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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되는 최대 구성
다음 표는 각 프린터, 옵션 및 프린터장에서 가능한 최대 구성을 보여줍니다.

각 행은 지원되는 최대 구성을 나타냅니다. 특정 행의 옵션 장치를 모두 선택하지 않고 일부만 선택하여 구성
할 수도 있습니다.

Lexmark CS310, CS410, CS510 시리즈
프린터(옵션 용지함 및 조정식 프린터 스탠드 35S8502 포함):

프린터(옵션 용지함 및 회전식 캐비닛 3073173 포함):

지원 프린터 모델: CS310n, CS310dn, CS410n, CS410dn, CS410dtn, CS510de, CS510dte

배치 옵션 650장 용지함 옵션 550장 용지함

1 2

데스크탑 또는 조정식 프린터 스탠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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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CS310n, CS310dn, CS410dtn, CS510dte에는 1대의 옵션 용지함만 구성할 수 있습니다.

• CS410n, CS410dn 및 CS510de에는 최대 2대의 옵션 용지함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Lexmark CS720 및 CS725 시리즈

2

3

1

범례:  – 기본    – 옵션

옵션

배치

부품 번호 치수 (높이, 너비, 깊이)
테이블 또는 데스
크탑 바닥

조정 가능한 프린터
스탠드

1 550장 용지함 3 3 3 40C2100 119 x 463 x 483 mm

(4.7 x 18.23 x 19인치)

2 조정 가능한 프린터 스
탠드

N/A 1 N/A 40C2300 521 x 653 x 625 mm

(20.5 x 25.7 x 24.6인치)

3 RFID 옵션* 1 1 1 40C0745 (NA)

40C0747 (EU)

119 x 463 x 483 mm

(4.7 x 18.23 x 19인치)

* 옵션 용지함 위에 RFID 옵션을 설치합니다 최대 2개의 옵션 용지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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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xmark CS820 시리즈
5

4

3

2

1

범례:  – 기본    – 옵션

옵션

배치

부품 번호 치수 (높이, 너비, 깊이)
테이블 또는 데
스크탑 바닥 캐스터 베이스

조정 가능한 프
린터 스탠드

1 550장 용지함 4 4 4 1 21K0567 120 x 558.8 x 522.4 mm

(4.7 x 22.0 x 20.6인치)

2 캐스터 베이스 N/A 1 N/A N/A 21K2501 108.5 x 662 x 658 mm

(4.27 x 26.1 x 25.9인치)

3 2200장 용지함* 1 1 1 N/A 21K0237 359 x 558.8 x 522.4 mm

(14.13 x 22.0 x 20.6인치)

4 조정 가능한 프린터
스탠드

N/A 1 N/A N/A 40C2300 521 x 653 x 625 mm

(20.5 x 25.7 x 24.6인치)

5 스태플 마무리 장치 1 1 1 1 42K2000 140.2 x 530 x 475.4 mm

(5.5 x 20.9 x 18.7인치)

* 2200장 용지함 설치 시에는 최대 3대의 550장 옵션 용지함을 사용합니다. 구성 하단에 2200장 용지함을 두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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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xmark CX310, CX410 및 CX510 시리즈
프린터(옵션 용지함 및 조정식 프린터 스탠드 35S8502 포함):

프린터(옵션 용지함 및 회전식 캐비닛 3073173 포함):

지원 프린터 모델: CX310n, CX310dn, CX410e, CX410de, CX510de

배치 옵션 650장 용지함 옵션 550장 용지함

1 2

데스크탑 또는 조정식 프린터 스탠드

참고:

• CX510de, CX410e 및 CX410de에는 최대 2대의 옵션 용지함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 CX310n 및 CX310dn에는 1대의 옵션 용지함만 구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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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xmark CX725 시리즈

2

3

1

범례:  – 기본    – 옵션

옵션

배치

부품 번호 치수 (높이, 너비, 깊이)
테이블 또는 데
스크탑 바닥

조정 가능한 프린
터 스탠드

1 550장 용지함 3 3 3 40C2100 119 x 463 x 483 mm

(4.7 x 18.23 x 19인치)

2 조정 가능한 프린터
스탠드

N/A 1 N/A 40C2300 521 x 653 x 625 mm
(20.5 x 25.7 x 24.6인치)

3 RFID 옵션* 1 1 1 40C0745 (NA)

40C0747 (EU)

119 x 463 x 483 mm

(4.7 x 18.23 x 19인치)

