 48시간 동안 MFP와 동
일한 설치 환경에 보관하여 용지가 새로운 조건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합니다. 보관 또는 운송 환경이 MFP 설치 환경과 현격
하게 다른 경우 상태 조절 시간을 며칠 더 연장하십시오. 용지가 두꺼울수록 재료의 양이 많기 때문에 상태 조절 기간이 더 
길어야 합니다.

결방향

결은 용지에서 섬유의 정렬 상태를 말합니다. 결은 용지 세로 방향으로 흐르는 세로결과 용지 가로 방향으로 흐르는 가로결
이 있습니다.

60 ~ 90g/m2(16 ~ 24 lb 본드) 용지의 경우 세로결 섬유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섬유 함유율

부분의 고품질 건식 인쇄 용지는 100% 화학 펄프로 만듭니다. 이런 섬유 함유율은 용지에 고도의 안정성을 유지하여 용지 
급지 문제가 줄고 인쇄 품질이 높아집니다. 면 등의 섬유를 함유한 용지는 용지 처리가 어려운 특성이 있습니다.

사용할 수 없는 용지

다음 용지는 MFP에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탄소 용지 없이 복사하기 위해 화학 처리된 용지. 무탄소 용지, CCP(Carbonless Copy Paper) 또는 
NCR(No Carbon Required) 용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 MFP를 오염시킬 수 있는 화학 물질이 있는 양식 용지

• MFP 퓨저의 온도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양식 용지

• ±0.09 이상의 위치 맞춤(페이지 상에서의 정확한 인쇄 위치)이 필요한 양식 용지. OCR(Optical Character 
Recognition) 양식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소프트웨어 응용 프로그램에서 위치를 맞춰서 성공적으로 인쇄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 코팅 용지(쉽게 지워지는 본드), 합성 용지, 감열 용지

• 가장자리가 똑바르지 않거나 표면 질감이 거친 용지 또는 말린 용지

• 사용 후 고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25%를 넘어 DIN 19 309를 만족하지 않는 재활용 용지

• 무게가 60 g/m2(16 lb) 미만인 재활용 용지

• 여러 부분으로 구성된 양식 또는 문서

용지 선택

용지를 올바르게 넣으면 용지 걸림이 예방되고 오류 없이 인쇄될 수 있습니다.

용지 걸림 또는 인쇄 품질 저하를 방지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 항상 손상되지 않은 새 용지를 사용하십시오.
• 용지를 넣기 전에 용지의 권장 인쇄면을 확인하십시오. 이 정보는 일반적으로 용지 포장에 나와 있습니다.
• 손으로 절단하거나 다듬은 용지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 동일한 소스에 크기, 무게 또는 종류가 다른 용지를 혼합하지 마십시오. 용지가 걸릴 수 있습니다.
• 전자/사진식 인쇄용으로 특별히 제작되지 않은 경우 코팅 용지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 자동 크기 감지를 지원하지 않는 소스를 사용할 때 반드시 용지 크기 설정을 변경하십시오.
• 인쇄 작업 중 또는 제어판에 사용 중이 표시되어 있는 동안에는 용지함을 제거하지 마십시오.
• 용지 종류, 용지 질감 및 용지 무게 설정이 올바른지 확인하십시오(이 설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소프트웨어 및 

설명서 CD의 메뉴 및 메시지 설명서에서 "용지 메뉴"를 참조하십시오).
• 소스에 용지를 올바르게 넣었는지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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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지를 앞뒤로 구부리십시오.용지를 접거나 구기지 마십시오. 평평한 바닥 위에서 용지의 가장자리가 고르게 되도
록 다듬으십시오.

양식 용지 및 레터헤드 선택

양식 용지 및 레터헤드에 인쇄할 때는 다음 지침을 따르십시오.

• 최상의 결과를 위해 60 ~ 90 g/m2 무게의 세로결 용지를 사용하십시오.
• 오프셋 평판 또는 오목판 인쇄 프로세스를 사용하여 인쇄된 양식 및 레터헤드만 사용하십시오.
• 표면 질감이 거친 용지는 피하십시오.

건식 복사기용으로 제작된 내열 잉크로 인쇄된 용지를 사용하십시오. 내열 잉크는 녹거나 유해 물질을 방출하지 않고 
230°C(446°F) 온도에 견뎌야 합니다. 토너의 레진에 영향을 받지 않는 잉크를 사용하십시오. 산화 방식 또는 오일식 잉크는 
이 요구 사항을 만족하지만 라텍스 잉크는 그렇지 않습니다. 잘 모르면 용지 공급업체에 문의하십시오. 

레터헤드와 같은 양식 용지는 녹거나 유해 물질을 방출하지 않고 최고 230°C(446°F)의 온도를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레터헤드 인쇄

선택한 레터헤드 양식 용지가 레이저 프린터에 사용 가능한지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에 문의하여 확인하십시오.

레터헤드에 인쇄할 때는 페이지 방향이 중요합니다. 용지 소스에 레터헤드를 넣을 때 다음 표를 참조하십시오.

용지 소스 또는 프로세스 인쇄면 페이지 위쪽

500매 용지함 • 단면 인쇄:
레터헤드의 인쇄된 면이 위로

• 양면 인쇄:
레터헤드의 인쇄된 면이 아래로

• 긴 가장자리 급지: 레터헤드 위쪽이 용지함 전
면으로 들어갑니다.

• 짧은 가장자리 급지: 레터헤드 위쪽이 용지함 
왼쪽으로 들어갑니다.

2000매 이중 입력 용지함 레터헤드가 용지함 앞으로 들어갑니다.

2000매 고용량 급지장치 • 단면 인쇄:
레터헤드의 인쇄된 면이 아래로

• 양면 인쇄:
레터헤드의 인쇄된 면이 위로

레터헤드가 용지함 앞으로 들어갑니다.

다용도 급지장치 • 긴 가장자리 급지: 레터헤드 위쪽이 MFP 전면
으로 들어갑니다.

• 짧은 가장자리 급지: 레터헤드의 상단이 마지
막으로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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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 용지

표준 용지함 및 다용도 급지장치에서 투명 용지를 급지합니다. MFP에 사용할 투명 용지는 량 구매하기 전에 샘플로 시험 
인쇄를 해 보십시오.

투명 용지 인쇄 시

• 반드시 MFP 드라이버 또는 MarkVision™ Professional에서 용지 종류를 투명 용지로 설정하여 MFP 손상을 방지하
십시오.

• 레이저 프린터용으로 특수 제작된 투명 용지를 사용하십시오. 투명 용지는 용해, 탈색, 오프셋, 유해 가스 방출 없이 
230°C(446°F)의 고온을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 인쇄 품질 문제를 예방하려면 투명 용지에 지문이 묻지 않게 하십시오.

• 투명 용지를 넣기 전에 용지들을 부채 모양으로 펼쳐서 서로 붙지 않도록 하십시오.

투명 용지 선택

이 MFP는 레이저 프린터용으로 제작된 투명 용지에 직접 인쇄할 수 있습니다. 인쇄 품질과 내구성은 사용하는 투명 용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프린터에 사용할 투명 용지는 량 구매하기 전에 항상 샘플로 시험 인쇄를 해 보십시오.

Lexmark에서는 레터 크기 투명 용지로 Lexmark 부품 번호 70X7240, A4 크기 투명 용지로 Lexmark 부품 번호 12A5010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용지 걸림을 예방하려면 용지 종류 설정을 투명 용지로 설정해야 합니다(이 설정에 한 자세한 내용은 발행물 CD에서 "용
지 종류"를 참조하십시오). 사용할 투명 용지를 230°C(446°F)까지 가열하는 레이저 프린터에 사용할 수 있는지 제조업체 또
는 공급업체에 문의하여 확인하십시오. 용해, 탈색, 오프셋, 유해 가스 방출 없이 이러한 고온을 견딜 수 있는 투명 용지만 사
용하십시오. 자세한 정보는 Lexmark 웹 사이트 www.lexmark.com/publications에서 Card Stock & Label Guide(영어로만 
제공)를 참조하십시오.

투명 용지는 다용도 급지장치와 표준 500매 용지함(용지함 1, 2)에서 자동으로 급지될 수 있습니다. 투명 용지와 출력함의 호
환성에 한 내용은 인쇄 용지 종류를 참조하십시오.

투명 용지는 주의해서 다루십시오. 투명 용지 표면에 지문이 묻으면 인쇄 품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봉투

다용도 급지장치에 봉투를 최고 10매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 MFP에 사용할 봉투는 량 구매하기 전에 샘플로 시험 인쇄를 
해 보십시오. 봉투를 넣는 방법은 다용도 급지장치에 넣기를 참조하십시오.

봉투 인쇄 시

• 최상의 인쇄 품질을 얻으려면 레이저 프린터용으로 제작된 고품질 봉투만 사용하십시오.
• 용지 메뉴에서 사용 중인 소스를 기준으로 용지 소스를 설정하고 용지 종류를 봉투로 설정한 다음 제어판, MFP 드
라이버 또는 MarkVision Professional에서 해당 봉투 크기를 선택하십시오.

• 최상의 결과를 얻으려면 90 g/m2(24 lb 본드) 용지로 만든 봉투를 사용하십시오. 면 함유율이 25% 이하인 경우에 
한해 500매 표준 용지함과 다용도 급지장치에 무게 105 g/m2(28 lb 본드)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 면 함유율이 100%
인 봉투는 90 g/m2(24 lb 본드)를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 손상되지 않은 새 봉투만 사용하십시오.
• 최상의 성능과 용지 걸림을 최소화하려면 다음과 같은 봉투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 과도하게 말려있거나 뒤틀린 봉투
– 서로 붙어 있거나 손상된 봉투
– 비닐 부분, 구멍, 절취선, 잘린 부분, 볼록한 부분이 있는 봉투
– 금속 걸쇠, 묶음 띠, 금속 재질 접이용 막 가 있는 봉투
– 겹쳐지는 디자인의 봉투
– 우표가 부착된 봉투
– 뚜껑을 밀봉하거나 닫은 상태에서 접착제 부분이 노출되어 있는 봉투
– 가장자리가 패이거나 모서리가 구부러진 봉투
– 마무리 부분이 거칠거나 구겨지거나 가로놓인 봉투

http://www.lexmark.com/pub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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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봉, 과도한 말림, 구겨짐, 유해 가스 방출 없이 230°C(446°F)의 고온을 견딜 수 있는 봉투를 사용하십시오. 사용하
려는 봉투에 해 의문 사항이 있는 경우 봉투 공급업체에 문의하십시오.

• 폭 가이드를 봉투의 너비에 맞게 조정하십시오.
• 크기가 다른 봉투를 한꺼번에 넣지 마십시오.
• 인쇄 시 고온다습(60% 이상)할 경우 봉투가 밀봉될 수 있습니다.

라벨

참고: 이 MFP는 종이 라벨의 경우 인쇄 빈도가 낮을 것으로 예상하고 제작된 제품입니다. 

MFP는 레이저 프린터용으로 제작된 많은 종류의 라벨(Vinyl 라벨 제외)에 인쇄할 수 있습니다. 라벨은 레터 크기, A4 크기, 
리갈 크기 시트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라벨 접착 부분과 앞면(인쇄 부분), 마무리 코팅은 230°C(446°F)의 온도와 25 psi(per 
square inch)의 압력을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MFP에 사용할 라벨은 량 구매하기 전에 샘플로 시험 인쇄를 해 보십시오.

라벨 인쇄, 특성, 디자인에 한 자세한 내용은 Lexmark 웹 사이트 www.lexmark.com/publications에서 Card Stock & 
Label Guide(영어로만 제공)를 참조하십시오.

라벨을 약 10,000 매 정도 인쇄한 시기에(또는 토너 카트리지를 교체할 때마다) 다음 단계를 수행하여 MFP 급지 안정성을 
유지하십시오.

1 5장의 용지를 인쇄합니다.

2 약 5초간 기다립니다.

3 5장의 용지를 더 인쇄합니다.

라벨 인쇄 시

• 용지 메뉴에서 용지 종류를 라벨로 설정하십시오. MFP 제어판, MFP 드라이버 또는 MarkVision Professional에서 
용지 종류를 설정하십시오.

• 하나의 소스에 용지 또는 투명 용지와 함께 라벨을 넣지 마십시오. 인쇄 용지를 혼합하면 급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
습니다.

• 라벨 뒷면 재질이 미끄러운 경우 사용하지 마십시오.

• 라벨 시트 전체를 사용하십시오. 시트 일부를 사용하면 인쇄 도중 라벨이 벗겨져 용지 걸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트를 일부만 사용하면 MFP와 카트리지가 오염될 수 있으며 접착제 오염으로 인한 오류는 보증을 적용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밀봉, 과도한 말림, 구겨짐, 유해 가스 방출 없이 230°C(446°F)의 고온을 견딜 수 있는 라벨을 사용하십시오.

• 라벨의 가장자리, 절취선, 다이컷 사이에서 1 mm(0.04 인치) 이내에 인쇄하지 마십시오.

• 시트의 가장자리까지 접착제가 있는 라벨 시트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가장자리에서 최소한 1 mm(0.04 인치) 이상 
떨어져 있는 곳에 부분 코팅된 것이 좋습니다. 접착제 재료가 MFP가 오염될 수 있고 적찹제 오염으로 인한 오류는 
보증을 적용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접착제의 부분 코팅이 불가능한 경우 앞쪽 여백에서 3 mm(0.125 인치) 부분을 제거하고 매트한 접착제를 사용해야 
합니다.

• 앞쪽 여백에서 3 mm(0.125 인치) 부분을 제거해야 라벨이 MFP 내에서 벗겨지지 않습니다.

• 세로 방향 인쇄가 좋으며 바코드 인쇄 시에 특히 권장됩니다.

