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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uCentre-V C2265 / C2263

*1: A4 가로.
*2: 당사 표준 원고(A4 LEF, 200 dpi, 메일박스)

*  사진은 복합기에 옵션(측면 트레이와 팩스 
키트)을 추가했을 때의 모습입니다.

흑백, 컬러
C2265 C2263

흑백, 컬러 흑백, 컬러
복사

2025
ppm*1 ppm*2

인쇄 스캔

55
팩스

Super G3

복사 프린트 팩스 스캔 DADF
Model-CPS

 : 표준     : 옵션

컴팩트한 사이즈, 무한한 가능성.
하이엔드 모델에 뒤지지 않는 고성능 복합기 DocuCentre-V C2265 / C2263.

컴팩트한 사이즈로 설치 공간의 제약이 덜하며, 다양한 비즈니스 상황에 맞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높은 해상도와 더불어, 누구나 사용하기 편리한 조작성을 겸비했습니다.

저소음 설계로 업무에 방해가 되지 않으며, 친환경성 또한 뛰어납니다.

진보된 오피스 솔루션으로 여러분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C2265 C2263

2025
ppm*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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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인 내부 출력 
트레이와 측면 
트레이를 장착하면, 
복사, 팩스, 프린트 
작업별로 출력 위치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납품서, 청구서 발송에 
꼭 필요한 봉투는 수동 
트레이에 급지하여 
간편하게 인쇄할 수 
있습니다.

선택 가능한 옵션

스테이플링 스테이플링
스테이플링

2홀 펀칭

2홀 펀칭＋중철

다채로운 옵션 , 다채로운 조합 .
다양한 형태의 설치 공간에 유연하게 대응합니다 .

1  Finisher-A1

4  1 트레이 모듈 6  3 트레이 모듈5   캐비닛 포함 1 트레이 모듈

2  Finisher B1 3   Booklet Maker Unit for 
Finisher B1

편리한 내부 출력 트레이, 봉투 급지가 가능한 수동 트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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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기 활용을 더욱 효율화

프린트

수신 팩스

FTP 전송
SMB 전송

이메일 
전송 스마트폰으로 팩스 

내용 확인

최고의 화질

에너지 절감 LED 프린트 헤드를 통한 출력해상도 1,200×2,400 dpi 
구현하였습니다. 상위 모델에 탑재된 ‘IReCT’ (후지제록스 이미지 
처리 컬러 레지스트레이션 보정 기술)를 통해, 차별화된 최고 이미지 
품질을 제공합니다.

간편 복사/팩스 화면에서 조작을 더욱 간편하게

‘간편 복사 화면’과 ‘간편 팩스 화면’. 기본적인 설정 항목만 표시하여, 
더욱 간편하게 조작할 수 있습니다. 큰 텍스트를 사용하여 보기에도 
더욱 편리해졌습니다.

고속 스캔

110매 적재 가능한 자동원고이송장치를 사용하여, 컬러, 흑백 모두 
분당 55매의 속도로 신속하게 스캔할 수 있습니다. 대량의 종이 문서를 
번거로움 없이 전자화할 수 있습니다.

더욱 편리하게 스캔 가능한 새로운 서비스 두 가지 
제공
ScanAuto(개인용)
개인용 스캔 파일을 전송합니다. 스캔 설정 
자동화로 번거로움을 없앴습니다.

스캔 딜리버리(그룹용)*
문서 종류에 따라 미리 등록된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미리 등록된 서버로 스캔 
파일이 전송됩니다. 관리자에 의해 모든 
설정이 완료되어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 옵션.

스캔 데이터를 메일로 전송하거나 PC에 저장할 때, DocuWorks 또는 
PDF 형식으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검색에 편리한 OCR 처리*와 통신 
부하 감소에 도움이 되는 용량 압축, 비밀번호 설정이 가능하며,  USB 
메모리에 직접 스캔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 옵션.