* 옵션 용지함 위에 RFID 옵션을 설치합니다 최대 2개의 옵션 용지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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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xmark CX820 시리즈

5

4

3
2

1

범례:  – 기본    – 옵션

옵션

배치

부품 번호 치수 (높이, 너비, 깊이)
테이블 또는
데스크탑 바닥

캐스터 베
이스

조정 가능한
프린터 스탠드

1 550장 용지함 4 4 4 1 21K0567 120 x 558.8 x 522.4 mm
(4.7 x 22.0 x 20.6인치)

2 캐스터 베이스 N/A 1 N/A N/A 21K2501 108.5 x 662 x 658 mm (4.27 x
26.1 x 25.9인치)

3 2200장 용지함* 1 1 1 N/A 21K0237 359 x 558.8 x 522.4 mm
(14.13 x 22.0 x 20.6인치)

4 조정 가능한 프린터
스탠드

N/A 1 N/A N/A 40C2300 521 x 653 x 625 mm
(20.5 x 25.7 x 24.6인치)

5 스태플 마무리 장치 1 1 1 1 42K2000 140.2 x 530 x 475.4 mm
(5.5 x 20.9 x 18.7인치)

* 2200장 용지함 설치 시에는 최대 3대의 550장 옵션 용지함을 사용합니다. 구성 하단에 2200장 용지함을 두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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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xmark CX825 및 CX860 시리즈

3

6

5

4

2

1

범례:  – 기본    – 옵션

옵션 배치 부품 번호 치수 (높이, 너비, 깊이)

테이블 또는
데스크탑 바닥

캐스터 베
이스

조정 가능한
프린터 스
탠드

1 550장 용지함 4 4 4 1 21K0567 120 x 558.8 x 522.4 mm
(4.7 x 22.0 x 20.6인치)

2 캐스터 베이스 N/A 1 N/A N/A 21K2501 108.5 x 662 x 658 mm
(4.27 x 26.1 x 25.9인치)

3 멀티포지션 스태
플, 홀 펀치 마무리
장치 (짧은 구성)1

N/A N/A 1 N/A 42K1267

42K1268

1156 x 621 x 574 mm
(45.5 x 24.4 x 22.6인치)

멀티포지션 스태
플, 홀 펀치 마무리
장치 (긴 구성)2

N/A N/A 1 N/A 42K1597

42K1598

1276 x 621 x 574 mm
(50.2 x 24.5 x 22.6인치)

4 2200장 용지함3 1 1 1 N/A 21K0237 359 x 558.8 x 522.4 mm
(14.13 x 22.0 x 20.6인치)

5 조정 가능한 프린터
스탠드

N/A 1 N/A N/A 40C2300 521 x 653 x 625 mm
(20.5 x 25.7 x 24.6인치)

6 스태플 마무리 장치 1 1 1 1 42K2300 159.3 x 543.8 x 475.4 mm
(6.3 x 21.4 x 18.7인치)

1 멀티포지션 스태플과 홀 펀치 마무리 장치(짧은 구성)을 설치하려면 프린터를 2개의 옵션 550장 용지함과 캐스터 베이
스 위에 두어야 합니다.
2 멀티포지션 스테이플과 홀 펀치 마무리 장치(긴 구성)을 설치하려면 3개의 옵션 550장 용지함과 캐스터 베이스 위 또
는 2200장 용지함과 캐스터 베이스 위에 두어야 합니다.
3 2200장 용지함 설치 시 최대 3대의 옵션 550장 용지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성 하단에 2200장 용지함을 두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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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xmark MS310, MS410, MS510, MS610 Series
프린터(옵션 용지함 및 조정식 프린터 스탠드 35S8502 포함):

프린터(옵션 용지함 및 회전식 캐비닛 3073173 포함):

지원 프린터 모델: MS310d, MS310dn, MS312dn, MS315dn, MS410d, MS410dn, MS415dn, MS510dn,
MS610dn 및 MS610de

배치 250장 또는 550장 용지함

1 2 3

데스크탑 또는 조정식 프린터 스탠드

참고:

• MS310d, MS310dn, MS312dn, MS315dn, MS410d, MS415dn 및 MS410dn에는 1대의 용지함만 구성할
수 있습니다.