• 접착제가 노출된 라벨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라벨 인쇄, 특성, 디자인에 한 자세한 내용은 Lexmark 웹 사이트 www.lexmark.com/publications에서 Card Stock & 
Label Guide(영어로만 제공)를 참조하십시오.

http://www.lexmark.com/pub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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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용지

한 겹으로 되어 있는 카드 용지는 습기, 두께, 질감 등과 같은 여러 가지 면에서 인쇄 품질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권장 무게 
및 인쇄 용지의 결방향에 한 내용은 지원되는 인쇄 용지를 참조하십시오.

MFP에 사용할 카드 용지는 량 구매하기 전에 샘플로 시험 인쇄를 해 보십시오.

인쇄 용지의 권장 무게는 인쇄 용지 무게를 참조하십시오.

카드 용지 인쇄 시

• 제어판, MFP 드라이버, MarkVision Professional에서 용지 메뉴의 용지 종류를 카드 용지로 설정하십시오. 용지 무
게는 카드 용지 무게로 설정하고 카드 용지 무게로 보통 또는 무거움을 설정하십시오. 제어판, MFP 드라이버, 
MarkVision Professional에서 이를 설정합니다. 163 g/m2(90 lb)보다 무거운 카드 용지에 무거움을 선택합니다.

• 양식 용지, 절취선, 홈은 인쇄 품질에 큰 영향을 미치며 인쇄 용지 처리 또는 걸림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가열되면 유해 가스를 방출할 수 있는 카드 용지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 MFP를 오염시킬 수 있으므로 화학물질로 제조된 양식 카드 용지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양식 카드 용지를 사용하면 
MFP에 반액체 및 휘발성 성분이 유입될 수 있습니다.

• 세로결 카드 용지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쇄 용지 보관

다음 지침을 따르면 용지 급지 문제 및 불균일한 인쇄 품질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최상의 결과물을 얻으려면 온도 약 21°C(70°F), 상  습도 40%인 환경에 용지를 보관하십시오.

부분의 라벨 제조업체는 온도 18 ~ 24°C(65 ~ 75°F), 상  습도 40 ~ 60%에서 인쇄할 것을 권장합니다.

• 용지 상자는 바닥에 직접 놓지 말고 팔레트나 선반 위에 보관하십시오.

• 용지를 본래의 상자에서 꺼내 개별 포장으로 보관하는 경우 평평한 면에 올려놓아 끝이 구부러지거나 휘지 않도록 
하십시오.

• 용지 포장의 위에는 아무 것도 올려놓지 마십시오.

• 용지를 MFP에 넣기 전까지는 원래 포장재에 보관하십시오.

용지 걸림 예방

올바른 인쇄 용지(용지, 투명 용지, 라벨 및 카드 용지)를 사용하면 오류 없이 인쇄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원되는 
인쇄 용지를 참조하십시오.

참고: MFP에 사용할 인쇄 용지는 량 구매하기 전에 샘플로 시험 인쇄를 해 보십시오.

올바른 용지를 선택하고 올바르게 넣는 것으로 부분의 용지 걸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용지함에 용지를 넣는 방법은 다
음에서 확인하십시오.

• 표준 또는 옵션 500매 용지함에 용지 넣기

• 다용도 급지장치에 넣기

• 2000매 이중 입력 용지함에 용지 넣기

• 2000매 고용량 급지장치에 용지 넣기

다음은 용지 걸림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되는 요령입니다.

• 권장되는 인쇄 용지만 사용하십시오.

• 인쇄 용지 소스에 너무 많이 넣지 마십시오. 소스에 적재 선 라벨로 표시되어 있는 최  높이를 넘겨서 용지를 넣지 
마십시오.

• 구겨지거나 접혀 있거나 젖었거나 휘어진 인쇄 용지를 넣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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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쇄 용지를 넣기 전에 살짝 구부려 바람을 불어넣고 말끔하게 정돈하십시오. 용지 걸림이 발생한 경우 다용도 급
지장치를 통해 한 번에 한 장씩 급지를 시도해 보십시오.

• 손으로 절단하거나 다듬은 인쇄 용지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 하나의 인쇄 용지 소스에 인쇄 용지 크기, 무게 또는 종류를 혼합하지 마십시오.

• 단면 또는 양면 인쇄 필요에 따라 소스에 권장되는 인쇄면으로 넣으십시오.

• 인쇄 용지를 올바른 환경에 보관하십시오. 인쇄 용지 보관을 참조하십시오.

• 인쇄 작업 도중 용지함을 제거하지 마십시오.

• 용지를 넣은 후 용지함을 확실히 밀어 넣으십시오.

• 용지함 가이드가 넣은 인쇄 용지의 크기에 맞게 적절히 위치하도록 하십시오. 가이드가 적재된 인쇄 용지를 너무 
꽉 조이고 있지 않도록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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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옵션 설치

주의: MFP를 설치한 후 메모리 또는 옵션 카드를 설치할 경우 MFP를 끄고 전원 코드를 뽑은 후 작업을 수
행하십시오.

카드(옵션)를 추가하여 MFP 메모리 용량 및 연결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옵션을 설치할 때 이 섹션의 지침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메모리 카드
– MFP 메모리
– 플래시 메모리

• 펌웨어 카드
– 바 코드
– 용지

– IPDS 및 SCS/TNe
– PRESCRIBE
– PrintCryption™

• 기타 옵션
– 외부 직렬 어댑터
– 트라이 포트 어댑터
– 적외선 어댑터
– USB/병렬 1284-C 인터페이스 카드
– Coax/Twinax 어댑터 
– 내부 인쇄 서버(내부 네트워크 어댑터 또는 INA라고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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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FP 시스템 보드 접근

MFP 메모리, 플래시 메모리 또는 옵션 카드를 설치하려면 MFP 시스템 보드에 접근해야 합니다.

주의: MFP의 전원을 끄고 플러그를 뽑은 후 계속합니다.

1 MFP 뒷면의 개폐판 나사를 풉니다.

2 MFP에서 개폐판을 분리해서 한 쪽에 놓아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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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그림에서 설치할 옵션용 커넥터의 위치를 확인하십시오.

옵션 카드 커넥터

프린터 메모리 카드 커넥터

플래시 메모리 또는 
펌웨어 카드 커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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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린터 메모리 카드 설치

다음 지침에 따라 프린터 메모리 카드를 설치하십시오.

참고: Lexmark용이더라도 다른 모델용으로 제작된 메모리 카드는 이 MFP에서 작동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시스템 보드 개폐판을 제거합니다(MFP 시스템 보드 접근 참조).

2 메모리 카드 커넥터의 양쪽 끝에 있는 고정 장치를 밀어서 엽니다.

3 메모리 카드의 포장을 풉니다.

경고: 프린터 메모리 카드는 정전기에 의해 쉽게 손상됩니다. MFP 프레임과 같은 금속 재질을 만진 후에 메
모리 카드를 만지십시오.

카드 가장자리에 있는 연결 지점을 만지지 마십시오. 포장재를 보관하십시오.

4 카드 밑면의 홈과 커넥터의 홈을 맞춥니다.

5 커넥터 양쪽의 고정 장치가 제자리에 끼워질 때까지 메모리 카드를 커넥터에 밀어 넣습니다.

카드를 완전히 고정하려면 약간의 힘을 가해야 할 수 있습니다.

6 고정 장치가 카드 끝에 있는 홈에 제 로 걸렸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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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래시 메모리 또는 펌웨어 카드 설치

참고: Lexmark용이더라도 다른 모델용으로 제작된 펌웨어 카드는 이 MFP에서 작동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시스템 보드 개폐판을 제거합니다 (MFP 시스템 보드 접근 참조).

2 플래시 메모리 또는 펌웨어 카드의 포장을 풉니다.

경고: 플래시 메모리 및 펌웨어 카드는 정전기에 쉽게 손상됩니다. MFP 프레임과 같은 금속 재질을 만진 후
에 카드를 만지십시오.

3 플래시 메모리 또는 펌웨어 카드의 잠금 클립을 잡고 카드의 플라스틱 핀을 시스템 보드의 구멍에 맞춥니다.

4 플래시 메모리 또는 펌웨어 카드를 제자리에 밀어서 고정시킨 후 잠금 클립을 놓습니다.

플래시 메모리 또는 펌웨어 카드의 커넥터 전체 길이가 시스템 보드에 닿아야 하며 시스템 보드의 커넥터에 고정되
어야 합니다.

커넥터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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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 카드 설치

경고: 옵션 카드는 정전기에 의해 쉽게 손상됩니다. MFP 프레임과 같은 금속 재질을 만진 후에 메모리 카드
를 만지십시오.

참고: 시스템 보드에 옵션 카드를 장착하려면 Phillips 소형 드라이버가 있어야 합니다.

1 시스템 보드 개폐판을 제거합니다 (MFP 시스템 보드 접근 참조).

2 카드의 포장을 풉니다. 포장재를 보관하십시오.

3 카드의 연결 지점을 시스템 보드의 커넥터에 맞추고 카드를 시스템 보드 커넥터로 밉니다.

4 덮개판에서 푼 나사(또는 카드와 함께 제공된 여분의 나사)를 끼웁니다.

5 나사를 조여서 카드를 단단하게 고정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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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 설치

개폐판 다시 끼우기

MFP 시스템 보드에 옵션을 설치한 후에는 다음 단계를 수행하여 개폐판을 다시 부착합니다.

1 개폐판 오른쪽의 탭을 MFP 슬롯에 맞춥니다.

2 개폐판을 오른쪽으로, 그리고 MFP 쪽으로 밉니다.

3 나사를 조입니다. 

4 MFP 전원 코드를 올바르기 접지된 콘센트에 다시 끼우고 MFP를 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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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MFP 유지보수

최적의 인쇄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완료해야 할 작업들이 있습니다. 이 장에서 이러한 작업들에 해 설명합
니다.

여러 사람이 MFP를 사용하는 경우 MFP 설치 및 유지보수를 담당할 주된 운영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인쇄 문제 및 유지보
수 작업에 해서는 이 운영자에게 문의하십시오.

가까운 Lexmark 공인 소모품 리점에 한 정보는 1588-1366으로 문의하거나 Lexmark 웹 사이트 www.lexmark.co.kr을 
확인하십시오.

소모품 보관

MFP 소모품을 보관할 장소로 서늘하고 깨끗한 곳을 선택하십시오. 소모품은 사용하기 전까지 원래 포장 그 로 오른쪽 면
이 위로 가게 보관하십시오.

소모품을 아래의 환경에 두지 마십시오.

• 직사광선

• 35°C(95°F) 이상의 온도
• 높은 습도(80% 이상)
• 염분이 함유된 공기
• 부식성 가스
• 다량의 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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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FP 유지보수

소모품 상태 확인

소모품 또는 유지보수가 필요하면 MFP 제어판에서 이를 알려줍니다. 터치 스크린 하단의 인쇄 상태 메시지 표시줄에서 
MFP의 준비 여부, 그리고 부족하거나 비어 있는 소모품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터치 스크린 하단의 상태 / 소모품을 
누르면 여러 용지함과 소모품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상태 / 소모품 화면이 열립니다.

복사

팩스 이메일

FTP

상태/
소모품

준비. 88 토너 부족.
시작하려면 아무 버튼이나 
누르십시오.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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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FP 유지보수

소모품 절약

응용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또는 터치 스크린으로 여러 설정을 활용하면 토너와 용지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설정 변경에 
한 자세한 내용은 소프트웨어 및 설명서 CD에서 메뉴 및 메시지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소모품 주문

소모품 주문 시 1588-1366으로 문의하거나 Lexmark 웹 사이트 www.lexmark.co.kr을 확인하십시오.

토너 카트리지 또는 포토컨덕터 주문

토너 부족 메시지가 나타나면 새 토너 카트리지를 주문해야 합니다. 

PC 장치 수명 경고 메시지가 나타나면 새 포토컨덕터를 주문해야 합니다.

현재의 토너 카트리지 또는 포토컨덕터로 더 이상 만족스럽게 인쇄되지 않을 때는 새로 준비해야 합니다. 다음 표는 소모품 
주문 시 필요한 부품 번호입니다.

소모품 메뉴 선택 항목 기능

토너 토너 명암: 메뉴 버튼 누름  프린
터 설정  품질 메뉴

인쇄 용지에 분사되는 토너의 양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값은 1(가장 
흐림)에서 10(가장 진함)까지입니다.

주:토너가 부족할 때 카트리지를 세게 흔들면 남아있는 토너가 분산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토너 카트리지 또는 포토컨덕터 주문을 참조하
십시오.

인쇄 용지 다면 인쇄: 메뉴 버튼 누름  프린
터 설정  마무리 메뉴

한 면에 이미지가 2페이지 이상 인쇄됩니다. 다면 인쇄의 값은 2 면, 3 
면, 4 면, 6 면, 9 면, 12 면, 16 면입니다. 다면 인쇄를 양면 인쇄 설정
과 함께 사용하면 용지 1장에 최  32페이지(앞면에 16개, 뒷면에 16
개)까지 인쇄할 수 있습니다.

양면: 메뉴 버튼 누름  프린터 
설정  마무리 메뉴

양면 인쇄는 양면 장치를 설치해야 사용할 수 있으며 용지의 양면에 
인쇄하는 기능입니다.

소프트웨어 응용 프로그램 또는 
MFP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인쇄 확
인 작업 전송

여러 장을 인쇄하는 경우 첫 번째 인쇄본을 먼저 확인한 후에 만족스
러우면 나머지를 인쇄할 수 있습니다. 작업이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인쇄 확인 작업에 한 자세한 내용은 보류 작업 인쇄 및 삭제를 참조
하십시오.

부품 번호 설명

X850H21G 토너 카트리지

X850H22G 포토컨덕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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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FP 유지보수

관리 키트

인쇄된 페이지가 300,000매에 이르면 디스플레이에 80 예정된 유지보수 알림이 나타나 MFP 유지보수 품목을 교체할 때임
을 알려줍니다. 디스플레이에 80 예정된 유지보수 알림이 맨 처음 나타날 때는 관리 키트를 주문하십시오. 관리 키트에는 
픽 롤러, 퓨저, 전송 롤러를 교체하는 데 필요한 모든 품목이 있습니다.