낭비 없는 팩스
[수신]
수신한 팩스 문서를 메일박스에 저장해 두었다가, 미리보기로 필요한 
문서만 출력하여 불필요한 팩스 출력을 줄일 수 있습니다. 메일박스에 
저장된 수신 팩스는 프린트 외에도, 이메일로  전송, PC 공유 폴더로 
전송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수신 팩스의 내용을 외출 중에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신]
PC에서 직접 발신 가능한 다이렉트 팩스를 지원합니다. 작업 종료 
통지 메일에 발신 팩스를 PDF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수신 거부]
특정 발신자, 알 수 없는 발신자의 팩스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차별화된 고품질 이미지 
구현

작은 텍스트와 가는 선도 
1,200x2,400 dpi 의 고해상도로 
출력 가능합니다. 오피스의 컬러 
원고를 아름답게 재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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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복합기에서나 출력 가능

출력 데이터를 송신 후, 네트워크상에 있는 어떤 복합기에서든지 
인증하고 출력할 수 있는  서버리스 온디맨드 프린트（Server-less 
On-demand Print)* 가 가능합니다. 출력으로 선택한 복합기가 
사용중이라도 다른 복합기에서 자신의 작업을 선택하여 출력할 수 
있습니다. 전용 서버는 준비할 필요가 없으며 최대 5대까지 복합기의 
설치 장소 등으로 분류하여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 옵션

Wi-Fi Direct®

무선 LAN 어댑터*로 Wi-Fi Direct®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용 모바일 기기를 복합기와 직접 연결하여 프린트할 수 있으며, 
무선 LAN 액세스 포인트를 통해, 인트라넷과 연결된 업무용 
모바일 기기, 컴퓨터와 구분 지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옵션

Google Cloud Print

복합기를 Google 클라우드 프린트에 등록하면, 
Android™ 기기, Chromebook™, 컴퓨터에 있는 
문서를 클라우드를 통해 출력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 방문객에게 권한을 부여하여, 인트라넷에 연결하지 않고도 
프린트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Google 클라우드 프린트는 Google 에서 제공하는 웹 프린팅 
서비스입니다.

Print Utility for iOS / Android

후지제록스가 제공하는 무료 애플리케이션으로, 웹 페이지, 사진, 
DocuWorks 문서*1 및  PDF 문서*1 출력, 스캔 문서 모바일 기기로 
가져오기가 가능합니다. 다중이미지(N-up), 양면으로 설정하여 
프린트할 수 있으며, 인증 정보를 부여하여 서버리스 온디맨드 
프린트*2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Android™ OS 4.4 이상의 
표준 인쇄 프레임워크를 지원하기 때문에, Print Utility for 
Android로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의 문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  Print Utility for iOS는 App Store에서, Print Utility for Android는 
Google Play™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1:  DocuWorks 문서, PDF 문서를 출력하려면, DocuWorks Viewer 
Light for iPhone/iPad 또는 DocuWorks Viewer Light for 
Android가 필요합니다.

*2: 옵션

안전하고, 낭비 없는 출력이 가능합니다

프린트 작업을 강제적으로 복합기 기억장치에 저장하여, 인증 후 
출력합니다. 이를 통해 출력물 방치, 오출력을 방지합니다. 이와 
더불어, 출력 시 부수, 양면/단면, 컬러문서의 흑백 출력 등 인쇄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실수와 낭비를 억제하여, TCO 절감에 기여합니다.

* 인증 모드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IC 카드를 통한 인증 기능

인증 기능을 통해, 복합기 사용 권한이 없는 사용자의 조작, 액세스를 
방지합니다. 작업 이력에서 사용자별 사용량을 집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복합기에 IC 카드 리더를 추가하면, IC 카드 인증이 가능합니다.

* IC 카드 리더기(옵션) 필요.

복수의 복합기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IC 카드 리더로 인증

데이터 전송

지정한 복합기가 
사용 중.
데이터 축적.

네트워크상의 비어있는 
복합기에서 사용자 인증하고 
축적된 작업을 선택하여 
출력.

출력

어디서나 편리하게 프린트

AirPrint

iOS, OS X의 표준 프린트 기능인 AirPrint 지원. 이메일, 
Apple 애플리케이션(Safari, 지도, Numbers, Pages, 
Keynote 등)이나 Microsoft 응용 프로그램(Word, 
Excel®, PowerPoint® 등)으로 작성한 문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Mopria™ Print

제조사, 기종마다 다른 인쇄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할 
필요 없이, Mopria Print Service*가 설치된 모바일 
기기에서 Mopria 인증 복합기로 간편하게 출력할 수 
있습니다.

*  Mopria Print Service는 Google Play™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Android™ 4.4 이상).