• MS510dn, MS610dn 및 MS610de에는 최대 3대의 용지함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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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xmark MS710, MS810 시리즈

1

2

3

4

12

11

10

9

8

7

6

5

범례:  – 기본    – 옵션

옵션 부품 번호 치수 (높이, 너비, 깊이)

1 250장 용지함 40G0800 78.74 x 421.64 x 510.54 mm

(3.1 x 16.6 x 20.1 인치)250장 잠금형 트레이 40G0820

2 550장 용지함 40G0802 109.22 x 421.64 x 510.54 mm

(4.3 x 16.6 x 20.1 인치)550장 잠금형 트레이 40G0822

3 스페이서 40G0854 109.22 x 421.64 x 510.54 mm

(4.3 x 16.6 x 20.1 인치)

4 2100장 용지함 40G0804 350.52 x 421.64 x 510.54 mm

(13.8 x 16.6 x 20.1 인치)

5 캐스터 베이스 40G0855 106.68 x 594.36 x 693.42 mm

(4.2 x 23.4 x 27.3 인치)

6 조정 가능한 프린터 스탠드 40C2300 520.7 x 652.78 x 624.84 mm

(20.5 x 25.7 x 24.6 인치)

7 회전식 캐비닛 3073173 264.16 x 474.98 x 599.44 mm

(10.4 x 18.7 x 23.6 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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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 부품 번호 치수 (높이, 너비, 깊이)

8 4‑출력함 편지함 40G0852 271.78 x 421.64 x 383.54 mm

(10.7 x 16.6 x 15.1 인치)

9 출력 확장장치 40G0851 165.1 x 421.64 x 381 mm

(6.5 x 16.6 x 15 인치)

10 고용량 출력 확장장치 40G0853 309.88 x 421.64 x 335.28 mm

(12.2 x 16.6 x 13.2 인치)

11 스태플, 홀 펀치 마무리 장치 40G0849 246.38 x 434.34 x 513.08 mm

(9.7 x 18.2 x 20.2 인치)

12 스태플 마무리 장치 40G0850 246.38 x 434.34 x 414.02 mm

(9.7 x 17.1 x 16.3 인치)

옵션

배치

테이블 또는 데스
크탑 바닥 캐스터 베이스

조정 가능한 프린터
스탠드 회전식 캐비닛

250장 용지함1 4 4 4 4 4

250장 잠금형 트레이1

550장 용지함1

550장 잠금형 트레이1

스페이서2

2100장 용지함3, 4 N/A N/A 1 N/A N/A

캐스터 베이스5 N/A 1 N/A N/A N/A

조정 가능한 프린터 스탠드5 N/A 1 N/A N/A N/A

회전식 캐비닛 1 1 N/A N/A N/A

4‑출력함 편지함6, 9 3 3 3 3 3

출력 확장장치6, 7, 9

고용량 출력 확장장치7, 8 1 1 1 1 1

1 옵션 트레이는 순서와 관계없이 설치할 수 있습니다.
2 스페이서를 사용하려면 일단 설치한 후 다른 옵션 트레이를 그 위에 설치하십시오. 스페이서를 2100장 용지함과 함께
설치하지 마십시오.
3 2100장 용지함을 설치할 경우 최대 3대의 250 혹은 550장 용지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성 하단에 2100장 용지함
을 두십시오.
4 2100장 용지함에는 캐스터 베이스를 사용해야 합니다.
5 이 옵션은 바닥에 설치되어야 합니다.
6 4-출력함 편지함과 출력 확장장치를 순서와 상관없이 설치할 수 있습니다.
7 단일 출력 확장장치는 고용량 출력 확장장치 위에 놓일 수 있는 유일한 옵션입니다.
8 어떤 출력 옵션도 고용량 출력 확장장치 아래에 설치되어서는 안됩니다.
9 스태플 마무리 장치와 함께 사용시 이 옵션을 장치 아래에 두십시오.
10 스태플 마무리 장치는 구성 시 항상 위에 있어야 합니다. 추가 4-출력함 편지함 또는 출력 확장장치는 아래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11 스태플, 홀 펀치 마무리 장치는 다른 출력 옵션과 함께 사용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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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