사용하는 MFP에 한 관리 키트 부품 번호는 다음 표를 참조하십시오. 

스태플 카트리지 주문

스태플 카트리지에는 3,000개의 스태플이 들어있습니다. 스태플 카트리지 3개 들이 팩을 주문하려면 부품 번호 25A0013을 
사용하십시오.

제어판 디스플레이에 스태플 부족 또는 비어 있는 스태플이 나타나면 장치를에 새 스태플 카트리지를 삽입하십시오. 자세
한 내용은 스태플러 개폐구 내부의 그림을 참조하십시오.

• 스태플 알람이 단일로 설정되어 있으면 MFP가 인쇄를 중단하면서 스태플 넣기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새 스태플 카
트리지를 설치하거나 실행을 눌러 메시지를 지우고 인쇄를 계속하십시오. 

• 스태플 알람이 연속으로 설정되어 있으면 스태플 넣기 메시지가 나타나면서 인쇄가 계속됩니다. 이 메시지가 나타
날 때 스태플 카트리지에 스태플 시트 일부가 남습니다. 이 시트 일부를 그 로 두십시오. 새 스태플 카트리지를 설
치하면 남은 스태플 시트도 올바르게 공급됩니다.

MFP 전압 부품 번호 

110 V 40X2375

220 V 40X2376

100 V 40X2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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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판 및 받침재 청소

1 문서 덮개를 엽니다.

2 깨끗하고 보풀이 없는 헝겊이나 면봉을 이소프로필 알콜(95%)에 적십니다.

3 헝겊 또는 면봉을 좌우로 움직이면서 평판과 받침재를 닦습니다.

4 문서 덮개를 닫습니다.

받침재

평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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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용지 걸림 해결

인쇄 용지를 주의 깊게 선택하고 올바르게 넣는 것으로 부분의 용지 걸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용지 걸림 예방에 한 자
세한 내용은 용지 걸림 예방을 참조하십시오. 용지 걸림이 발생할 경우 이 섹션에서 설명한 단계를 따르십시오.

용지 걸림 메시지를 지우려면 전체 용지 경로를 비운 다음 계속을 눌러 메시지를 지우고 인쇄를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용지 
걸림 복구가 켜짐 또는 자동으로 설정된 경우 용지 걸림이 발생한 페이지를 새로 인쇄하지만 자동 설정으로 반드시 해당 페
이지의 인쇄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용지 걸림 확인

MFP에 용지가 걸리면 해당되는 용지 걸림 메시지가 터치 스크린의 인쇄 상태 메시지 표시줄에 표시됩니다.

복사

팩스 이메일

FTP

상태/
소모품

200.01 용지 걸림, [x] 장 걸림 
출력함에 용지가 남아 있음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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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폐구 및 용지함

다음 그림은 용지 걸림이 발생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E

A

B

D

C

용지함 1–4

G

H

K

J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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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지 걸림 해결

용지 걸림 번호 이해

다음 표는 발생될 수 있는 용지 걸림과 해당 메시지를 없애는 데 필요한 조치를 나타냅니다. 용지 걸림 번호는 용지 걸림이 
발생한 영역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전체 용지 경로에서 걸린 용지를 제거하는 것이 발생 가능한 모든 용지 걸림을 해결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용지 걸림 해결

용지 걸림이 발생하는 지점이 몇 군데 있지만 용지 경로 전체를 확인하는 것이 용지 걸림을 해결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
다. 메시지에 나타난 용지 걸림 번호는 용지 걸림 위치를 나타냅니다.

참고: 다음의 용지 걸림 해결 지침은 순서가 맞지 않게 보일 수 있으나 신속하게 인쇄 경로를 깨끗이 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분류되었습니다.

250 용지 걸림

1 다용도 급지장치에서 용지를 제거합니다.

2 용지를 구부렸다가 편 다음 다시 쌓아 다용도 급지장치 안으로 넣습니다.

3 인쇄 용지를 넣습니다.

4 측면 가이드를 용지의 가장자리에 살짝 닿을 때까지 용지함 안쪽으로 밉니다.

5 계속을 누릅니다.

용지 걸림 조치

200–202 용지 걸림 도어 A를 열고 용지 걸림을 해결하십시오.

203 용지 걸림 도어 A와 도어 E를 열고 용지 걸림을 해결하십시오.

230 용지 걸림 도어 D를 열고 용지 걸림을 해결하십시오. 도어 A와 도어 E를 열고 용지 
걸림을 해결하십시오.

231 용지 걸림 도어 D를 열고 용지 걸림을 해결하십시오. 도어 A와 도어 E를 열고 용지 
걸림을 해결하십시오.

24x 용지 걸림 각 용지함을 열어 용지 걸림 상태의 용지를 제거하십시오.

250 용지 걸림 다용도 급지장치에서 모든 용지를 제거하고, 용지를 구부렸다가 쌓은 
다음 다용도 급지장치에 다시 넣고 가이드를 조정하십시오.

280-288 용지 걸림 메시지에 나타난 로 영역 F, G 또는 H를 검사한 후 용지 걸림을 해결
하십시오.

289 용지 걸림 스태플 카트리지를 분리한 후 걸린 스태플을 제거하십시오.

290, 291, 292, 294 용지 걸림 ADF 덮개와 스캐너 덮개를 열고 걸린 용지를 제거하십시오.

293 용지 걸림 원본 문서의 위치 선택, 스캔 중단 및 작업 종료, 스캔 다시 시작 또는 작
업 취소로 메시지를 없앱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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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x 용지 걸림

이 영역의 용지 걸림은 용지함의 경사진 표면 또는 둘 이상의 용지함에 걸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영역의 용지 걸림을 해
결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용지함을 엽니다. 필요한 경우 용지함을 MFP에서 완전히 분리합니다.

2 MFP 용지함 슬롯에서 매체를 제거합니다.

3 용지함에 구겨져 끼어 있는 용지가 있으면 제거합니다.

4 MFP에 해당 용지함을 끼웁니다.

5 계속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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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지 걸림 해결

2000매 고용량 급지장치(용지함 5)의 용지 걸림 해결

1 필요한 경우 다용도 급지장치를 닫습니다.

2 고용량 급지장치를 MFP에서 분리합니다.

3 상단 도어를 들고 용지 걸림 개폐구를 엽니다.



용지 걸림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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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지 걸림 해결

4 걸린 용지를 제거합니다.

5 용지 걸림 개폐구와 상단 도어를 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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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지 걸림 해결

6 고용량 급지장치를 MFP에 다시 끼웁니다.

7 계속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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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지 걸림 해결

200–202 용지 걸림

1 도어 A의 고정 장치를 눌러 엽니다.

주의: MFP 내부가 뜨거울 수 있습니다.

2 인쇄 용지를 위와 앞으로 잡아당깁니다.

경고: 인쇄 용지를 잡아당겨도 즉시 움직이지 않으면 잡아당김을 멈춥니다. 녹색 레버를 눌렀다 당기면 용
지를 좀 더 쉽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용지 조각도 모두 제거해야 합니다.

3 도어 A를 닫습니다.

4 계속을 누릅니다.



용지 걸림 해결
109

용지 걸림 해결

203 용지 걸림

1 도어 A의 고정 장치를 눌러 엽니다.

주의: MFP 내부가 뜨거울 수 있습니다.

2 도어 E의 고정 장치를 눌러 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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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쇄 용지를 위로 잡아 뺍니다.

4 도어 E를 닫습니다.

5 도어 A를 닫습니다.

6 계속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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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 용지 걸림

1 양면 장치 후면 도어 옆의 도어 D를 엽니다.

2 걸린 용지를 제거합니다.

3 도어 D를 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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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어 A의 고정 장치를 눌러 엽니다.

주의: MFP 내부가 뜨거울 수 있습니다.

5 도어 E의 고정 장치를 눌러 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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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인쇄 용지를 위로 잡아 뺍니다.

7 도어 E를 닫습니다.

8 도어 A를 닫습니다.

9 계속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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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 용지 걸림

1 양면 장치 후면 도어 옆의 도어 D를 엽니다.

2 걸린 용지를 제거합니다.

3 도어 D를 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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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어 A의 고정 장치를 눌러 엽니다.

주의: MFP 내부가 뜨거울 수 있습니다.

5 인쇄 용지를 위로 잡아 뺍니다.

경고: 인쇄 용지를 잡아당겨도 즉시 움직이지 않으면 잡아당김을 멈춥니다. 녹색 레버를 당기면 용지를 좀 
더 쉽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용지 조각도 모두 제거해야 합니다.

6 도어 A를 닫습니다.

7 계속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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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B 용지 걸림 해결

1 MFP에 2000매 고용량 급지장치가 있는 경우 이 급지장치를 밀어 MFP에서 분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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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어 B를 엽니다.

3 걸린 용지를 제거합니다.

4 도어 B를 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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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고용량 급지장치를 MFP에 다시 끼웁니다.

6 계속을 누릅니다.



용지 걸림 해결
119

용지 걸림 해결

영역 C 용지 걸림 해결

1 MFP에 2000매 고용량 급지장치가 있는 경우 이 급지장치를 밀어 MFP에서 분리합니다.

2 도어 C를 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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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걸린 용지를 제거합니다.

4 도어 C를 닫습니다.

5 고용량 급지장치를 MFP에 다시 끼웁니다.

6 계속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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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288 용지 걸림

이 메시지는 마무리 장치 용지 걸림을 나타냅니다. 다음은 마무리 장치의 용지 걸림을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영역 F 용지 걸림 해결

1 브리지 장치 도어를 들어올립니다.

2 걸린 용지를 제거합니다.

3 도어를 닫습니다.

4 계속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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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G 용지 걸림 해결

1 마무리 장치 도어를 엽니다.

2 제어판에 나타난 걸린 용지를 제거합니다.

3 도어를 닫습니다.

4 계속을 누릅니다.

영역 H 용지 걸림 해결

1 도어 H를 들어 올립니다.

2 걸린 용지를 제거합니다.

3 도어를 닫습니다.

4 계속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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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태플 걸림 해결

289 용지 걸림

용지 걸림 번호 289는 스태플러에 스태플이 걸렸음을 표시합니다. 이러한 경우 MFP에서 스태플 카트리지 홀더를 제거해야 
합니다.

1 MFP의 작동이 중지된 상태에서 마무리 장치의 도어 G(전면 도어)를 엽니다.

2 스태플 카트리지 홀더의 레버를 잡고 홀더를 오른쪽으로(사용자 쪽으로) 움직입니다.

3 컬러 탭을 확실히 잡아당겨 스태플 카트리지를 제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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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금속 탭을 사용하여 스태플 가드를 들어올린 다음 스태플 시트를 잡아당깁니다.

전체 시트를 폐기합니다.

5 스태플 가드에서 빠져 나와있는 스태플을 제거합니다.

6 카트리지 홀더 아래의 투명 커버를 통해 출입 경로에 걸려 있는 스태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7 스태플 가드가 찰칵하며 제자리로 고정될 때까지 아래로 누릅니다.

8 카트리지 홀더가 찰칵하며 제자리로 들어갈 때까지 스태플러로 확실하게 밀어넣습니다.

9 도어 G를 닫습니다.

제어판 디스플레이에 스태플러 준비 중이 나타납니다. 준비 중은 스태플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나타냅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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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F 용지 걸림 해결

290, 291, 292, 294 용지 걸림

1 ADF에서 원본 문서를 모두 제거합니다.

2 ADF 덮개 고정 장치를 올립니다.

3 ADF 덮개를 엽니다.

4 용지 가드를 올립니다.

5 용지 공급 휠을 왼쪽으로 돌려 걸린 용지를 빼냅니다.

6 ADF 덮개를 닫습니다.

용지 공급 휠

용지 공급 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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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문서 덮개를 올리고 걸린 용지를 제거합니다.

8 문서 덮개를 닫습니다.

9 계속을 누릅니다.

293 용지 걸림

293 용지 걸림은 MFP에 스캔 작업이 전송되었는데 ADF에는 원본 문서가 없음을 나타냅니다. 293 용지 걸림을 해결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 이 주의 메시지가 나타났을 때 활성 상태의 스캔 작업이 없으면 계속을 누릅니다. 그러면 메시지가 없어집니다.

• 이 주의 메시지가 나타났을 때 스캔 작업을 처리 중이면 작업 취소를 누릅니다. 그러면 작업이 취소되고 메시지가 
없어집니다.

• 용지 걸림 복구가 활성화된 경우 ADF 스캔을 누릅니다. 성공적으로 스캔된 페이지 바로 다음부터 ADF에서 다시 스
캔하기 시작합니다.

• 용지 걸림 복구가 활성화된 경우 평판 스캔을 누릅니다. 성공적으로 스캔된 페이지 바로 다음부터 평판에서 다시 스
캔하기 시작합니다.

• 용지 걸림 복구가 활성화된 경우 스캔 중단하고 작업 완료를 누릅니다. 성공적으로 스캔된 페이지를 마지막으로 스
캔 작업이 중단됩니다. 단, 작업이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성공적으로 스캔된 페이지는 복사, 팩스, 이메일, FTP 중
에서 해당하는 수신지로 전송됩니다.

• 작업 복구가 켜짐이고 작업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경우 작업 재시작을 누릅니다. 용지 걸림 메시지가 없어집니다. 
이전 작업과 매개변수가 동일한 스캔 작업으로 새로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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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판 밝기 조정

제어판 디스플레이 판독이 어려운 경우 설정 메뉴를 통해 LCD 밝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밝기

1 MFP가 켜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2 홈 화면에서 메뉴 버튼을 누릅니다.

3 설정을 누릅니다.

4 일반 설정을 누릅니다.

5 아래 화살표를 눌러 밝기를 나타냅니다.