 

모바일을 활용해 외부에서의 영업 활동 효율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기기에서도 Working Folder 내 문서에 
액세스 가능.

팩스 송신

팩스 수신

주문서
주문서

웹을 통해 
파일 열람

자료 
업로드

메일로 통지

DocuCentre-V
C2263

0.8 kWh

DocuCentre-V
C2265

1.0 kWh

Working Folder Working Folder

0

2

1

DocuCentre-IV C2265 DocuCentre-V C2265

2.3 1.0

(예)  스캔이나 팩스 송신 시

전력 공급

전력 미공급

친환경 책임
에어플로 설계를 통해 초저소음 실현

자연 대류가 가능하도록 설계하여 냉각 팬 수를 줄였으며, 대기모드 
중에는 모든 냉각 팬의 작동이 중단됩니다. 따라서, 에너지 소모와 
대기모드 중의 소음 발생이 적습니다(3.3B*1). 가동 중일 때도 6.4B*2

로 조용하여, 책상 위나 옆에 설치해도 신경 쓰이지 않습니다.

*  DocuCentre-V 2263 기준
*1:  표시 A 특성 음향 파워 레벨(LwAd), 표시 A 특성 방사 음압 레벨(LpAm)은 

17dB, 측정은 ISO7779
*2:  표시 A 특성 음향 파워 레벨(LwAd), 표시 A 특성 방사 음압 레벨(LpAm)은 

47dB, 측정은 ISO7779

환경친화적인 신소재 사용

후지제록스는 지구 온난화와 석유 고갈 문제, 식량 문제 해결에 
동참하고자, 환경친화적인 셀룰로오스계 바이오매스 플라스틱 연구 
개발에 힘쓰고 있습니다. 새로 개발한 ‘목질계 비식용 바이오매스 
플라스틱’은 기존의 석유계 플라스틱에 비해 강도, 난연성이 매우 
우수하며,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낮습니다. 신제품의 일부 부품에도 
사용되었습니다.

신속한 절전모드 해제

절전 버튼을 누른 후 약 3초 만에 조작 패널이 활성화됩니다. 특별한 
의식 없이 에너지 절약이 가능합니다.

낮은 TEC 수치로 소비 전력 감소

국제 에너지스타 프로그램(International ENERGY STAR® 
Program.) 준수. 소비 전력 감소에 크게 기여합니다.

*  국제 에너지스타 프로그램(ENERGY STAR® Program.)에서 규정한 
테스트를 통해 측정한 값

절전 모드일 때의 소비 전력이 1.0W 이하인 에너지 
절약형 설계

절전형 컨트롤러와 팩스 기판을 새롭게 채용하여, 절전 모드일 때의 
소비 전력 대폭 감소. 에너지 절약 성능이 강화되었습니다.

사용하는 기능에만 전력을 
공급하여 소비 전력,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습니다. 예를 들어 
스캔이나 팩스 송신 시에는 출력 
장치에 전력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절전 모드 시의 소비 전력 비교(단위: W)

컬러 디지털 복합기와 직접 연결되는 클라우드 서비스

수신한 팩스를 외근지에서 신속히 확인
수신한 팩스를 Working Folder에 자동으로 업로드.

사무실
사무실 이동 중 거래처에서 회의외근지

전력 사용을 제한하는 ‘스마트 에너지 관리’ 기술

후지제록스의 클라우드 서비스 'Working Folder'와 연결하여, 복합기에서 직접 엑세스 가능합니다. 스캔 데이터나 수신 펙스를 
전송하거나, 저장된 문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상의 문서는 DocuWorks에서 조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에서도 알람 
조작할 수 있습니다
*Working  Folder 서비스 계약 필요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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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uCentre-V C2265/C2263 주요 사양 및 기능
복사 기능
항목 DocuCentre-V C2265 DocuCentre-V C2263 
유형 데스크톱 / 콘솔
메모리 4 GB (최대: 4 GB)
하드 디스크 용량*1 160 GB이상 (사용 영역: 128 GB)
지원 컬러 풀 컬러
스캔 해상도 600 × 600 dpi
프린팅 해상도 1,200 × 2,400 dpi
예열 시간 30 초 이내, 주전원이 켜진 상태에서는 22초 이내 (실온 23℃)
원고 크기 낱장/책 최대 297 × 432 mm (A3, 11 x 17”)