배치

테이블 또는 데스
크탑 바닥 캐스터 베이스

조정 가능한 프린터
스탠드 회전식 캐비닛

스태플 마무리 장치10 1 1 1 1 1

스태플, 홀 펀치 마무리 장치11 1 1 1 1 1

1 옵션 트레이는 순서와 관계없이 설치할 수 있습니다.
2 스페이서를 사용하려면 일단 설치한 후 다른 옵션 트레이를 그 위에 설치하십시오. 스페이서를 2100장 용지함과 함께
설치하지 마십시오.
3 2100장 용지함을 설치할 경우 최대 3대의 250 혹은 550장 용지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성 하단에 2100장 용지함
을 두십시오.
4 2100장 용지함에는 캐스터 베이스를 사용해야 합니다.
5 이 옵션은 바닥에 설치되어야 합니다.
6 4-출력함 편지함과 출력 확장장치를 순서와 상관없이 설치할 수 있습니다.
7 단일 출력 확장장치는 고용량 출력 확장장치 위에 놓일 수 있는 유일한 옵션입니다.
8 어떤 출력 옵션도 고용량 출력 확장장치 아래에 설치되어서는 안됩니다.
9 스태플 마무리 장치와 함께 사용시 이 옵션을 장치 아래에 두십시오.
10 스태플 마무리 장치는 구성 시 항상 위에 있어야 합니다. 추가 4-출력함 편지함 또는 출력 확장장치는 아래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11 스태플, 홀 펀치 마무리 장치는 다른 출력 옵션과 함께 사용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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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테이블 혹은 데스크탑
구성

최대 회전형 캐비넷 구성 최대 캐스터 베이스 구성 최대 조정 가능한 프린터 스
탠드 구성

최대 4-출력함 편지함 구성 최대 고용량 출력 장치 확장
장치 구성

최대 스태플, 홀 펀치 마무리
장치

최대 스태플 마무리 장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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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xmark MX310, MX410 및 MX510 시리즈
프린터(옵션 용지함 및 조정식 프린터 스탠드 35S8502 포함):

프린터(옵션 용지함 및 회전식 캐비닛 포함):

지원 프린터 모델: MX310dn, MX410de, MX510de, MX511de, MX511dhe

배치 옵션 250장 또는 550장 용지함

1 2 3

데스크탑 또는 조정식 프린터 스탠드

참고:

• MX310dn 및 MX410de에는 1대의 옵션 용지함만 구성할 수 있습니다.

• MX510de, MX511de 및 MX511dhe에는 최대 3대의 옵션 용지함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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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xmark MX610 시리즈
프린터(옵션 용지함 및 조정식 프린터 스탠드 35S8502 포함):

프린터(옵션 용지함 및 회전식 캐비닛 포함):

지원 프린터 모델: MX610de, MX611de, MX611dhe

배치 옵션 250장 또는 550장 용지함

1 2 3

데스크탑 또는 조정식 프린터 스탠드

참고:

• MX611de와 MX611dhe에 옵션 스태플러도 구성할 수 있습니다.

• MX610de, MX611de 및 MX611dhe에는 최대 3대의 옵션 용지함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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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xmark MX710 Series
프린터(옵션 용지함 및 캐스터 베이스 40G0855 포함):

프린터(옵션 용지함 및 회전식 캐비닛 3073173 포함):

스페이서 40G0854:

참고:

• 프린터에 최대 4대의 용지함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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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린터의 2100장 용지함 구성 시 항상 캐스터 베이스를 사용하십시오.

지원 프린터 모델: MX710/MX711

배치 캐스터 베이스 250장 용지함 또는 스페이서1,2 550장 용지함 또는 스페이서1,2 2100장 용지함3

1 2 3 4 1 2 3 4

바닥

데스크탑4

1 250/550장 용지함은 순서와 관계없이 설치할 수 있습니다.
2 스페이서는 250장 또는 550장 용지함 아래에 설치해야 하며, 2100장 용지함과 함께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2100장 용지함은 항상 맨 아래에 설치해야 합니다.
4 캐스터 베이스는 바닥에 놓아야 합니다.

Lexmark MX810 Series
프린터(옵션 용지함 및 표준 캐스터 베이스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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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프린터에 최대 4대의 용지함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 프린터의 2100장 용지함 구성 시 항상 캐스터 베이스를 사용하십시오.

지원 프린터 모델: MX810, MX811, MX812

배치 캐스터 베이스 550장 용지함 2100장 용지함*

1 2 3 4

바닥

데스크탑

* 2100장 용지함은 다른 용지함과 함께 구성할 수 없으며 항상 맨 아래에 설치해야 합니다.