6 밝기를 낮추려면 왼쪽 화살표를 누르고 높이려면 오른쪽 화살표를 누릅니다.

밝기 값은 5에서 100까지 조절할 수 있습니다(기본값 100).

7 제출을 누릅니다.

8 홈을 누릅니다.

출하 초기 설정 복원

제어판에서 맨 처음 MFP 메뉴에 들어가면 메뉴 값의 왼쪽에 별표(*)가 표시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별표는 출하 
기본 설정을 나타냅니다. 이 설정은 원래의 MFP 설정입니다 (출하 초기값은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제어판에서 새 설정을 선택할 경우 선택 제출 중이 나타납니다. 선택 제출 중 메시지가 사라지면 설정 옆에 별표가 나타나 
현재 사용자 기본 설정을 표시해줍니다. 이 설정은 새 설정을 저장하거나 출하 초기값을 복원하기 전까지 활성화됩니다. 출
하 시 설정된 원래의 MFP 기본값을 복원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경고: MFP 메모리(RAM)에 다운로드된 모든 자원(글꼴, 매크로 및 심볼 세트)이 삭제됩니다 단, 플래시 메
모리 또는 하드 디스크의 자원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1 MFP가 켜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2 홈 화면에서 메뉴 버튼을 누릅니다.

3 설정을 누릅니다.

4 일반 설정을 누릅니다.

5 아래 화살표를 눌러 기본값 복원을 나타냅니다.

6 왼쪽 또는 오른쪽 화살표를 눌러 지금 복원을 나타냅니다.

지금 복원을 누르면 다음을 제외하고 모든 메뉴 설정이 출하 초기값으로 돌아갑니다.

• 설정 메뉴의 제어판 표시 언어 설정
• 병렬 메뉴, 직렬 메뉴, 네트워크 메뉴, USB 메뉴의 모든 설정

7 제출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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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홈을 누릅니다.

화면 제한시간 종료 조정

화면 제한시간 종료 설정을 조정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MFP가 켜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2 홈 화면에서 메뉴 버튼을 누릅니다.

3 설정을 누릅니다.

4 일반 설정을 누릅니다.

5 아래 화살표를 눌러 화면 제한시간 종료를 나타냅니다.

6 시간을 줄이려면 왼쪽 화살표를 누르고 늘리려면 오른쪽 화살표를 누릅니다.

설정 가능한 범위는 15 ~ 300분입니다.

전원 절약 조정

전원 절약 설정을 조정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MFP가 켜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2 홈 화면에서 메뉴 버튼을 누릅니다.

3 설정을 누릅니다.

4 일반 설정을 누릅니다.

5 아래 화살표를 눌러 전원 절약을 나타냅니다.

6 시간을 줄이려면 왼쪽 화살표를 누르고 늘리려면 오른쪽 화살표를 누릅니다.

설정 가능한 범위는 2 ~ 240분입니다.

MFP 구성

이 MFP에는 정보 기술(IT) 보안 수준을 높이는 다양한 기능이 있습니다. 다음은 이러한 기능의 구성 방법입니다.

메뉴에 비밀번호 보호 설정

관리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무단 사용자가 제어판이나 EWS에서 MFP 구성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1 홈 화면에서 메뉴 버튼을 누릅니다.

2 설정을 누릅니다.

3 아래 화살표를 누르고 보안을 누릅니다.

4 아래 화살표를 누르고 비밀번호 생성/변경  고급 비밀번호 생성/변경을 누릅니다.

5 알파벳과 기타 문자로 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한 번 더 입력합니다. 비밀번호는 최소한 8자 이상이어야 합니다.

6 제출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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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고급 비밀번호로 어떤 구성 설정이 보호되는지 확인하려면 설정  보안  비밀번호 보호를 누릅니다.

참고: 설정  보안  비밀번호 보호, 그리고 설정  보안  비밀번호 생성/변경  사용자 비밀번호 생성/
변경을 차례로 눌러 고급 비밀번호와는 다른 비밀번호로 액세스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고급 비밀번호
와 사용자 비밀번호 모두로 액세스할 수 있는 메뉴는 설정  보안  비밀번호 보호를 통해 선택하십
시오.

참고: 고급 비밀번호와 사용자 비밀번호는 MFP 터치 스크린 제어판의 메뉴와 EWS 페이지 구성 섹션을 보
호합니다.

기능 액세스 제한

이 MFP는 다양한 방법으로 기능에 한 액세스를 인증합니다.

1 웹 브라우저를 엽니다. 주소줄에 다음 형식을 사용하여 구성하려는 MFP의 IP 주소를 입력합니다. 
http://ip_address/

2 구성을 클릭합니다.

3 기타 설정 아래의 보안을 클릭합니다.

g 인증 방법을 선택합니다.

h 제출을 누릅니다.

4 g 단계에서 선택한 인증 방법에 해당하는 설정 링크를 클릭합니다.

a 환경에 맞게 해당하는 정보를 입력합니다.

b 제출을 누릅니다.

5 기능 액세스를 클릭합니다.

a 각 기능마다 인증 수준을 설정합니다. 아무도 사용하지 못하게 하려면 꺼짐을 선택하십시오.

b 제출을 누릅니다.

참고: FTP는 기능 액세스 메뉴에서 활성화해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어판에서 메뉴 액세스 제한

제어판 터치 스크린으로 모든 메뉴에 한 액세스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액세스를 제한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홈 화면에서 메뉴 버튼을 누릅니다.

2 설정을 누릅니다.

3 아래 화살표를 누릅니다.

4 보안  기능 액세스  메뉴  비활성화를 누릅니다.

5 제출을 누릅니다.

드라이버에서 팩스 메뉴 항목 비활성화

1 홈 화면에서 메뉴 버튼을 누릅니다.

2 설정  팩스 설정  아날로그 팩스 설정  팩스 보내기 설정을 누릅니다.

3 아래 화살표를 누릅니다.

4 드라이버에서 팩스  꺼짐을 누릅니다.

5 제출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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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 잠금 사용자 번호(PIN) 설정

장치 잠금 사용자 번호로 MFP의 기능 상태를 잠그거나 잠금 해제할 수 있습니다. 잠겨 있는 MFP는 수신되는 모든 작업을 하
드 디스크에 자동으로 버퍼링합니다. 잠겨 있는 MFP의 하드 디스크에 있는 작업을 인쇄하려면 제어판에서 정확한 사용자 
번호를 입력해서 MFP의 잠금을 해제해야 합니다.

또한 MFP가 잠겨 있는 경우 MFP의 잠금 해제 기능 이외의 제어판의 기능을 일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참고: 이 설정은 하드 디스크가 내장된 MFP 모델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MFP가 잠겨져 있는 동안 백 채널 
데이터가 처리됩니다. 사용자 또는 이벤트 로그 등의 보고서는 MFP가 잠겨 있더라도 가져올 수 있습
니다.

1 홈 화면에서 메뉴 버튼을 누릅니다.

2 설정을 누릅니다.

3 아래 화살표를 누르고 보안을 누릅니다.

4 아래 화살표를 누르고 비밀번호 생성/변경  장치 잠금 사용자 번호 생성/변경을 누릅니다.

5 4자리 사용자 번호를 입력하고 한 번 더 입력합니다.

6 제출을 누릅니다.

장치 잠금 사용자 번호로 MFP 잠금

1 장치 잠금 버튼을 누릅니다.

2 4자리 장치 잠금 사용자 번호를 입력합니다.

장치 잠금 사용자 번호로 MFP 잠금 해제

1 장치 잠금해제 버튼을 누릅니다.

2 4자리 장치 잠금 사용자 번호를 입력합니다.

수신된 팩스 인쇄 비밀번호 설정

수신된 팩스를 인쇄할 때 비밀번호를 입력하도록 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웹 브라우저를 엽니다. 주소줄에 다음 형식을 사용하여 구성하려는 MFP의 IP 주소를 입력합니다. 
http://ip_address/

2 구성을 클릭합니다.

3 기본 설정에서 팩스 설정  아날로그 팩스 설정을 클릭합니다.

4 팩스 보류 중을 찾아 클릭합니다.

5 보류 팩스 모드에 항상 켜짐을 선택합니다.

6 필드에 팩스 인쇄 비밀번호를 정의합니다.

7 제출을 누릅니다.

보류 팩스를 인쇄하도록 해제

1 MFP 터치 스크린 제어판에서 보류 팩스 해제 버튼을 누릅니다.

참고: 보류 팩스 해제 버튼이 옅은 회색이고 그 위의 글자가 흐린 경우 이 버튼은 보류된 팩스 작업이 없어 비
활성화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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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의된 비밀번호를 팩스 인쇄 비밀번호 필드에 입력합니다. 

그러면 수신 및 보류된 팩스 작업이 모두 해제되어 인쇄가 가능해집니다. 

참고: 이 정의된 비밀번호는 수신된 팩스 인쇄 비밀번호 설정의 6 단계에서 만든 것입니다.

EWS(Embedded Web Server)를 이용한 보안 설정

네트워크 통신 보안 및 MFP 구성을 개선하려면 고급 보안 기능을 사용하십시오. 이 기능은 MFP의 웹 페이지를 통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급 비밀번호 설정

고급 비밀번호는 메뉴를 비밀번호로 보호할 때 사용합니다. 보안 모드, 그리고 MarkVision Professional과의 기밀 통신에 고
급 비밀번호 설정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터치 스크린 제어판에서 128 페이지 메뉴에 비밀번호 보호 설정의 지침에 따라 고급 비밀번호를 생성하지 않고 EWS에서 생
성할 수도 있습니다. 고급 비밀번호를 생성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웹 브라우저를 엽니다. 주소줄에 다음 형식을 사용하여 구성하려는 MFP의 IP 주소를 입력합니다. 
http://ip_address/

2 구성을 클릭합니다.

3 기타 설정 아래의 보안을 클릭합니다.

4 비밀번호 생성/변경을 클릭합니다.

5 고급 비밀번호 생성/변경을 클릭합니다.

6 알파벳과 기타 문자로 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한 번 더 입력합니다. 비밀번호는 최소한 8자 이상이어야 합니다.

7 제출을 누릅니다.

보안 EWS 사용

SSL(Secure Sockets Layer)을 통해 인쇄 장치 내에서 웹 서버로 안전하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기본 HTTP 포트 신 SSL 포
트에 연결하여 보다 안전하게 EWS 서버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SSL 포트 연결로 PC와 MFP 사이의 모든 웹 서버 네트워크 
통신이 암호화됩니다. 

SSL 포트에 연결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웹 브라우저를 엽니다.

2 주소줄에 다음 형식을 사용하여 구성하려는 MFP의 IP 주소를 입력합니다. 
https://ip_address/

SNMPv3(Simple Network Management Protocol 버전 3) 지원

SNMPv3 프로토콜을 통해 암호화 및 인증된 네트워크 통신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리자는 원하는 보안 수준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기 전에 설정 페이지에서 하나 이상의 사용자 이름 및 비밀번호가 설정되어야 합니다. MFP의 EWS를 통해 
SNMPv3를 구성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웹 브라우저를 엽니다. 주소줄에 다음 형식을 사용하여 구성하려는 MFP의 IP 주소를 입력합니다. 
http://ip_address/

2 구성을 클릭합니다.

3 기타 설정 아래의 네트워크/포트를 클릭합니다.

4 SNMP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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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MPv3 인증 및 암호화는 3가지 수준이 있습니다.

• 인증 및 암호화 안 함
• 암호화 없이 인증
• 인증 및 암호화

참고: 선택한 수준이 최소 보호 수준이 됩니다. MFP에서 SNMPv3 요청자와 협의 및 동의를 거쳐 이보다 높
은 수준의 보호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5 하위 항목 각각에 해 네트워크 환경에 맞게 설정을 표시합니다.

6 제출을 누릅니다.

SNMPv1 및 SNMPv2 비활성화

1 웹 브라우저를 엽니다. 주소줄에 다음 형식을 사용하여 구성하려는 MFP의 IP 주소를 입력합니다. 
http://ip_address/

2 구성을 클릭합니다.

3 기타 설정 아래의 네트워크/포트를 클릭합니다.

4 SNMP를 클릭합니다.

5 이 환경에서 SNMPv1 및 SNMPv2가 사용되지 않을 경우 활성화 체크상자를 클릭하여 선택을 취소합니다.

6 제출을 누릅니다.

IPSec(Internet Protocol Security) 지원

IP 보안 프로토콜은 네트워크 계층에서 통신 인증 및 암호화를 제공하므로 IP 프로토콜 상의 모든 응용 프로그램 및 네트워
크 통신이 안전해집니다. IPv4 및 IPv6을 모두 사용하여 IPSec이 MFP와 최  5개의 호스트 사이에 설정됩니다. EWS를 통
해 IPSec을 구성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웹 브라우저를 엽니다. 주소줄에 다음 형식을 사용하여 구성하려는 MFP의 IP 주소를 입력합니다. 
http://ip_address/

2 구성을 클릭합니다.

3 기타 설정 아래의 네트워크/포트를 클릭합니다.

4 IPSec을 클릭합니다.

두 가지 인증 유형이 IPSec에 지원됩니다.

• 공유 키 인증—모든 참가 호스트 사이에 ASCII 구가 공유됩니다. 네트워크 상의 몇몇 호스트만이 IPSec을 사용할 
경우 가장 구성하기 쉬운 방법입니다.

• 인증서 인증—호스트 또는 호스트 서브넷에서 IPSec 인증을 허용합니다. 호스트마다 공개/개인 키 쌍이 있어야 합
니다. 각 호스트마다 서명된 인증서가 있어야 하는 피어 인증서 검사가 기본적으로 사용됩니다. 또한 인증 기관 인
증서가 설치되어야 합니다. 각 호스트에는 서명된 인증서의 체 주체 이름에 식별자가 있어야 합니다.

참고: MFP와 호스트 사이에 IPSec이 구성된 후에는 IP 통신이 발생하려면 IPSec이 필요합니다.