용지 크기 

최대 A3, 11 × 17”

최소 
A5
[수동 트레이 사용 시 엽서(100 x 148 mm), 봉투(Monarch, 191 x 98 
mm)]

이미지 손실 폭 상단 테두리 4.0 mm, 하단 테두리 2.0 mm, 좌우 테두리 2.0 mm

용지 무게*2 
용지 트레이 60 ~ 256 gsm
수동트레이 60 ~ 216 gsm

첫장 복사 
출력 시간 

흑백*3 5.9초
컬러*4 8.1초

연속 복사 
속도*5 

A4 LEF / B5 
LEF 

흑백: 25 ppm, 컬러: 25 ppm 흑백: 20 ppm, 컬러: 20 ppm

A4 흑백: 19 ppm, 컬러: 19 ppm 흑백: 16 ppm, 컬러: 16 ppm
B5 흑백: 14 ppm, 컬러: 14 ppm 흑백: 11 ppm, 컬러: 11 ppm
B4 흑백: 16 ppm, 컬러: 16 ppm 흑백: 13 ppm, 컬러: 13 ppm
A3 흑백: 14 ppm, 컬러: 14 ppm 흑백: 11 ppm, 컬러: 11 ppm

용지 트레이 
용량*6 

표준 500매 × 1- 트레이 + 수동트레이 96매

옵션 1 트레이 모듈 / 1 트레이 모듈(캐비닛 포함): 500매 × 1- 트레이
3 트레이 모듈: 500매 × 3- 트레이

최대 2,096매 [표준 + 3 트레이 모듈]
배출트레이 용량*7 중앙 상단: 250매 (A4 LEF), 중앙 하단: 250매 (A4 LEF)
전원 AC220~240 V ± 10 %, 8 A, 50/60 Hz 공용

최대 소비 전력 

1.76 kW 이하 (AC220 V ±10%)
1.92 kW 이하 (AC240 V ±10%)
수면 모드: 1.0 W 이하 (AC220 V ±10%)
준비 상태: 78 W 이하 (AC220 V ±10%)

크기 

폭590 × 깊이659 × 높이768 mm
폭590 × 깊이659 × 높이962 mm (옵션인 1 트레이 모듈 설치 시.)
폭616 × 깊이659 × 높이1,119 mm (옵션인 1 트레이 모듈(캐비닛 포함) 설치 
시.)
폭616 × 깊이659 × 높이1,119 mm (옵션인 3 트레이 모듈 설치 시.)

무게*8 

68 kg
87 kg (옵션인 1 트레이 모듈 설치 시.)
92 kg (옵션인 1 트레이 모듈(캐비닛 포함) 설치 시.)
95 kg (옵션인 3 트레이 모듈 설치 시.)

*1: 일부 하드 디스크 용량을 사용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2: 당사 권장 용지를 사용하십시오. 사용 조건에 따라 
올바르게 프린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A4 LEF / 흑백 우선모드.   *4: A4 LEF / 컬러 우선모드.   *5: 화질 조정으로 인해 속도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   *6: 
80 gsm 용지.   *7: 64 gsm 용지.   *8: 토너 카트리지 제외. 

프린트
항목 내용 
유형 내장형
연속 프린트 속도*1 기본 기능 / 복사 기능과 동일
프린팅 해상도 600 × 600 dpi, 1,200 × 2,400 dpi
페이지 기술 
언어 

표준 PCL5 / PCL6
옵션 Adobe® PostScript® 3TM

OS 

표준 (PCL 
드라이버) 

Windows® 10 (32bit), Windows® 10 (64bit), Windows® 8.1 (32bit)
Windows® 8.1 (64bit), Windows® 8 (32bit), Windows® 8 (64bit)
Windows® 7 (32bit), Windows® 7 (64bit), Windows Vista® (32bit)
Windows Vista® (64bit), Windows Server® 2012 R2 (64bit)
Windows Server® 2012 (64bit), Windows Server® 2008 R2 (64bit)
Windows Server® 2008 (32bit), Windows Server® 2008 (64bit)
Windows Server® 2003 (32bit), Windows Server® 2003 (64bit)

표준 (Mac OS 
X 드라이버) OS X 10.10/10.9/10.8, Mac OS X 10.7/10.6/10.5

옵션 (Adobe® 
PostScript® 
3TM 드라이버) 