Lexmark MS911 및 MX910 시리즈
프린터(옵션 용지함 및 마무리 장치):

캐비닛 26Z0094:

지원 프린터 모델: MS911de, MX910de, MX911dte 및 MX912dx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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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옵션
배치 500장 용지함 2 개 2 2500장 용지함 3000장 용지함3 스태플 마무리

장치4,5
스태플, 홀 펀치 마
무리 장치

소책자 마무리
장치

바닥

캐비닛1

1 다른 옵션 하드웨어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캐비닛은 지원됩니다.
2 500장 용지함 2 개 는 2500장 용지함과 함께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3000장 용지함은 500장 용지함 2 개 , 2500장 용지함 또는 캐비닛이 설치된 경우에만 지원됩니다.
4 다른 마무리 장치가 설치된 경우 스태플 마무리 장치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5 MX912dxe에서는 스태플 마무리 장치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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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xmark C546dtn 및 X546dtn
프린터(옵션 용지함 및 회전식 캐비닛 포함):

지원 프린터 모델: C546dtn 및 X546dtn

참고: 부품 번호 3051710에는 1대의 옵션 용지함만 구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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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xmark C730 시리즈
프린터(옵션 용지함 및 캐스터 베이스 포함):

회전식 캐비닛 3052765:

지원 프린터 모델: C734 및 C736

배치 캐스터 베이스(선택 사
항)

옵션 550장 용지함 또는 4.8인치 스페이서 2000장 용지함(옵션)

1 2 3 4

바닥

바닥 *

데스크탑 또는 회전식 캐
비닛

* 캐스터 베이스(선택 사항)를 사용할 수 있지만 프린터의 안전한 작동을 위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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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xmark C740 시리즈
프린터(옵션 용지함 및 캐스터 베이스 포함):

회전식 캐비닛 3052765:

지원 프린터 모델: C746 및 C748

배치 캐스터 베이스(선택 사
항)

옵션 550장 용지함 또는 4.8인치 스페이서1 2000장 용지함(옵션)

1 2 3 4

데스크탑 또는 회전식 캐
비닛2

바닥

바닥 3

1 스페이서는 옵션 550장 용지함 아래에 설치해야 하며, 2000장 용지함과 함께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데스크탑 위에 프린터를 놓을 경우 프린터 높이는 옵션을 포함하여 1.3 m(51.18 인치)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캐스터 베이스(선택 사항)를 사용할 수 있지만 프린터의 안전한 작동을 위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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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xmark C792
기본 프린터:

Lexmark C792, 추가 용지함 및 캐스터 베이스 포함:

지원 프린터: C792

배치 옵션 캐스터 베이스 옵션 550장 용지함 옵션 2000장 용지함 옵션 출력함 옵션

1 2 3 4 1 1

데스크탑1

바닥

바닥 2

참고:

• 1 최대 권장 높이는 1.3 m(51.18 인치)입니다.

• 2 안전 작동을 위해 사용되지만 필수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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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xmark C925
Lexmark C925(추가 서랍 포함):

Lexmark C925(추가 서랍 및 캐스터 베이스로 변환된 프린터 스탠드 24Z0031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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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린터 스탠드 39V4339:

지원되는 프린터: C925

배치 프린터 스탠드 24Z0031 캐스터 베이스로 변환된 프린터 스탠드 24Z0031 550장 서랍식 용지함(선택 사항)

1 2 3

데스크탑

바닥

바닥

Lexmark C950 시리즈
Lexmark C950, 텐덤 입력 장치함, 고용량 용지함 및 소책자 마무리 장치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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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용지함 모듈 옵션:

1개의 용지함 모듈 옵션:

옵션 마무리 장치:

지원 프린터 모델: C950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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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 1개의 용지함
옵션

3개의 용지함
모듈

텐덤 입력 장
치함

고용량 용지함 옵션 소책자 마무리 장치
옵션

마무리 장치
옵션

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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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xmark T650 시리즈
Lexmark T65x(캐스터 베이스 39V3588 포함):

지원되는 프린터: T650, T652, T654, T656

프린터
모델

배치 2000장
용지함
(옵션)

양면 인쇄
장치

250장 용지함(옵션) 옵션 550장 용지함 또는 5.1인치
스페이서

캐스터 베이스
39V3588(선택 사
항)

1 2 3 4 1 2 3 4

T650,
T652,
T654, T656

데스크
탑 또는
회전식
캐비닛

예2 또는 아
니요1

T650 바닥 예1 3

아니요1

T652,
T654, T656

바닥 포함1 3

1 양면 인쇄 장치(선택 사항)는 Lexmark T650n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Lexmark T652dn, T654dn, T656의 경우 내부 양면 인쇄 장치가 표준 기능입니다.
3 캐스터 베이스(선택 사항)를 사용할 수 있지만 프린터의 안전한 작동을 위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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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린터
모델