5 하위 항목 각각에 해 네트워크 환경에 맞게 설정을 표시합니다.

6 제출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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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트 및 프로토콜 비활성화

TCP와 UDP 포트는 다음 세 가지 모드 또는 값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 비활성화—이 포트로 네트워크 연결 안 함
• 보안 및 비보안—보안 모드에서도 포트를 열어 놓음
• 비보안 전용—MFP가 보안 모드에 있지 않을 때만 포트를 열어 놓음

참고: 보안 모드를 활성화하려면 비밀번호가 설정되어야 합니다. 보안 모드가 활성화되면 보안 및 비보안으
로 설정된 포트만 열립니다.

EWS에서 TCP 및 UDP 포트에 모드를 구성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웹 브라우저를 엽니다. 주소줄에 다음 형식을 사용하여 구성하려는 MFP의 IP 주소를 입력합니다. 
http://ip_address/

2 구성을 클릭합니다.

3 기타 설정 아래의 네트워크/포트를 클릭합니다.

4 TCP/IP 포트 액세스를 클릭합니다.

5 나열된 포트 각각에 해 이전에 설명된 목록에서 해당하는 값을 선택합니다.

참고: 포트를 비활성화하면 MFP에서 기능이 비활성화됩니다.

6 제출을 누릅니다.

802.1x 인증 사용

MFP는 802.1x 포트 인증을 통해 인증을 거쳐야 액세스를 허용하는 네트워크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802.1x 포트 인증은 내
부 무선 인쇄 서버(옵션)의 WPA(Wi-Fi Protected Access) 기능과 함께 사용하여 WPA-엔터프라이즈 보안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802.1x 지원을 위해서는 MFP에 한 자격 증명 설정이 필요하며 인증 서버(AS)에서 MFP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AS는 일반
적으로 이름/비밀번호 조합 및 인증서가 포함된 유효한 자격 증명 세트를 제공하는 장치에 네트워크 액세스를 허용하며 유
효한 자격 증명 세트를 제공하는 MFP에 네트워크 액세스를 제공합니다. 자격 증명은 MFP의 EWS를 사용하여 관리할 수 있
습니다. 자격 증명의 일부로 인증서를 사용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웹 브라우저를 엽니다. 주소줄에 다음 형식을 사용하여 구성하려는 MFP의 IP 주소를 입력합니다. 
http://ip_address/

2 구성을 클릭합니다.

3 기타 설정 아래의 네트워크/포트를 클릭합니다.

4 인증서 관리를 클릭합니다.

필수 인증서 설치 후 EWS에 802.1x를 활성화 및 구성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웹 브라우저를 엽니다. 주소줄에 다음 형식을 사용하여 구성하려는 MFP의 IP 주소를 입력합니다. 
http://ip_address/

2 구성을 클릭합니다.

3 기타 설정 아래의 네트워크/포트를 클릭합니다.

4 802.1x 인증을 클릭합니다.

참고: 내부 무선 인쇄 서버(옵션)가 설치된 경우 802.1x 인증 신 무선을 클릭합니다.

5 활성 옆의 체크상자를 선택하여 802.1x 인증을 활성화합니다.

6 하위 항목 각각에 해 네트워크 환경에 맞게 설정을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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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출을 누릅니다.

기밀 인쇄 설정

기밀 인쇄 설정으로 사용자 번호 입력 시도 최  횟수를 지정하고 인쇄 작업에 한 만료 시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가 지정된 사용자 번호 입력 시도 최  횟수를 초과하면 해당 사용자의 모든 인쇄 작업이 삭제됩니다. 사용자가 지정된 시간 
내에 자신의 작업을 인쇄하지 않았을 경우 인쇄 작업은 삭제됩니다. 기밀 인쇄 설정을 활성화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웹 브라우저를 엽니다. 주소줄에 다음 형식을 사용하여 구성하려는 MFP의 IP 주소를 입력합니다. 
http://ip_address/

2 구성을 클릭합니다.

3 기타 설정 아래의 보안을 클릭합니다.

4 기밀 인쇄 설정을 클릭합니다.

5 잘못된 사용자 번호 입력을 몇 번까지 허용할지 값을 설정합니다. 제출된 기밀 인쇄 작업을 삭제하기까지의 최  
시간을 작업 만료에 설정합니다.

6 제출을 누릅니다.

하드 디스크 암호화

경고: 하드 디스크의 모든 자원이 삭제됩니다(플래시 메모리 또는 RAM에 저장된 자원은 영향을 받지 않습
니다).

참고: 이 설정은 내부에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가 내장된 MFP 모델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MFP를 끕니다. 10초간 기다립니다.

2 MFP를 켜면서 숫자판의 2와 6 버튼을 길게 누릅니다.

3 터치 스크린이 깜박이다가 화면에 아무것도 표시되지 않습니다. 잠시 기다립니다.

구성 메뉴가 나타납니다.

4 아래 화살표를 눌러 디스크 암호화로 이동합니다.

5 오른쪽 화살표를 눌러 디스크 암호화 메뉴로 들어갑니다.

6 활성화 옆의 오른쪽 화살표를 누르면 하드 디스크가 암호화됩니다.

내용이 삭제됩니다. 계속하시겠습니까? 가 나타납니다.

7 예를 눌러 계속 진행합니다.

디스크 암호화 진행률 표시줄이 나타납니다. 

경고: 완료될 때까지 MFP를 끄지 마십시오.

8 하드 디스크 암호화가 끝나면 뒤로를 눌러 구성 메뉴로 돌아갑니다.

9 종료하려면 구성 메뉴 종료를 누릅니다.

디스크 암호화를 비활성화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MFP를 끕니다. 10초간 기다립니다.

2 MFP를 켜면서 숫자판의 2와 6 버튼을 길게 누릅니다.

3 터치 스크린이 깜박이다가 화면에 아무것도 표시되지 않습니다. 잠시 기다립니다.

구성 메뉴가 나타납니다.

4 아래 화살표를 눌러 디스크 암호화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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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오른쪽 화살표를 눌러 디스크 암호화 메뉴로 들어갑니다.

6 비활성화 옆의 오른쪽 화살표를 누르면 하드 디스크가 해독됩니다.

내용이 삭제됩니다. 계속하시겠습니까? 가 나타납니다.

7 예를 눌러 계속 진행합니다.

디스크 포맷 중 진행 화면이 나타납니다.

경고: 완료될 때까지 MFP를 끄지 마십시오.

8 하드 디스크 해독이 끝나면 뒤로를 눌러 구성 메뉴로 돌아갑니다.

9 종료하려면 구성 메뉴 종료를 누릅니다.

하드 디스크 완전 삭제

경고: 하드 디스크의 모든 자원이 영구적으로 삭제됩니다(플래시 메모리 또는 RAM에 저장된 자원은 영향
을 받지 않습니다).

참고: 이 설정은 내부에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가 내장된 MFP 모델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MFP를 끕니다. 10초간 기다립니다.

2 MFP를 켜면서 숫자판의 2와 6 버튼을 길게 누릅니다.

3 터치 스크린이 깜박이다가 화면에 아무것도 표시되지 않습니다. 잠시 기다립니다.

구성 메뉴가 나타납니다.

4 아래 화살표를 눌러 디스크 완전 삭제로 이동합니다.

5 오른쪽 화살표를 눌러 디스크 완전 삭제 메뉴로 들어갑니다.

6 지금 디스크 완전 삭제 옆의 오른쪽 화살표를 누르면 하드 디스크가 완전 삭제됩니다.

내용이 삭제됩니다. 계속하시겠습니까? 가 나타납니다. 

7 예를 눌러 계속 진행합니다.

디스크 완전 삭제 중 진행 화면이 나타납니다.

경고: 완료될 때까지 MFP를 끄지 마십시오.

8 하드 디스크 완전 삭제가 끝나면 뒤로를 눌러 구성 메뉴로 돌아갑니다.

9 종료하려면 구성 메뉴 종료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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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된 서버 목록 기능 사용

등록된 서버 목록은 시스템 지원 관리자가 네트워크에서 MFP와 통신할 호스트를 제한하도록 하는 기능입니다. 따라서 다른 
호스트에서는 MFP를 관리하거나 MFP에 인쇄할 수 없습니다.

참고: 등록된 서버 목록은 TCP 트래픽만 제한합니다. UDP 트래픽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최고 10개 호스트 
주소 또는 10개 네트워크 주소를 등록된 서버 목록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MFP의 EWS에서 등록된 서버 목록을 구성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웹 브라우저를 엽니다. 

2 주소줄에 다음 형식을 사용하여 구성하려는 MFP의 IP 주소를 입력합니다. 
http://ip_address/

3 구성을 클릭합니다.

4 기타 설정 아래의 네트워크/포트를 클릭합니다.

5 TCP/IP를 클릭합니다.

6 네트워크 통신을 허용할 주소 목록을 등록된 서버 목록 필드에 입력합니다. 111.222.333.444와 같은 형식을 사용
하고 쉼표로 구분합니다. 전체 서브넷을 표시하려면 서브넷 마스크 비트를 111.222.333.0/24와 같이 넣습니다.

7 제출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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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FP 메시지 이해

MFP는 상태 메시지, 주의 메시지, 서비스 메시지의 3가지 메시지를 표시합니다. 상태 메시지는 MFP의 현재 상태에 한 정
보를 제공합니다. 사용자가 조치할 사항은 없습니다. 주의 메시지는 사용자 조작이 필요한 MFP 문제를 경고합니다. 서비스 
메시지는 개입이 필요한 문제를 경고합니다. 이 때 MFP에서 인쇄가 중지되고 MFP 스스로 오류를 복구할 수 없습니다. MFP 
전원을 껐다 켜면 서비스 메시지 오류 조건으로부터 일시적으로 복구할 수 있습니다. MFP 메시지에 한 자세한 내용은 소
프트웨어 및 설명서 CD의 메뉴 및 메시지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온라인 기술 지원

Lexmark 웹 사이트 www.lexmark.co.kr에서 기술 지원을 확인하십시오.

응답하지 않는 MFP 확인

MFP가 응답하지 않는 경우 먼저 다음 사항을 확인하십시오.

• 전원 코드가 MFP에 연결되었고 전기 콘센트에 올바르게 접지되어 있는가.
• 스위치나 차단기로 전기 콘센트가 꺼져 있지 않은가.
• MFP가 서지 보호기, 무정전 전원 공급 장치 또는 연장 코드에 연결되어 있지 않은가.
• 이 콘센트에 연결된 기타 전기 장치가 작동 중인가.
• MFP가 켜져 있는가.
• MFP 케이블이 MFP와 호스트 컴퓨터, 인쇄 서버, 옵션 또는 기타 네트워크 장치에 제 로 연결되어 있는가.

이러한 사항을 확인한 후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 MFP를 끈 후 최소한 10초 정도 기다렸다가 다시 켜십시오. 이 방
법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 언어의 PDF 인쇄

증상 원인 해결책

일부 문서가 인쇄되지 않
습니다.

문서에 사용할 수 없는 글
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 Adobe Reader에서 인쇄할 문서를 엽니다.
2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인쇄 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3 이미지로 인쇄하기 상자를 선택합니다.
4 승인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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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판이 비어 있습니다. MFP 자체 테스트에 실패
했습니다.

MFP를 끈 다음 10초 정도 기다렸다가 다시 켜십시오.

준비 메시지가 나타나지 않으면 MFP를 끄고 서비스를 요청하십
시오.

USB 장치를 사용하면 메
시지 USB 장치 지원 안
됨이 나타납니다.

사용하고 있는 USB 장치
가 지원되지 않는 것이거
나 오류가 있습니다. 특정 
USB 플래시 메모리 장치
만 지원합니다.

테스트 및 승인된 USB 플래시 메모리 장치와 관련된 정보는 USB 
플래시 메모리 장치에서 인쇄를 참조하십시오.

작업이 인쇄되지 않습
니다.

MFP에서 데이터를 수신
할 준비가 안 되었습니다.

인쇄할 작업을 전송하기 전에 화면에 준비 또는 전원 절약이 표시
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지정된 출력함이 다 찼습
니다.

표준함에서 용지들을 제거하십시오.

지정된 용지함이 비어 있
습니다.

용지함에 용지를 넣으십시오.

잘못된 MFP 드라이브를 
사용 중이거나 파일로 인
쇄하는 중입니다.

• 사용자의 MFP에 맞는 MFP 드라이브를 사용 중인지 확인하십
시오.

• USB 포트를 사용 중이면 Windows 98/Me, Windows 2000, 
Windows XP, Windows Server 2003을 실행 중이고 
Windows 98/Me, Windows 2000, Windows XP, 
Windows Server 2003 호환 MFP 드라이브를 사용 중이어야 합
니다.

MarkNet™ N8000 내부 
인쇄 서버가 제 로 설
정 또는 연결되지 않았
습니다. 

네트워크 인쇄에 MFP가 제 로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프트웨어 및 설명서 CD 또는 Lexmark 웹 사이트
를 참조하십시오.

잘못된 인터페이스 케이
블을 사용 중이거나 케이
블이 제 로 연결되지 않
았습니다.

권장 인터페이스 케이블을 사용하십시오.

제 로 연결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보류 작업이 인쇄되지 않
습니다.

포맷팅 오류가 발생했습
니다.

• 작업을 인쇄하십시오(일부 작업만 인쇄됩니다).
• 작업을 삭제하십시오.
• 보류 작업 목록을 스크롤하고 MFP로 전송된 다른 작업을 삭제
하여 추가 MFP 메모리를 확보하십시오.

MFP에 메모리가 부족합
니다.

MFP에 잘못된 데이터가 
전송되었습니다.

작업을 삭제하십시오.

인쇄하는 데 예상 시간보
다 오래 걸립니다.

작업이 너무 복잡합니다. 작업에서 글꼴 수와 크기, 복잡한 이미지 수 및 페이지 수를 제거하
여 인쇄 작업을 간단하게 만드십시오.