Windows® 10 (32bit), Windows® 10 (64bit), Windows® 8.1 (32bit)
Windows® 8.1 (64bit), Windows® 8 (32bit), Windows® 8 (64bit)
Windows® 7 (32bit), Windows® 7 (64bit), Windows Vista® (32bit)
Windows Vista® (64bit), Windows Server® 2012 R2 (64bit)
Windows Server® 2012 (64bit), Windows Server® 2008 R2 (64bit)
Windows Server® 2008 (32bit), Windows Server® 2008 (64bit)
Windows Server® 2003 (32bit), Windows Server® 2003 (64bit)
OS X 10.10/10.9/10.8, Mac OS X 10.7/10.6/10.5

인터페이스 표준 Ethernet 1000BASE-T / 100BASE-TX / 10BASE-T, USB2.0
*1: 화질 조정으로 인해 속도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 문서에 따라 프린팅 속도가 저하될 수 있습니다. 

측면트레이(옵션)
항목 내용 
용지 적재 용량*1 100매
크기 폭353 × 깊이429 × 높이198 mm

*1: 64 gsm 용지.

스캔 기능
항목 내용 
유형 컬러 스캐너
스캔 해상도 600 x 600 dpi, 400 x 400 dpi, 300 x 300 dpi, 200 x 200 dpi

스캔 속도*1 
자동 양면 
원고이송장치 

흑백: 55 ppm, 컬러: 55 ppm
[당사 표준 원고(A4 LEF, 200 dpi, 메일박스)]

인터페이스 표준 Ethernet 1000BASE-T / 100BASE-TX / 10BASE-T

*1: 스캔 속도는 문서에 따라 다릅니다. 

팩스 기능(옵션)
항목 내용 
송신 원고 크기 최대: A3, 11 × 17”, 긴 원고 (최대 길이 600 mm)
기록 용지 크기 최대: A3, 11 × 17”    최소: A5
전송 시간 2초 이내*1 
통신모드 ITU-T G3
팩스 회선 수 가입전화회선, PBX, 팩스 통신망 (PSTN), 최대3포트*2 (G3-3 포트)

*1: A4 700자 정도의 원본을 표준 화질 (8×3.85 줄 / mm), 고속 모드 (28.8 kbps 이상 : JBIG) 송신 시. 이미지 정보 
전송 시간으로, 통신 제어 시간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편, 실제 통신 시간은 원본 내용, 상대 기종, 회선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2: 최대 세 개의 회선을 G3 통신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포트는 연결 가능한 채널 수를 나타냅니다. 

자동 양면 원고이송장치
항목 DocuCentre-V C2265 DocuCentre-V C2263 
원고 크기 최대: A3, 11 × 17”   최소: A5 *1 
용지 무게 38 ~ 128 gsm (양면: 50 ~ 128 gsm)
용량*2 110매

급지 속도 (A4 LEF 단면) 
흑백: 25 ppm
컬러: 25 ppm

흑백: 20 ppm
컬러: 20 ppm

*1: 사용자 정의 용지의 경우 최소 125 x 85 mm.    *2: 64 gsm 용지. 

Finisher-A1(옵션)
항목 내용 
유형 분류 (오프셋 출력 가능)/적재 (오프셋 출력 가능)
용지 크기 최대: A3, 11 × 17”   최소: 우편엽서 (100 × 148 mm)
용지 무게 60 ~ 220 gsm

용지 적재 
용량*1 

피니셔 
트레이 

[스테이플이 없는 경우]
A4: 500매, B4: 250매, A3이상: 200매, 혼합 적재*2 : 250매
[스테이플된 용지용]
30부

스테이플 
용량 A4: 50매 (90 gsm 이하)   B4이상: 30매 (90 gsm 이하)
용지크기 최대: A3, 11 × 17”   최소: B5 LEF
위치 1 곳

크기 폭559 × 깊이448 × 높이246 mm
무게 12 kg

*1: 64 gsm 용지.    *2: 용지 위에 큰 크기의 용지가 적재된 경우를 기준으로 합니다.

