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모품 설명서
미국에서 소모품을 주문하려면 1-800-539-6275로 문의하여 해당 지역의 Lexmark 공인 소모품 대리점에 대한 정보
를 얻으십시오. 다른 국가 또는 지역의 경우 Lexmark 웹 사이트(www.lexmark.com)를 방문하거나 프린터 구입처에
문의하십시오.

참고:

• 토너 용량 표시는 카트리지에 남은 토너의 추정 분량입니다.

• 프린터 소모품에 대한 수명은 Letter 또는 A4 크기의 일반 용지에 인쇄한다고 가정하여 추정합니다.

잉크 카트리지 주문

88 [색상] 카트리지 부족 또는 88 [색상] 카트리지 교체 메시지가 나타나면 새 카트리지를 주문하십시오.

카트리지 예상 용량은 ISO/IEC 19798 표준을 기준으로 합니다. 너무 낮은 밀도(1.25% 미만)로 장시간 인쇄하면 실
제 출력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토너가 완전히 소모되기 전에 카트리지 부품에 고장이 발생할 수 있습니
다.

권장 잉크 카트리지 및 부품 번호

부품 이름 Lexmark 반환 프로그램 카트리지 일반 카트리지

청록색 잉크 카트리지

청록색 초대용량 잉크 카트리지

C792A1CG

X792X1CG

C792A2CG

X792X2CG

자홍색 잉크 카트리지

자홍색 초대용량 잉크 카트리지

C792A1MG

X792X1MG

C792A2MG

X792X2MG

노랑색 잉크 카트리지

노랑색 초대용량 잉크 카트리지

C792A1YG

X792X1YG

C792A2YG

X792X2YG

검정색 잉크 카트리지

검정색 초대용량 잉크 카트리지

C792A1KG

X792X1KG

C792A2KG

X792X2KG

퓨저 또는 전송 모듈 주문

80 퓨저 수명 경고(80 Fuser Life Warning) 또는 83 전송 모듈 수명 경고(83 Transfer Module Life
Warning)가 나타나면 교체 퓨저 또는 전송 모듈을 주문합니다.

80 퓨저 교체(80 Replace Fuser) 또는 83 전송 모듈 교체(83 Replace Transfer Module)가 나타나면 새 퓨

저 또는 새 전송 모듈을 설치합니다. 설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부품과 함께 제공되는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부품 이름 부품 번호

퓨저(Fuser) 40X7102

40X7100

40X7101

전송 모듈(Transfer Module) 40X7103

폐토너통 주문

82 폐토너통 거의 다 찼음(Waste toner bottle nearly full)이 나타나면 새 폐토너통을 주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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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폐토너통 교체(Replace waste toner bottle)가 나타나면 폐토너통을 교체하십시오.

참고: 폐토너통은 재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부품 이름 부품 번호

폐토너통 C792X77G

ADF 교체 부품 주문

용지 이중 급지가 발생하거나 자동 문서 급지대를 통해 급지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있을 경우 ADF 교체 부품을 주
문하십시오.

부품 이름 부품 번호

ADF 픽 조립품 40X5188

분리 패드 40X5187

ADF 픽 패드 40X5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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