페이지 보호가 켜짐으로 
설정되었습니다.

설정  일반 설정  인쇄 복원에서 페이지 보호를 끄기로 설정합
니다.

자세한 내용은 메뉴 및 메시지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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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린 용지함, 틀린 용지 
또는 특수 용지에서 작업
이 인쇄됩니다.

제어판 메뉴 설정이 용지
함에 넣은 용지와 일치하
지 않습니다.

MFP 드라이버에 지정된 용지 크기 및 용지 종류가 용지함에 있는 
용지 크기 및 종류와 일치하는지 확인하십시오.

잘못된 문자가 인쇄됩
니다.

호환되지 않은 병렬 케이
블을 사용 중입니다.

병렬 인터페이스를 사용 중이면 IEEE 1284 호환 병렬 케이블을 사
용 중인지 확인하십시오. 표준 병렬 포트에는 Lexmark 부품 번호 
1329605(10 ft) 또는 1427498(20 ft)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MFP가 16진 출력 모드입
니다.

디스플레이에 16진 준비가 나타나면 16진 출력 모드를 종료해야 
작업을 인쇄할 수 있습니다. MFP를 끈 후 10초 정도 기다렸다가 다
시 켜면 16진 출력 모드가 종료됩니다.

용지함 연결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용지함 연결이 제 로 구
성되지 않았습니다.

• 두 용지함의 용지 크기 및 종류가 모두 동일한지 확인하십시오.
• 용지함에 있는 용지 가이드가 올바른 크기 용지로 설정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 용지 메뉴에 크기 및 종류에 한 메뉴 값이 모두 올바르게 설정
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 자세한 내용은 용지함 연결 또는 메뉴 및 메시지 설명서를 참조
하십시오.

형 작업이 분류되지 않
습니다.

한부씩 인쇄가 켜짐으로 
설정되지 않았습니다.

마무리 메뉴 또는 프린터 드라이버를 통해 한부씩 인쇄를 켜짐으로 
설정하십시오.

주:드라이버에서 한부씩 인쇄를 꺼짐으로 설정하면 마무리 메뉴에 
있는 설정은 무시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메뉴 및 메시지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작업이 너무 복잡합니다. 작업에서 글꼴 수와 크기, 복잡한 이미지 수 및 페이지 수를 제거하
여 인쇄 작업을 간단하게 만드십시오.

MFP에 메모리가 부족합
니다.

MFP 메모리를 추가합니다.

예기치 않게 페이지가 나
눠집니다.

작업 시간을 초과했습
니다.

설정 메뉴에서 인쇄 제한시간 종료 값을 높게 설정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메뉴 및 메시지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증상 원인 해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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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해결책은 복사 문제 해결 요령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복사 요령을 참조하십시오.

스캔 품질 문제 해결

다음 해결책은 복사 문제 해결 요령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스캔 도움말을 참조하십시오.

증상 해결책

원치 않는 배경이 표시될 때: 복사  옵션  고급 이미지에서 배경 제거 설정을 조정합니다. 오른쪽 화살표를 사용
하여 배경을 제거합니다.

사진 모드를 사용하여 문서를 복
사할 때 원치 않는 패턴이 나타납
니다(구름 무늬).

복사  옵션  문서에서 인쇄 이미지로 문서 모드를 변경합니다.

검은색 텍스트가 너무 밝거나 나
타나지 않습니다.

• 복사  옵션  문서에서 문서 모드로 변경합니다.
• 복사  옵션  고급 이미지에서 배경 제거 설정을 조정합니다. 왼쪽 화살표를 눌러 
부족한 배경을 제거합니다.

• 복사  옵션  고급 이미지에서 비 설정을 조정합니다. 오른쪽 화살표를 눌러 
비를 높입니다.

• 복사  옵션  고급 이미지를 음영 세부 묘사를 조정합니다. 왼쪽 화살표를 눌러 
음영 세부 묘사를 낮춥니다.

• 복사 메뉴에서 명도를 조정합니다. 오른쪽 화살표를 눌러 명도 설정을 높입니다.

사본이 흐리거나 진하게 나타납
니다.

• 복사  옵션  고급 이미지에서 배경 제거 설정을 조정합니다. 왼쪽 화살표를 눌러 
부족한 배경을 제거합니다.

• 복사  옵션  고급 이미지를 음영 세부 묘사를 조정합니다. 왼쪽 화살표를 눌러 
과다 음영을 제거합니다.

증상 해결책

네트워크로 문서를 스캔할 경우 
파일 크기가 너무 큽니다.

• 옵션을 누른 후 해상도에서 출력 해상도를 낮춥니다.
• 옵션을 누른 후 문서에서 색상 옵션을 흑백으로 변경합니다.
• 옵션을 누른 후 문서에서 텍스트로 설정을 변경합니다.

네트워크로 문서를 스캔할 경우 
텍스트 문자가 선명하게 나타나
지 않습니다.

• 옵션을 누른 후 해상도에서 출력 해상도를 높입니다.
• 옵션을 누른 후 문서에서 텍스트로 설정을 변경합니다.

검은색 텍스트가 너무 밝거나 나
타나지 않습니다.

• 명도 설정을 조정합니다. 오른쪽 화살표를 눌러 명도 설정을 높입니다.
• 문서 모드를 텍스트로 변경합니다.
• 고급 이미지 설정에서 배경 제거 설정을 조정합니다. 왼쪽 화살표를 눌러 부족한 배
경을 제거합니다.

• 고급 이미지에서 비 설정을 조정합니다. 오른쪽 화살표를 눌러 비를 높입니다.
• 고급 이미지 설정에서 음영 세부 묘사를 조정합니다. 왼쪽 화살표를 눌러 음영 세부 
묘사를 낮춥니다.

원치 않는 배경이 표시될 때: 고급 이미지 설정에서 배경 제거 설정을 조정합니다. 오른쪽 화살표를 사용하여 배경
을 제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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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 품질 문제 해결

다음 해결책은 복사 문제 해결 요령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팩스 요령을 참조하십시오.

옵션 문제 해결

설치한 옵션이 제 로 작동하지 않거나 작동이 종료되면 다음 사항을 확인하십시오.

• MFP를 끈 다음 10초 정도 기다렸다가 다시 켜십시오.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MFP의 플러그를 뽑고 옵션과 MFP 
사이의 연결을 확인하십시오.

• 메뉴 설정 페이지를 인쇄하고 설치된 옵션 목록에 해당 옵션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없으면 다시 설치합니다. 자
세한 내용은 메뉴 설정 페이지 인쇄를 참조하십시오.

• 사용 중인 소프트웨어 응용 프로그램에서 해당 옵션이 선택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다음 표는 MFP 옵션 및 관련 문제 한 권장 조치를 나타냅니다. 권장 조치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서비스 담당자에게 문
의하십시오.

증상 해결책

팩스 문서 전송 시간이 오래 걸립
니다.

옵션을 누른 후 문서에서 설정을 텍스트로 변경하고 해상도를 표준으로 설정합니다.

전송한 팩스의 이미지가 선명하
지 않습니다.

옵션을 누른 후 문서에서 설정을 텍스트/사진 또는 사진으로 변경합니다.

출력 해상도를 높입니다.

주:스캔에 필요한 시간이 증가되고 팩스 출력의 품질도 높아집니다.

옵션 액션

서랍 • 서랍끼리(250매 서랍, 500매 서랍 또는 2000매 서랍) 또는 서랍과 양면 장치나 MFP가 제 로 연
결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 인쇄 용지를 제 로 넣었는지 확인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표준 또는 옵션 500매 용지함에 용지 
넣기를 참조하십시오.

양면 장치 • 양면 장치와 MFP가 제 로 연결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메뉴 설정 페이지에 양면 장치가 나열되
어 있어도 인쇄 매체가 양면 장치로 들어가거나 나올 때 용지 걸림이 발생한다면 MFP와 양면 장치
가 제 로 정렬되지 않은 것입니다. 

• 양면 장치의 전면 개폐 덮개가 제 로 설치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플래시 메모리 플래시 메모리가 MFP 시스템 보드에 제 로 연결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내부 인쇄 서버 • 내부 인쇄 서버(내부 네트워크 어댑터 또는 INA라고도 함)가 MFP 시스템 보드에 제 로 연결되었
는지 확인하십시오.

• 올바른 케이블을 사용 중이고 제 로 연결되었으며, 네트워크 소프트웨어가 올바르게 설정되었는
지 확인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MFP와 함께 제공된 소프트웨어 및 설명서 CD를 참조하십시오. 

용량 급지장치
(2000매 서랍)

2000매 서랍 문제 해결을 참조하십시오.

MFP 메모리 MFP 메모리가 MFP 시스템 보드에 제 로 연결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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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매 서랍 문제 해결

문제 해결책

넣는 문을 닫은 상태에서 엘리베이터 용지함이 
올라가지 않거나, 문을 열고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을 때 엘리베이터 용지함이 내려가지 않습
니다.

다음 사항을 확인하십시오.

• MFP가 2000매 서랍에 재 로 연결되었습니다.
• MFP 전원이 켜져 있습니다.
• 전원 코드가 2000매 서랍의 뒷면에 확실히 연결되었습니다.
• 전원 코드가 콘센트에 연결되었습니다.
• 콘센트에 전원이 켜져 있습니다.

예기치 않게 엘리베이터 용지함이 내려갑니다. MFP에 인쇄 용지가 부족하거나 용지가 걸렸는지 확인하십시오.

인쇄 용지가 두 장 이상 급지되었거나 잘못 급
지됩니다.

MFP 용지 경로에서 인쇄 용지를 제거하고 인쇄 용지를 제 로 넣었는지 
확인하십시오. 용지 묶음에서 맨 위와 아래에 있는 용지를 제거하고 넣습
니다.

용지가 걸립니다.

고무 급지 롤러가 인쇄 용지를 앞으로 밀지 않
습니다.

다음 사항을 확인하십시오.

• 전원 코드가 2000매 서랍의 뒷면에 확실히 연결되어 있는가.
• 전원 코드가 콘센트에 연결되었는가.
• 콘센트에 전원이 켜져 있는가.

서랍에 계속 용지가 잘못 급지되거나 걸리는가. 다음을 시도해 보십시오.

• 용지를 구부려 사용합니다.
• 인쇄 용지를 낱장씩 넘겨 달라붙지 않게 합니다.

다음 사항을 확인하십시오.

• 서랍을 제 로 설치했는가.
• 인쇄 용지를 올바르게 넣었는가.
• 인쇄 용지가 손상되지 않았는가.
• 인쇄 용지가 규격에 맞는가.
• 선택한 인쇄 용지 크기에 맞게 가이드를 놓았는가.

서비스 메시지 서비스 메시지는 서비스가 필요할 수도 있는 MFP 오류를 의미합니다.

MFP를 끈 다음 10초 정도 기다렸다가 다시 켜십시오.

오류가 다시 발생하면 오류 번호, 문제 및 자세한 설명을 적습니다. 서비
스를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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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지 급지 문제 해결

증상 원인 해결책

용지가 자주 걸립니다. MFP 사양에 맞지 않는 용지를 사
용 중입니다.

권장 용지 및 기타 특수 용지를 사용하십시오.

Lexmark 웹 사이트 www.lexmark.co.kr의 Card Stock & 
Label Guide(영어로만 제공)에서 자세한 사양을 확인하십
시오.

용지 걸림 예방 요령은 용지 걸림 예방을 참조하십시오.

용지 또는 봉투를 너무 많이 넣었
습니다.

넣은 용지가 용지함 또는 다용도 급지장치에 표시된 최  
용지 높이를 넘지 않는지 확인하십시오.

선택한 용지함의 가이드가 현재의 
용지 크기에 알맞은 위치로 설정되
지 않았습니다.

용지함에 있는 가이드를 올바른 위치로 옮기십시오.

습도가 높아 용지에 습기가 스며 
들었습니다.

새 포장의 용지를 넣으십시오.

용지를 넣기 전까지는 원래 포장재에 보관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인쇄 용지 보관을 참조하십시오.

걸린 용지를 제거한 후에
도 용지 걸림 메시지가 
계속 나타납니다. 

계속을 누르지 않았거나 전체 용지 
경로를 비우지 않았습니다.

전체 용지 경로를 비운 후 계속을 누르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용지 걸림 해결을 참조하십시오.

용지 걸림을 해결한 후 
용지 걸림이 발생한 페
이지가 다시 인쇄되지 
않습니다. 

설정 메뉴에서 용지 걸림 복구가 
꺼짐으로 설정되었습니다.

용지 걸림 복구를 자동 또는 켜짐으로 설정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메뉴 및 메시지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출력함에 공백 페이지가 
급지됩니다. 

인쇄 중인 용지함에 잘못된 용지 
종류를 넣었습니다.

인쇄 작업에 알맞은 용지 종류를 넣거나 용지 종류를 용지
함에 있는 용지 종류에 맞게 변경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메뉴 및 메시지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ADF에 원본 문서가 잘못 
급지되었습니다.

가이드가 제 로 조정되지 않았습
니다.

용지의 가장자리에 살짝 닿을 때까지 가이드를 조정하십
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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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 품질 문제를 해결하려면 "인쇄 결함 설명서"를 인쇄하여 반복되는 결함을 확인하십시오. 반복되는 결함이 나타나는 경
우 인쇄 품질 테스트 페이지를 인쇄하십시오.

인쇄 결함 가이드 인쇄

1 도움말 아이콘(?)을 누릅니다.

2 인쇄 결함 설명서를 누릅니다.

인쇄 품질 테스트 페이지 인쇄

1 MFP를 끕니다.

2 숫자판에서 2번 및 6번 키를 누른 채로 유지합니다.

3 버튼을 계속 누른 채 MFP를 켭니다.

MFP에 전원이 들어올 동안 약 10초간 버튼을 누르고 있다가 버튼에서 손을 뗍니다. MFP가 구성 메뉴로 들어갑
니다.