Finisher-B1(옵션)
항목 내용 
유형 분류 (오프셋 출력 가능)/적재 (오프셋 출력 가능)
용지 크기*1 최대: A3, 11 × 17”   최소: B5 LEF
용지 무게 60 ~ 220 gsm

용지 적재 용량*2 

[스테이플이 없는 경우]
A4: 2,000매, B4이상: 1,000매, 혼합 적재*3 : 300매
[스테이플된 용지용]
A4: 100부 또는 1,000매*4 , B4이상: 75부 또는 750매
[중철/접지를 한 경우*5 ]
50부 또는 600매
[접지를 한 경우*5 ]
500매

스테이플 
용량 50매 (90 gsm 이하)
용지크기 최대: A3, 11 × 17”   최소: B5 LEF
위치 1 곳 또는 2 곳

펀치*6 
홀 수 2 / 4 홀, 2 / 3 홀 (미국 규격)
용지크기 A3, 11 × 17”, B4, A4*7 , A4 LEF, 레터*7 , 레터 LEF, B5 LEF
용지 무게 60 ~ 200 gsm

제본 
마무리*5 

최대 
페이지수 

용지접기+스테이플: 15매, 접음선: 5매

용지 크기 최대: A3, 11 × 17”   최소: A4, 레터
용지 무게 용지접기+스테이플: 64 ~ 80 gsm, 접음선: 64 ~ 105 gsm

크기 
폭657 × 깊이552 × 높이1,011 mm
제본 유니트가 장착된 경우: 폭657 × 깊이597 × 높이1,081 mm

무게 28 kg   중철기 유니트가 장착된 경우: 37 kg
주석: Finisher-B1은 옵션인 1 트레이 모듈(캐비닛 포함) 또는 3 트레이 모듈을 본체에 장착했을 때에만 이용 
가능합니다.   *1: A3, 11 × 17” 보다 큰 용지 또는 B5보다 작은 용지는 중앙 트레이로 출력됩니다.    *2:64 gsm 
용지.   *3: 용지 위에 큰 크기의 용지가 적재된 경우를 기준으로 합니다.   *4: 이중위치의 경우 75부 또는750
매입니다.   *5: 접지 기능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Finisher-B1（Booklet Maker Unit포함）이 필요합니다. 중철/ 
접지를 지정하여 출력한 후에 트레이에서 용지를 제거하지 않으면 다음 작업이 출력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작은 사이즈 위에 중철/ 접지를 지정하여 출력하는 경우에도 트레이에서 용지를 제거하지 않으면 배출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6: 펀치 기능을 사용하려면 Finisher-B1용 US 2/3공 펀치 키트 또는 Finisher-B1용 2/4공 
펀치 키트가 필요합니다.   *7: 3-홀 펀치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타 제품명, 회사명은 각 회사의 등록 상표 또는 상표입니다. 

이 내용은 2016년 3월 현재의 내용입니다.    PIC-0095 K (1509)제록스, 제록스 및 디자인, 후지제록스 및 디자인은 일본 및/또는 다른 국가에서 Xerox Corporation의 등록 상표 또는 상표입니다.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하여
사용하기 전에 취급설명서를 정독한 후, 올바르게 사용해 주십시오.

올바른 전원, 전압인 상태에서 사용해 주십시오. 접지 상태를 확인해 

주십시오. 고장이나 누전이 발생할 경우, 감전될 우려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및 추가적인 정보를 확인하시려면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 부탁 드립니다.

한국후지제록스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11길 19 배재정동빌딩B동

전화 (02)310-6114

http://www.fujixerox.co.kr

중요

1) 본체의 기억 매체(하드디스크 등)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수신 데이터, 누적 데이터, 설정 등록된 데이터 등이 

손실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데이터 손실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폐사는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미리 양해 부탁 

드립니다.

2) 보수용 성능 부품의 최저보유기간은 기계 본체 영업 중지 후 5년 간 입니다.

3) 카탈로그에 있는 제품 사양, 외관 및 기타 세부 내용은 사전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복제금지사항 다음과 같은 항목의 복제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니 주의해 주십시오.
법률에서 규정한 인지(국내외의 지폐, 화폐, 정부가 발행한 유가증권,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미사용 우표, 엽서 등) 및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서적, 
음악, 그림, 판화, 지도, 영화, 도면, 사진 등)은 개인적으로 또는 가정에서, 그 외 이에 준하는 범위 내에서 사용하기 위해 복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금지되어 있습니다.