배치 2000장
용지함
(옵션)

양면 인쇄
장치

250장 용지함(옵션) 옵션 550장 용지함 또는 5.1인치
스페이서

캐스터 베이스
39V3588(선택 사
항)

1 2 3 4 1 2 3 4

T650,
T652,
T654, T656

바닥 예2 또는 아
니요1

1 양면 인쇄 장치(선택 사항)는 Lexmark T650n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Lexmark T652dn, T654dn, T656의 경우 내부 양면 인쇄 장치가 표준 기능입니다.
3 캐스터 베이스(선택 사항)를 사용할 수 있지만 프린터의 안전한 작동을 위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Lexmark W850 및 X860de
프린터(옵션 용지함, 캐비닛 15R0140 및 마무리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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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프린터 모델: W850 및 X860de

배치 프린터 구성 캐비닛 표준 2 x 500장 용지함 옵션 2 x 500- 또는 850 + 1150‑용
지함

2000장 용지함
(옵션)

마무리 장치

용지함 1 용지함 2 용지함 3 용지함 4

바닥 A

회사

C

D

E

F

G

참고:

• 850 + 1150‑용지함은 2000‑용지함과 함께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옵션 2 x 500- 또는 850 + 1150‑용지함은 캐비닛과 함께 사용할 수 없습니다.

• 프린터를 마무리 장치와 함께 구성한 경우 항상 캐비닛을 사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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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xmark X650 시리즈
프린터(옵션 용지함 및 캐스터 베이스 16M1216 포함):

회전식 캐비닛 3052765:

지원 프린터 모델: X651e, X652e, X654e, X656e

프린터
구성

캐스터 베이스
(선택 사항)

데스크탑 또는
회전식 캐비닛

옵션 250장 용지함 옵션 500장 용지함 또는 5.1인치 스페
이서

옵션 2000
장 용지함

1 2 3 4 1 2 3

A

회사

C

D

E

F

G

H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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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린터
구성

캐스터 베이스
(선택 사항)

데스크탑 또는
회전식 캐비닛

옵션 250장 용지함 옵션 500장 용지함 또는 5.1인치 스페
이서

옵션 2000
장 용지함

1 2 3 4 1 2 3

J

참고:

• 스페이서는 옵션 250장 및 500장 용지함 아래에 설치해야 하며, 2000장 용지함과 함께 사용할 수 없습니
다.

• 2000장 트레이 구성시 항상 아래에 있어야 합니다.

• 캐스터 베이스 사용 시 옵션 용지함 또는 스페이서가 하나 이상 필요합니다.

Lexmark X658e

지원되는 프린터: Lexmark X658e

최대 4개의 550장 서랍식 용지함이 지원됩니다. 550장 서랍식 용지함 1개는 기본 장치의 일부이므로 프린터
를 구성할 때 선택 사항으로 최대 3개의 추가 서랍이 허용됩니다.

참고: 캐스터 베이스는 표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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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xmark X730 시리즈
프린터(옵션 용지함 및 캐스터 베이스 포함):

회전식 캐비닛 3052765

지원 프린터 모델: X734de, X736de, X738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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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린터 구성 배치 캐스터 베이스(선택
사항)

옵션 550장 용지함 또는 4.8인치 스페이서 2000장 용지함(옵
션)

데스크탑 또는
회전식 캐비닛

바닥 1 2 3 4

A

회사

C

D

E

참고:

• 스페이서는 옵션 550장 용지함 아래에 설치해야 하며, 2000장 용지함과 함께 사용할 수 없습니다.

• 2000장 용지함 구성시 항상 아래에 있어야 합니다.

• 캐스터 베이스 사용 시 옵션 용지함 또는 스페이서가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Lexmark X740 시리즈
프린터(옵션 용지함 및 캐스터 베이스 포함):

회전식 캐비닛 3052765:

지원 프린터 모델: X746 및 X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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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 캐스터 베이스(선택 사
항)

옵션 550장 용지함 또는 4.8인치 스페이서1 2000장 용지함(옵션)

1 2 3 4

데스크탑 또는 회전식 캐
비닛2

바닥

바닥 3

1 스페이서는 옵션 550장 용지함 아래에 설치해야 하며, 2000장 용지함과 함께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데스크탑 위에 프린터를 놓을 경우 프린터 높이는 옵션을 포함하여 1.3 m(51.18 인치)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캐스터 베이스(선택 사항)를 사용할 수 있지만 프린터의 안전한 작동을 위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Lexmark X792
Lexmark X792, 추가 용지함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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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xmark X792, 추가 용지함 및 캐스터 베이스 포함

지원 프린터: X792

배치 옵션 캐스터 베이스 옵션 550장 용지함 옵션 2000장 용지함 옵션 출력함 옵션

1 2 3 4 1 1

데스크탑3

바닥 1

1

1

바닥 2

1

참고:

• 1 필수

• 2 안전 작동을 위해 사용되지만 필수는 아닙니다.