4 인쇄 품질 페이지를 누릅니다.

5 구성 메뉴 나가기를 누릅니다.

MFP가 다시 시작되고 홈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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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표는 인쇄 품질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입니다. 이 제안 사항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서비스를 요
청하십시오. MFP 부품을 조정하거나 교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 액션

너무 밝게 인쇄됩니다. • 토너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남아있는 토너를 활용하려면 양손으로 핸들을 잡아 카트리
지를 제거하십시오. 카트리지 화살표를 아래쪽으로 향하게 하고 토너 카트리지를 앞뒤, 
좌우로 여러 번 세게 흔들어 토너를 분산시키십시오. 카트리지를 다시 설치합니다. 흐
린 인쇄가 계속될 때까지 이 절차를 여러 번 반복하십시오. 흐린 인쇄가 계속되면 토너 
카트리지를 교체하십시오.

• 품질 메뉴에서 토너 명암 설정을 변경하십시오.
• 품질 메뉴에서 밝기 설정을 변경하십시오.
• 품질 메뉴에서 대비 설정을 변경하십시오.
• 울퉁불퉁한 인쇄 표면에 인쇄 중인 경우 용지 메뉴에서 용지 무게 및 용지 질감 설정을 
변경하십시오.

• 올바른 인쇄 용지를 사용 중인지 확인하십시오.
• 올바른 MFP 드라이버를 사용 중인지 확인하십시오.
• 설치 환경이 16 - 32°C(60 - 90°F)인지 확인하십시오.

토너가 번지거나 페이지 밖에 
인쇄됩니다.

• 울퉁불퉁한 인쇄 표면에 인쇄 중인 경우 용지 메뉴에서 용지 무게 및 용지 질감 설정을 
변경하십시오.

• 인쇄 용지가 MFP 사양에 속하는지 확인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용지 및 특수 용지 지
침 이해를 참조하십시오.

인쇄된 페이지 뒷면에 토너가 
보입니다.

전송 롤에 토너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방지하려면 인쇄할 작업의 용지 크기보다 작은 인
쇄 용지를 넣지 마십시오.

MFP 위 전면 덮개를 열었다 닫아서 MFP 설정 주기를 실행하고 전송 롤을 청소하십시오.

페이지에 토너가 번지거나 배
경 그림자가 나타납니다.

• 토너 카트리지가 올바르게 설치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 토너 명암 설정이 너무 어둡습니다. 품질 메뉴에서 토너 명암 설정을 변경하십시오.
• 환경이 Class B인지 확인하십시오.
• 차지 롤을 교체하십시오.
• 토너 카트리지를 교체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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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페이지가 흰색입니다. • 토너 카트리지에서 포장재를 제거했는지 확인하십시오. 
• 토너 카트리지가 올바르게 설치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 토너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남아있는 토너를 활용하려면 양손으로 핸들을 잡아 카트리
지를 제거하십시오. 카트리지 화살표를 아래쪽으로 향하게 하고 토너 카트리지를 앞뒤, 
좌우로 여러 번 세게 흔들어 토너를 분산시키십시오. 카트리지를 다시 설치합니다. 흐
린 인쇄가 계속될 때까지 이 절차를 여러 번 반복하십시오. 흐린 인쇄가 계속되면 토너 
카트리지를 교체하십시오.

페이지에 줄무늬가 보입니다. • 토너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남아있는 토너를 활용하려면 양손으로 핸들을 잡아 카트리
지를 제거하십시오. 카트리지 화살표를 아래쪽으로 향하게 하고 토너 카트리지를 앞뒤, 
좌우로 여러 번 세게 흔들어 토너를 분산시키십시오. 카트리지를 다시 설치합니다. 흐
린 인쇄가 계속될 때까지 이 절차를 여러 번 반복하십시오. 흐린 인쇄가 계속되면 토너 
카트리지를 교체하십시오.

• 양식 용지를 사용 중인 경우 잉크가 230°C(446°F)의 온도에서 번지지 않는지 확인하십
시오.

너무 어둡게 인쇄됩니다. • 품질 메뉴에서 토너 명암 설정을 변경하십시오.
• 품질 메뉴에서 밝기 설정을 변경하십시오.
• 품질 메뉴에서 대비 설정을 변경하십시오.
• 설치 환경이 16 - 32°C(60 - 90°F)인지 확인하십시오.

주: Macintosh 컴퓨터 사용자는 소프트웨어 응용 프로그램에서 인치당 작업수(lpi) 설정이 
너무 높게 설정되어 있지 않은지 확인하십시오.

문자가 고르지 않거나 가장자
리가 고르지 않습니다.

• 품질 메뉴에서 인쇄 해상도 설정을 600 dpi, 1200 dpi 또는 2400 Image Q로 변경하십
시오.

• 미세 라인 강화를 사용하십시오.

자세한 설정 정보는 148 페이지에 있는 표를 참조하십시오.

• 다운로드한 글꼴을 사용 중이면 MFP, 호스트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 응용 프로그램에서 
지원되는 글꼴인지 확인하십시오.

• 인쇄 용지 종류 및 인쇄 용지함 종류 설정이 일치하는지 확인하십시오.
• 올바른 MFP 드라이버를 사용 중인지 확인하십시오.
• 설치 환경이 16 - 32°C(60 - 90°F)인지 확인하십시오.

문제 액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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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일부 또는 전체가 검은
색으로 인쇄됩니다.

토너 카트리지가 올바르게 설치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작업이 인쇄되지만 위 여백
과 양쪽 여백이 올바르지 않
습니다. 

• 용지 메뉴에서 용지 크기 설정이 올바른지 확인하십시오.
• 소프트웨어 응용 프로그램에서 여백이 올바르게 설정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이미지가 흐립니다. • 용지 메뉴에서 용지 종류 설정이 올바른지 확인하십시오.
• 설치 환경이 Class B인지 확인하십시오.
• 차지 롤을 교체하십시오.
• 토너 카트리지를 교체하십시오.

인쇄 용지의 옆, 위, 아래 중에
서 일부가 잘립니다.

용지함에서 가이드를 현재 들어 있는 크기에 맞는 위치로 옮기십시오.

비뚤어지거나 기울어져서 인
쇄됩니다.

투명 용지 인쇄 품질이 좋지 
않습니다.

• MFP 제조업체에서 권장하는 투명 용지만 사용하십시오.
• 용지 메뉴에서 용지 종류 설정이 투명 용지로 설정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문제 액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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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메뉴 제어판 옵션을 조정하여 인쇄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세 라인 강화 및 회색 교정 옵션을 사용하여 인쇄 품질을 향상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런 설정은 드라이버 및 MFP 
내장 웹 서버(EWS) 인터페이스에 있습니다. 옵션에 한 자세한 내용은 드라이버 도움말을 참조하십시오.

메뉴 선택 용도 값†

인쇄 해상도 인쇄물의 해상도를 선택합니다. 600dpi*

1200 dpi

2400 Image Q

토너 명암 밝게 또는 어둡게 인쇄하여 토너 소비
량을 변경합니다.

1–10 기본 설정은 8*입니다.

밝게 인쇄하거나 토너를 절약하려면 낮
은 숫자를 선택합니다.

밝기 인쇄 그래픽 및 사진의 회색값을 조정
합니다.

-6 – +6 기본 설정은 0*입니다.

비 인쇄 그래픽 및 사진의 비를 조정합
니다.

0–5 기본 설정은 0*입니다.

†  별표(*)가 표시된 값은 출하 초기 설정입니다.

드라이버 옵션 용도 값†

미세 라인 강화 설계 도면, 지도, 전자 회로도, 흐름 차
트 같이 미세 라인 세부 묘사가 들어 있
는 파일에 적합한 인쇄 모드를 사용할 
수 있는 선택 항목입니다.

켜짐 드라이버에서 켜짐 또는 꺼짐을 선택합
니다.

꺼짐* 드라이버에서 켜짐 또는 꺼짐을 선택합
니다.

회색 교정 이미지에 적용된 비 향상을 자동으로 
조정합니다.

Auto=자동 드라이버에서 자동 도는 꺼짐을 선택합
니다.

꺼짐* 드라이버에서 자동 도는 꺼짐을 선택합
니다.

†  별표(*)가 표시된 값은 출하 초기 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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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기 규칙

참고: 참고는 도움이 되는 사항을 알릴 때 사용합니다.

주의: 주의는 사용자에게 해가 될 수 있는 사항을 알릴 때 사용합니다.

경고: 경고는 제품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를 손상시킬 수 있는 사항을 알릴 때 사용합니다.

전자파 방출 고지사항

FCC(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적합성 선언문

Part 15

이 장비는 테스트를 통해 미국 FCC Rules Part 15에 따라 Class A 디지털 장치의 제한 사항을 준수하는 것이 확인되었습니
다. 작동 시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1) 이 장치는 유해한 간섭을 일으키지 않으며 (2) 이 장치는 오작동을 발생
시키는 간섭을 비롯하여 수신된 모든 간섭을 수용해야 합니다.

FCC Class A 제한 사항은 장치를 상업적인 환경에서 사용할 때 유해 간섭에 한 적절한 보호 기능을 제공하도록 마련된 것
입니다. 이 장치를 지침에 따라 설치 또는 사용하지 않을 경우 장치가 무선 주파 에너지를 생성, 사용 및 방출하여 무선 통신
에 유해한 간섭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이 장치를 주거 지역에서 사용하는 경우 유해한 간섭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경
우 사용자가 자비로 간섭 현상을 시정해야 합니다.

제조업체는 권장 케이블 이외의 다른 케이블을 사용하거나 승인되지 않은 장치 변경 또는 수정으로 인해 발생된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간섭에 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승인받지 않은 변경이나 수정으로 인해 장치 조작 권한이 박탈될 수 있
습니다.

참고: Class A 컴퓨팅 장치의 전자파 장애에 한 FCC 규정 준수를 위해 병렬 연결용 Lexmark 부품 번호 
1329605 또는 USB 연결용 12A2405와 같이 올바르게 차폐 및 접지된 케이블을 사용하십시오. 올바
르게 보호 및 접지되지 않은 케이블로 체할 경우 FCC 규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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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치는 매우 낮은 전력의 매우 낮은 범위의 RF 통신을 사용하며 이는 간섭 현상을 전혀 일으키지 않는 것을 
테스트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제조업체는 최종 사용자가 자신의 구내에서 이 제품을 설치하고 작동하는 데 필요
한 권한 요구로 인해 지역 당국, 규제 기관 또는 조직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산업 캐나다 적합성 선언 

본 Class A 디지털 장치는 캐나다 간섭 발생 장치 규정 ICES-003의 모든 요건을 만족합니다.

Avis de conformité aux normes de l’industrie du Canada 

Cet appareil numérique de la classe A respecte toutes les exigences du Règlement ICES-003 sur le matériel brouilleur du 
Canada.

EC(유럽 공동체) 규격 부합

이 제품은 회원국의 EMC 및 일정 전압 내에서 사용하도록 설계된 전기 장비의 안전 관련법의 통합 및 무선 장비 및 통신 터
미널 장비에 관한 EC Council 규격 89/336/EEC, 73/23/EEC 및 1999/5/EC의 보호 요구 사항을 준수합니다.

준수 여부는 CE marking으로 표시합니다.

프랑스, 부완니, S.A.에 위치한 Lexmark International 제조 및 기술 지원 이사회가 본 EC 규격 요건 준수 선언에 서명했습
니다.  

이 제품은 EN 55022 제한 사항, EN 60950의 안전 요구 사항, ETSI EN 300 330-1 및 ETSI EN 300 330-2의 무선 스펙트럼 
요구 사항 및 EN 55024, ETSI EN 301 489-1 및 ETSI EN 301 489-3의 EMC 요구 사항을 만족합니다.

English

Hereby, Lexmark International Inc., declares that this Short Range 
Device is in compliance with the essential requirements and other 
relevant provisions of Directive 1999/5/EC.

Suomi

Valmistaja Lexmark International Inc. vakuuttaa täten että Short Range 
Device tyyppinen laite on direktiivin 1999/5/EY oleellisten vaatimusten ja 
sitä koskevien direktiivin muiden ehtojen mukainen.

Nederlands

Hierbij verklaart Lexmark International Inc. dat het toestel Short Range 
Device in overeenstemming is met de essentiële eisen en de andere 
relevante bepalingen van richtlijn 1999/5/EG

Bij deze verklaart Lexmark International Inc. dat deze Short Range 
Device voldoet aan de essentiële eisen en aan de overige relevante 
bepalingen van Richtlijn 1999/5/EC.

X850e, X852e, X854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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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nçais

Par la présente Lexmark International Inc. déclare que l'appareil Short 
Range Device est conforme aux exigences essentielles et aux autres 
dispositions pertinentes de la directive 1999/5/CE

Par la présente, Lexmark International Inc. déclare que ce Short Range 
Device est conforme aux exigences essentielles et aux autres 
dispositions de la directive 1999/5/CE qui lui sont applicables

Svenska

Härmed intygar Lexmark International Inc. att denna Short Range 
Device står i överensstämmelse med de väsentliga egenskapskrav och 
övriga relevanta bestämmelser som framgår av direktiv 1999/5/EG.

Dansk

Undertegnede Lexmark International Inc. erklærer herved, at følgende 
udstyr Short Range Device overholder de væsentlige krav og øvrige 
relevante krav i direktiv 1999/5/EF

German

Hiermit erklärt Lexmark International Inc., dass sich dieses Short Range 
Device in Übereinstimmung mit den grundlegenden Anforderungen und 
den anderen relevanten Vorschriften der Richtlinie 1999/5/EG befindet. 
(BMWi)

Hiermit erklärt Lexmark International Inc. die Übereinstimmung des 
Gerätes Short Range Device mit den grundlegenden Anforderungen 
und den anderen relevanten Festlegungen der Richtlinie 1999/5/EG. 
(Wien)

Ελληνικά

Με την παρούσα Lexmark International Inc. δηλώνει οτι Short 
Range Device συµµορφώνεται προς τις ουσιώδεις απαιτησεις 
και τις λοιπές σχετικές διατάξεις της οδηγίας 1999/5/EK.