한국후지제록스 15년 연속
한국산업의 고객만족도 1위
(2001~2015)

The information is as of October, 2015.    PIC-0095 NZ (1510)

17 Hargreaves Street, College Hill, Auckland 1011, New Zealand
Tel. 0800 4 XEROX (0800 493769)

http://www.fujixerox.co.nz

For more information or detailed product specification, please call or visit us at

The information is as of August, 2015.    PIC-0095 M (1508)

For more information or detailed product specification, please call or visit us at

http://www.fujixerox.com.my/

(993478A)
Head Office:
Level 23, 23A & 25, Menara Binjai, No.2, Jalan Binjai, 50450 Kuala Lumpur.
Tel: 03-2191 1888   Fax: 03-2191 1818   Hunting Line: 1-300-88-5880

Service & Logistic Operations Office:
Ground & 1st Floor, No.10, Jalan Bersatu 13/4, 46200 Petaling Jaya, Selangor Darul Ehsan.
Tel: 03-2191 1888   Fax: 03-7882 2769 (Service), 03-7882 2637 (Logistic)

Sales Office and Showroom:
Galeria PJH, Unit 8, Level 1, Jalan P4W, Presint 4, Persiaran Perdana, 62100 Putrajaya. 
Tel: 03-8888 2998   Fax: 03-8888 2689

Branches:
Penang: No. 3-G, 3-1 & 3-2, Persiaran Bayan Indah, Bayan Bay, 11900 Bayan Lepas Penang. 
Tel: 04-643 5000   Fax: 04-644 4677
Johor Bahru: No.21 & 23, Jalan Setia Tropika 1/28, Taman Setia Tropika, 81200 Kempas, Johor Bahru. 
Tel: 07-238 7868   Fax:07-238 2678, 07-238 2178
Melaka: No.17, Jalan KL3/11, Kota Laksamana, 75200 Melaka. 
Tel: 06-281 0466   Fax: 06-281 0408
Kota Kinabalu: Block K, Lot 65, Ground-5th Floor, KK Time Square, 88100 Kota Kinabalu, Sabah. 
Tel: 088-486 888   Fax: 088-486 668
Kuching: 199A-201, Lot 3049 & 3050, Eastmoore Centre, 2 1/2 Mile Jalan Rock, 93200 Kuching, Sarawak.
Tel: 082-240 633, 082-254 633   Fax: 082-418 733
Ipoh: C-G-3A, Greentown Square, Jalan Datuk Seri Ahmad Said, 30450 Ipoh, Perak.
Tel / Fax: 05-254 3668

The information is as of September, 2015.    PIC-0095 P (1509)

Eco.Site 18F 6788 Ayala Avenue 
Makati City 1229 Philippines
Tel. 632-878-5200

http://www.fujixerox.com.ph/

For more information or detailed product specification, please call or visit us at

The information is as of October, 2015.    PIC-0095 HK (1510)

8/F Cityplaza 3, 14 Taikoo Wan Road, Quarry Bay, Hong Kong 
Tel. 852-2513-2513  

http://www.fujixerox.com.hk/

For more information or detailed product specification, please call or visit us at

The information is as of September, 2015.    PIC-0095 TH (1509)

บริษัท ฟูจิ ซีร็อกซ์ (ประเทศไทย) จำ�กัด
123 อ�ค�รซันท�วเวอร์ เอ ชั้น 23-26 
ถนนวิภ�วดีรังสิต จอมพล จตุจักร กรุงเทพฯ 10900
โทร: 02-660-8000      แฟกซ์: 02-617-6748-9
Call Center: 02-660-8400

http://www.fujixerox.co.th

สำ�หรับท่�นที่สนใจ หรือต้องก�รข้อมูลเพิ่มเติมกรุณ�ติดต่อ

123 Suntowers A Building, 23rd-26th Floor,
Vibhavadi-Rangsit Road, Chomphon, 
Chatuchak, Bangkok 10900
Tel: 02-660-8000     Fax: 02-617-6748-9
Call Center: 02-660-8400

The information is as of September, 2015.    PIC-0095 S (1509)

80 Anson Road, #01-01 Fuji Xerox Towers Singapore 079907
Tel.65-6766-8888

http://www.fujixerox.com.sg/

For more information or detailed product specification, please call or visit us a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