• 3 최대 권장 높이는 1.3 m(51.18 인치)입니다.

Lexmark X925
Lexmark X925(추가 서랍 및 캐스터 베이스로 변환된 프린터 스탠드 24Z0031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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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린터 스탠드 24Z0031:

지원되는 프린터: X925

배치 프린터 스탠드 24Z0031 캐스터 베이스로 변환된 프린터 스탠드 24Z0031 550장 서랍식 용지함(선택 사항)

1 2 3

데스크탑

바닥

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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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xmark X950 시리즈
Lexmark X950de, 텐덤 입력 장치함, 고용량 용지함 및 소책자 마무리 장치 포함:

3개의 용지함 모듈 옵션:

1개의 용지함 모듈 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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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 마무리 장치:

지원 프린터 모델: X950de

배치 1개의 용지함
옵션

3개의 용지함
모듈

텐덤 입력 장
치함

고용량 용지함 옵션 소책자 마무리 장치
옵션

마무리 장치
옵션

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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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프린터 모델: X952dte 및 X954dhe

배치 고용량 용지함 옵션 소책자 마무리 장치 옵션 마무리 장치 옵션

바닥

캐스터 베이스 22G0544

캐스터 베이스22G0544(MFP용)

지원되는 MFP: X646e, X644e, X642e

프린터
구성

양면 인쇄
장치

250장 서랍식 용지함(선택 사항) 500장 서랍식 용지함(선택 사항) 10인치 캐
비닛(선택
사항)

2,000장 서랍식
용지함(선택 사
항)1 2 3 4 1 2 3 4

A

B

C

D

E

F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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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린터
구성

양면 인쇄
장치

250장 서랍식 용지함(선택 사항) 500장 서랍식 용지함(선택 사항) 10인치 캐
비닛(선택
사항)

2,000장 서랍식
용지함(선택 사
항)1 2 3 4 1 2 3 4

H

/I

J

• 양면 인쇄 장치(선택 사항)를 설치하는 경우:

– 양면 인쇄 장치는 항상 프린터 바로 아래에 설치해야 합니다.

– 모든 용지 처리 옵션 장치는 양면 인쇄 장치 아래에 설치해야 합니다.

• 2,000장 서랍식 용지함(선택 사항)은 모든 서랍 중에서 가장 아래에 오도록 설치해야 합니다.

• 10인치 캐비닛(선택 사항)은 모든 서랍 중에서 가장 아래에 오도록 설치해야 합니다.

• 여기에는 최소한 하나의 입력 서랍 또는 10인치 캐비닛(선택 사항)이 필요합니다.

캐스터 베이스 22G0544(스캐너 및 선반 21J0050 포함)

지원되는 프린터: T642, T642n, T644, T644

지원되는 스캐너: 4600

프린터
구성

MFP
옵션

양면 인
쇄 장치

250장 서랍식 용지함(선택 사항) 500장 서랍식 용지함(선택
사항)

10인치 캐
비닛(선택
사항)

2,000장 서랍
식 용지함(선
택 사항)

1 2 3 4 1 2 3

A

회사

C

D

E

F

G

• 양면 인쇄 장치(선택 사항)를 설치하는 경우:

– 양면 인쇄 장치는 항상 프린터 바로 아래에 설치해야 합니다.

– 모든 용지 처리 옵션 장치는 양면 인쇄 장치 아래에 설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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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장 서랍식 용지함(선택 사항)은 모든 서랍 중에서 가장 아래에 오도록 설치해야 합니다.

• 10인치 캐비닛(선택 사항)은 모든 용지함 중에서 가장 아래에 오도록 설치해야 합니다.

• 여기에는 최소한 하나의 입력 서랍 또는 10인치 캐비닛(선택 사항)이 필요합니다.