Italiano

Con la presente Lexmark International Inc. dichiara che questo Short 
Range Device è conforme ai requisiti essenziali e alle altre disposizioni 
pertinenti stabilite dalla direttiva 1999/5/CE.

Español

Por medio de la presente Lexmark International Inc. declara que el Short 
Range Device cumple con los requisitos esenciales y cualesquiera otras 
disposiciones aplicables o exigibles de la Directiva 1999/5/CE

Português

Lexmark International Inc. declara que este Short Range Device está 
conforme com os requisitos essenciais e outras provisões da Directiva 
1999/5/CE.

Česky

Lexmark International Inc. tímto prohlašuje, že tento výrobek s typovým 
oznacením Short Range Device vyhovuje základním požadavkům a 
dalším ustanovením směrnice 1999/5/ES, které se na tento výrobek 
vztahují.

Magyar

Lexmark International Inc. ezennel kijelenti, hogy ez a Short Range 
Device termék megfelel az alapvető követelményeknek és az 1999/5/EC 
irányelv más vonatkozó ndelkezéseinek.

Eesti

Käesolevaga kinnitab Lexmark International Inc. seadme Short Range 
Device vastavust direktiivi 1999/5/EÜ põhinõuetele ja nimetatud 
direktiivist tulenevatele teistele asjakohastele sätetele.

Latviski

Ar šo Lexmark International Inc. deklar�, ka Short Range Device atbilst 
Direkt�vas 1999/5/EK b�tiskaj�m pras�b�m un citiem ar to saist�tajiem 
noteikumiem.



공지사항
152

공지사항

전파 장애 고지 사항

경고: 이는 Class A 제품입니다. 미국 내 환경에서 이 제품은 전파 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사
용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CCC EMC 고지사항

일본 VCCI 고지사항

제품에 다음 문구가 있는 경우 다음 문구가 적용됩니다.

Lithuanian

Lexmark International Inc. deklaruoja, kad irenginys Short Range Device 
tenkina 1999/5/EB Direktyvos esminius reikalavimus ir kitas sios 
direktyvos nuostatas

Maltese

Polski

Lexmark International Inc., deklarujemy z pelną odpowiedzialnością, że 
wyrób Short Range Device spełnia podstawowe wymagania i odpowiada 
warunkom zawartym w dyrektywie 1999/5/EC.

Slovak

Lexmark International Inc. týmto vyhlasuje, že tento Short Range Device 
vyhovuje technickým požiadavkám a ďalším ustanoveniam smernice 
1999/5/ES, ktoré sa na tento výrobok vz˙ahujú.

Slovenščina

S tem dokumentom Lexmark International Inc., izjavlja, da je ta Short 
Range Device v skladu z bistvenimi zahtevami in z drugimi ustreznimi 
določili Direktive 1999/5/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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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MIC 선언

제품에 다음 기호가 있는 경우 다음 문구가 적용됩니다.

본 장치는 업무용 제품으로 Type Approval/EMC 등록을 마쳤으며 주거 지역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BSMI EMC 고지사항

제품에 다음 기호가 있는 경우 다음 문구가 적용됩니다.

Part 68

이 장비는 FCC Rules Part 68, 그리고 ACTA(Administrative Council for Terminal Attachments)에서 채택한 요구 사항을 충족
합니다. 이 장비 뒷면에 다른 정보와 함께 US:AAAEQ##TXXXX 형식의 제품 ID가 기재된 라벨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전화 
회사에서 요청할 경우 이 번호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이 장비는 RJ-11C USOC(Universal Service Order Code) 잭을 사용합니다.

이 장비를 건물 배선과 전화망에 연결하는 플러그와 잭은 해당 FCC Rules Part 68과 ACTA 채택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
다. 준수하는 전화 코드와 모듈형 플러그가 이 제품과 함께 제공됩니다. 이 제품은 호환되는 모듈형 잭에 연결해야 하며 이 
잭 역시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설치 시트를 참조하십시오.

REN(Ringer Equivalence Number)은 전화선에 연결할 수 있는 장치의 수를 규정합니다. 전화선에 연결된 REN이 지나치게 
많으면 장치에 전화가 걸려와도 벨이 울리지 않습니다. 부분의 지역에서(전체는 아님) REN은 합이 5(5.0)를 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화선에 연결할 수 있는 장치의 수(총 REN의 수)를 확인하려면 현지 전화 회사에 문의하십시오. 2001년 7
월 23일 이후에 승인된 제품의 경우 US:AAAEQ##TXXXX 형식의 제품 ID에 REN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자리의 숫자가 
소수점이 제외된 REN입니다(예: 03은 REN 0.3). 이전에 승인된 제품은 라벨에 REN이 별도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장비로 인해 전화망이 손상되는 경우 전화 서비스가 일시적으로 중단될 수 있음을 사전에 통지하십시오. 사전 통지가 현
실적으로 어려울 경우 유사 시에 전화회사는 가능한 한 빨리 고객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또한 고객에게 FCC에 제소할 권리
가 있음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전화 회사에서 자사의 설비, 장비, 운영, 절차를 변경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변경이 이 장비의 작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
다. 이러한 경우 전화 회사에서 이러한 사실을 사전에 통지하여 사용자가 서비스의 중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
를 취해야 합니다.

이 장비를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수리 또는 보증 정보가 필요하면 Lexmark International, Inc. 웹 사이트 
www.Lexmark.co.kr을 참조하거나 현지 Lexmark 영업사원에게 문의하십시오. 이 장비로 인해 전화망이 손상되는 경우 전화 
회사에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장비를 차단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 장비에는 사용자가 직접 교체할 수 있는 부품이 없습니다. 수리 및 보증 정보는 Lexmark International, Inc.에 문의하십시오 
연락처 정보는 위에서 확인하십시오.

공동 전화에 연결하면 주 관세의 적용을 받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 공공시설위원회나 공공서비스위원회, 또는 기업위원회
에 문의하십시오.

가정의 전화선에 특별 배선 경보 장치가 연결되어 있는 경우 이 장비를 설치하면 경보 장치가 해제될 수 있으니 확인하십시
오. 경보 장치 해제의 원인에 한 의문 사항은 전화 회사 또는 전문 설치 기술자에게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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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화 회사들은 전압 서지(주로 낙뢰 과도현상)가 AC 전원에 연결된 고객의 단말기 장비에 아주 치명적인 위협임을 보
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 전반적으로 중 한 문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장치를 연결하는 AC 콘센트에 적절한 
AC 서지 보호기를 설치할 것을 권장합니다. 적절한 AC 서지 보호기란 UL(Underwriter's Laboratories), 다른 
NRTL(Nationally Recognized Testing Laboratory), 또는 현지 국가/지역에서 공인된 안전 인증 단체에서 인증한 정격 장치로 
정의합니다. 이 장치는 낙뢰 및 기타 전압 서지로부터 이 장비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1991년 제정된 전화소비자보호법(Telephone Consumer Protection Act)에서는 발신 페이지의 상/하단 여백이나 첫장에 발
신 날짜, 발신 사업체나 단체, 개인의 신원, 발신 장치 또는 그러한 사업체, 단체, 개인의 전화 번호가 분명하게 포함되어 있으
면 어떠한 메시지도 컴퓨터나 기타 전자 장비(팩스 등)로 보내지 못하도록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전화 번호에 
900 번호 또는 요금이 시내 또는 장거리 전송료를 넘는 기타 모든 번호는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정보를 팩스기에 프로그램하는 방법은 이 설명서에서 팩스 설정을 확인하십시오.

기타 통신 고지사항

캐나다 전화망 사용자를 위한 고지사항

이 제품은 해당 Industry Canada 기술 규격을 충족합니다.

REN(Ringer Equivalence Number)은 전화 인터페이스에 연결할 수 있는 단말기의 최  수를 표시한 것입니다. 모든 장치의 
REN의 합이 5를 넘지 않는다는 조건만 충족하면 어떠한 장치든지 조합해서 인터페이스 단말기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모뎀 
REN은 장비 뒷면의 제품 라벨에 있습니다.

현재 전화 회사들은 전압 서지(주로 낙뢰 과도현상)가 AC 전원에 연결된 고객의 단말기 장비에 아주 치명적인 위협임을 보
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 전반적으로 중 한 문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장치를 연결하는 AC 콘센트에 적절한 
AC 서지 보호기를 설치할 것을 권장합니다. 적절한 AC 서지 보호기란 UL(Underwriter's Laboratories), 다른 
NRTL(Nationally Recognized Testing Laboratory), 또는 현지 국가/지역에서 공인된 안전 인증 단체에서 인증한 정격 장치로 
정의합니다. 이 장치는 낙뢰 및 기타 전압 서지로부터 이 장비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장비는 CA11A 전화 잭을 사용합니다.

뉴질랜드 전화망 사용자를 위한 고지사항

다음은 Facsimile User Instructions에 한 특수 조건입니다.

단말기 품목에 한 Telepermit의 허가는 해당 품목이 네트워크 연결에 한 최소 조건을 준수함을 Telecom이 인정한 것임
을 나타냅니다. Telecom에서 제품을 추천하거나 보증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어떠한 품목이 다른 제조업체나 모델의 
Telepermit 기기의 다른 품목과 모든 면에서 정상 작동할 것임을 보증하지 않으며 어떠한 제품도 Telecom의 통신망 서비스
와 호환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Telecom의 111 응급 서비스에 자동으로 전화를 걸도록 이 장비를 설정해서는 안됩니다.

이 장비는 같은 전화선에 연결된 다른 장치로의 통화 전환을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른 Telecom 고객에 한 불법 행위를 구성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 장비를 사용하면 안됩니다.

Telecom의 Telepermit 조건을 준수하기 위한 일부 변수는 본 장치와 관련된 기기(PC)에 종속적입니다. 관련 장비는 Telecom 
규격을 준수하기 위한 아래 한계 범위 내에서 작동하도록 설정해야 합니다. 

• 한 번의 수동 통화 시도에 해 30분 안에 같은 번호로 10회 이상의 통화를 시도할 수 없습니다. 
• 이 장비는 통화 시도 간격이 30초 이상인 경우 온훅 상태로 전환합니다. 
• 다른 번호로 자동 통화를 하는 경우 통화 시도 간격이 5초를 넘지 않도록 장비를 설정해야 합니다. 

남아프리카 통신 고지사항

이 모뎀은 PSTN와 연결 시 승인된 서지 보호 장치와 함께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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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의 이 제품 사용

이 제품을 독일에서 사용하려면 요금 펄스를 수신하는 회선에 독일 요금 부과 톤 필터(Lexmark 부품 번호 14B5123)를 설치
해야 합니다. 독일 아날로그 회선에 요금 펄스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가입자가 요금 펄스를 회선에 적용하도
록 요청하거나 독일 전화망 제공업체에 문의하여 제거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요금 펄스는 가입자가 설치 시 
특별히 요청하지 않는 한 제공되지 않습니다.

스위스에서의 이 제품 사용

이 제품을 스위스에서 사용하려면 요금 펄스를 수신하는 회선에 스위스 요금 부과 톤 필터(Lexmark 부품 번호 14B5109)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 Lexmark 필터는 스위스의 모든 아날로그 전화선에 요금 펄스가 있을 때 사용해야 합니다.

소음 배출 수준

German GS mark notice

다음 방안은 ISO 7779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보고된 바 ISO 9296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모델: Lexmark X850e, X852e, X854e

기종: 7500-000, 7500-100, 7500-200

우편 주소

Lexmark Deutschland GmbH

Postfach 1560 

63115 Dietzenbach

실제 주소

Lexmark Deutschland GmbH

Max-Planck-Straße 12

63128 Dietzenbach

전화: 0180 - 564 56 44(제품 정보)

전화: 01805 - 00 01 15(기술 지원)

이메일: internet@lexmark.de

1미터 평균 음향 압력, dBA

인쇄 중 52

휴면 시 31

스캔 중 52

마무리 중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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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ERGY STAR

WEEE(Waste from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전기 및 
전자 장치 폐기 ) 규격

WEEE 로고는 EU 가입국에서 전자 제품의 특정 재활용 프로그램 및 절차를 나타냅니다. 제품의 재활용을 권장합니다. 재활
용에 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Lexmark 웹 사이트 www.lexmark.co.kr에서 현지 판매처 전화 번호를 알 수 있습니다. 

레이저 권고사항 라벨

레이저 고지사항 라벨이 MFP에 부착되어 있습니다.

LUOKAN 1 LASERLAITE

VAROITUS! Laitteen käyttäminen muulla kuin tässä käyttoohjeessa mainitulla tavalla saattaa altistaa käyttäjän 
turvallisuusluokan 1 ylittävälle näkymättömälle lasersäteilylle.

KLASS 1 LASER APPARAT

VARNING! Om apparaten används på annat sätt än i denna bruksanvisning specificerats, kan avnändaren utsättas för 
osynlig laserstrålning, som överskrider gränsen för laserklass 1.

레이저 고지사항

이 MFP는 미국 Class I(1) 레이저 제품에 한 DHHS 21 CFR 하위 규정 요건을 준수하며, 기타 지역에서는 IEC 60825-1 요
건을 준수하는 Class I 레이저 제품으로 인증되었습니다. 

Class I 레이저 제품은 유해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MFP 내부에는 770-795 나노미터 전자파 영역에서 작동하는 공칭 
5 밀리와트 갈륨 비화물 레이저인 Class IIIb(3b)가 포함됩니다. 이 레이저 시스템 및 MFP는 정상 작동 및 수리 시 또는 제시
된 서비스 조건 하에서 사용자가 Class I 수준 이상의 레이저 방사에 절  노출되지 않도록 설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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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판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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