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AX-2820 / MFC-7820N 동보송신 방법 

 

1. Menu/set 버튼,숫자 버튼 2,3,2 를 순서대로 눌러 주십시오. 

 

                        

 

화면에 Speed – Dial ? #_ 이라는 메시지가 뜹니다. 

 

Speed – Dial? #_ 

 

2. 숫자 버튼 001을 누른후 Menu/set 버튼을 누릅니다. 

   화면에 #001: 라고 표시가 됩니다. 

#001: 

 

3.보내고자 하는 상대방 팩스 번호를 입력합니다.(타지역일 경우 지역번호

도 같이 입력) 전화번호 입력후 Menu/Set 버튼을 누릅니다. 

#001:03112341234 

 

4.화면에 Name:라고 표시가 됩니다. 

Name : 

 

5.입력한 팩스번호의 상호를 숫자 버튼 옆에 있는 알파벳을 이용하여 

이름을 입력합니다.예를 들어 “ACE” 라는 상호라면 숫자버튼 2번을 

한번누르면 A가 입력이되고, C를 입력하려면 숫자버튼 2번을 세번 누르면 

C가 입력되고 숫자버튼 3을 두번 누르면 E가 입력됩니다. 

 

               



6.화면에 숫자버튼 옆에 있는 알파벳을 보고 누르는 횟수를 조정하여 

  상호를 입력한후 Menu/Set 를 누리면 Accepted 라는 메시지가  

뜬후 다시 Speed-Dial? #_ 메시지가 뜹니다. 

 

 Name:ACE 

    (숫자버튼을 이용하여 알파벳입력후 Menu/Set버튼 누름) 

 

 

     
 

           (화면에 Accepted 라는 메시지뜸) 

Accepted 

 

           (다시 Speed-Dial? #_ 메시지 표시됨) 

Speed-Dial? #_ 

 

7.숫자버튼 002 를 누른후 Menu/Set 버튼을 누르면  

화면에 #002:라는 문구가 뜹니다 

 

#002: 

 

8.두번째 보내고자 하는 팩스번호를 입력한 후 Menu/Set 버튼을 누릅니다. 

 

#002:5678910 

 

 

 



9. Name:라는 메시지가 뜨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숫자 버튼 옆에 있는 

   알파벳을 이용하여 상호를 입력합니다. 

 

10.이런 방법으로 보내고자 하는 번호를 팩스기에 저장을 합니다.  

   10군데라고 가정하면(001,002,003….010)로 입력합니다. 

 

11. 보내고자 하는 팩스 번호 저장이 완료가 되면 중지/나가기 버튼을  

    누릅니다. 

 

 

 

12. 그런후 Menu/Set 버튼과 숫자버튼 2번,3번,3번을 누릅니다. 

 

                

 

13. 화면에 Setup Groups 라고 표시가 되고 Press Speed Dial or  

    One-touch key 라는 문구가 뜹니다. 

 

3.Setup Groups 

 

 

Press Speed Dial or One-touch key

 

 

 

 



14.제품 왼쪽에 있는 여러 개의 작은버튼(One-touch key)중 하나를 선택

하여 누릅니다 

 

<FAX-2820의 원터치키>                       <MFC-7820N의 원터치키> 

          
 

15,화면에 Setup Group Go 라고 표시됩니다.이때 숫자 버튼 1을 누른후, 

   (추후에 2번째 그룹을 저장하려면 2번을 세번째 그룹이면 3번,이런식

으로 FAX-2820은 20개까지 그룹을 묶을수 있으며  MFC-7820N은 10개

의 그룹을 저장할수 있습니다.) Menu/Set 버튼을 누르면 화면에 G01: 

    표시가 됩니다. 

Setup Group Go 

 (Menu/set 버튼 숫자버튼 2,3,3,번을 누른후 왼쪽 원터치키 입력) 

(숫자버튼 1입력 첫번째 그룹이라는 의미) 

 

     (Menu/Set 입력) 

 G01:이라고 표시됨 

G01:_ 



16.화면에 G01: 이라고 표시 된 상태에서 Menu/Set 버튼 아래의 있는 

검색 스피드 다이얼 버튼을 누릅니다. 화면에 G01:# 표시됩니다. 

 

  
 

 

G01:# 

 

17. 위에 설명 1~8번부터 저장한 단축번호를 입력합니다.(10개를 저장하

였다면 검색/스피드다이얼을 누른후 001-검색/스피드다이얼-002-검색

스피드다이얼-003-검색스피드다이얼-004... 검색/스피드다이얼-010) 

이렇게저장한 단축번호 사이에 검색/스피드다이얼을 누른후 Menu/Set 

버튼을 누릅니다. 

 

G01:#001#002#003#004#005#006#007#008#009#010 

(GO1:이라는 메시지가 뜬후 검색스피드 다이얼을 먼저 누른후  

 저정한 단축번호를 입력하고 다시 검색스피드 다이얼을 누르고 

 저장한 번호를 입력하면 위와 같이 화면에 표시가 됩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저장한후 Menu/Set 버튼을 누릅니다. 

 

 



18. 화면에 Name : 라고 표시가 됩니다. 

 Name: 

 

19. 위에 설명 4번과 5번에 언급드렸듯이 숫자 옆에 있는 알파벳을  

    이용하여 그룹에 상호를 입력합니다.(상호 입력이 필요 없으면 그냥 

     Menu/Set 버튼을 누르면 Accepted 라는 메시지가 뜹니다.) 

 

20. 13. 화면에 Setup Groups 라고 표시가 되고 Press Speed Dial or  

    One-touch key 라는 문구가 뜹니다.다른 그룹을 입력하시려면 

    왼쪽에 있는 다른 원터치 버튼을 입력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룹을 설정하시면 되고 종료 하시려면 중지/나가기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21. 보내고자 하는 원고를 팩스 전송 원고대에 올려 놓으신후  

    저장한 원터치 버튼을 누르신후 시작 버튼을 누르면 한 개의 

    원고가 저장된 팩스번호로 전송이 시작 됩니다. 

<FAX-2820> 

 

  (저장한 원터치버튼 누름) 

            



<MFC-7820N> 

 

 
 

       (저장한 원터치버튼 누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