프린터 스탠드 16N1708

프린터 스탠드 16N1708(스캐너 선반 10B1755 포함 또는 미포함)

지원되는 프린터: C760 및 C762

지원되는 MFP: X762e

지원되는 스캐너: X4500

프린터 구성 MFP 옵션 양면 인쇄 장치 500장 서랍식 용지함(선택 사항)

1 2 3

A

회사

C

• 양면 인쇄 장치(선택 사항)를 설치하는 경우:

– 양면 인쇄 장치는 항상 프린터 바로 아래에 설치해야 합니다.

– 모든 용지 처리 옵션 장치는 양면 인쇄 장치 아래에 설치해야 합니다.

– MFP 옵션이 없는 프린터에서는 2,000장 서랍식 용지함(선택 사항)에 500장 서랍식 용지함(선택 사항)
이 더해진 최대 구성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프린터 스탠드 미포함).

– 2,000장 서랍식 용지함 및 양면 인쇄 장치 구성을 이용할 경우 500장 서랍식 용지함(선택 사항)이 필요
합니다

프린터 스탠드 16N1708(스캐너 선반 21J0055 포함 또는 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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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되는 프린터: C772 및 C782

지원되는 MFPs: X772e 및 X782e

지원되는 스캐너: 4600

프린터 구성 MFP 옵션 양면 인쇄 장치 500장 서랍식 용지함(선택 사항)

1 2 3

A

회사 X

C X

• 양면 인쇄 장치(선택 사항)를 설치하는 경우:

– 양면 인쇄 장치는 나열된 어떤 구성 옵션보다 우선하여 프린터 바로 아래에 설치해야 합니다.

– 모든 용지 처리 옵션 장치는 양면 인쇄 장치 아래에 설치해야 합니다.

• MFP 옵션이 없는 프린터에서는 2,000장 서랍식 용지함(선택 사항)에 500장 서랍식 용지함(선택 사항)이
더해진 최대 구성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프린터 스탠드 미포함). 2,000장 서랍식 용지함 및 양면 인쇄 장치
구성을 이용할 경우 500장 서랍식 용지함(선택 사항)이 필요합니다(양면 인쇄 장치 아래에 설치되는 첫 번
째 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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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사항

발행 공지
2017년 1월

다음 내용은 이러한 조항이 현지법과 상충하는 국가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LEXMARK INTERNATIONAL,
INC.는 상업성 또는 특정 목적의 적합성에 대한 묵시적 보증을 포함하여 어떠한 종류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보
증도 없이 "있는 그대로" 이 출판물을 제공합니다. 특정 거래에 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보증의 면책을 허용
하지 않는 국가에서는 이러한 조항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출판물에는 기술적으로 부정확한 내용이나 오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설명서의 정보는 정기적으로 변경
되며 변경 사항은 이후 개정판에 통합됩니다. 제품 또는 프로그램의 개선이나 변경은 언제든 수행될 수 있습
니다.

이 설명서에서 언급하는 특정 제품, 프로그램, 서비스는 일부 지역에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정 제품,
프로그램, 서비스에 대한 언급이 해당 제품, 프로그램, 서비스만을 사용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기존 저
작권을 위반하지 않는다면 기능상 동급의 제품, 프로그램, 서비스를 대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조자가 명시
적으로 지정하지 않은 다른 제품, 프로그램 또는 서비스와 함께 사용할 때의 평가 또는 검증은 사용자의 책임
입니다.

Lexmark 기술 지원 관련 정보는 http://support.lexmark.com을 참조하십시오.

소모품 및 다운로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ww.lexmark.com을 방문하십시오.

© 2017 Lexmark International, Inc.

All rights reserved.

상표

Lexmark와 Lexmark 로고는 미국 및 기타 국가에서 Lexmark International, Inc.의 등록 상표입니다.

그 밖의 모든 상표는 해당 소유권자의 재산입니다.

GOVERNMENT END USERS

The Software Program and any related documentation are "Commercial Items," as that term is defined in 48
C.F.R. 2.101, "Computer Software" and "Commercial Computer Software Documentation," as such terms are
used in 48 C.F.R. 12.212 or 48 C.F.R. 227.7202, as applicable. Consistent with 48 C.F.R. 12.212 or 48 C.F.R.
227.7202-1 through 227.7207-4, as applicable, the Commercial Computer Software and Commercial Software
Documentation are licensed to the U.S. Government end users (a) only as Commercial Items and (b) with
only those rights as are granted to all other end users pursuant to the terms and conditions here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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