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드라이버 설치 방법     

1. 홈페이지접속 후 고객지원 및 다운로드 센터 를 클릭하고 좌측메뉴에   
자주하는질문 을 확인합니다. 
 

2. (구)청호모델 통합드라이버를 클릭 하여 주십시오. 
 

EX:  제품명_전기종 
      적용OS _ WINDOWS OS 
 



       드라이버 설치 방법 _ 다운로드    EX:  제품명_전기종 
      적용OS _ WINDOWS OS 
 

1. 창이 열리면 청호프린터용 Kx602726 클릭하고 저장을 클릭합니다. 
      
 
2. 다운로드 진행 시 실행 이 아닌 다른이름으로 저장을 클릭 합니다.   
     이후 바탕화면이나 다운로드 받을 경로를 지정해 줍니다 
 



       드라이버 설치 방법 _ 압축해제    EX:  제품명_전기종 
      적용OS _ WINDOWS OS 
 

1. 다운로드를 마친 후 압축파일을 마우스 우 클릭 하여 주십시오. 
 
2. 메뉴가 나오면 압축풀기를 클릭합니다. 
 
3. 압축 폴더 풀기 창이 나오면 압축풀기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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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라이버 설치 방법 _ 압축해제    EX:  제품명_전기종 
      적용OS _ WINDOWS OS 
 

 
※ 압축을 해제한 폴더를 열어 하단의 CD 디스크 모양의 Setup 버튼을  
    더블클릭 하여 설치 작업을 진행 하십시오. 



       드라이버 설치 방법 _ 설치     EX:  제품명_전기종 
      적용OS _ WINDOWS OS 
 

 
1. 제품이 네트워크로 연결되어있다면 인쇄 시스템이 자동으로 검색되고, 
     검색이 완료 되었다면 검색된 제품을 선택 후  [다음>] 버튼을 눌러 다음 단계로 이동 
     하십시오.  
 
2. 사용자 정의 설치창 에서 체크표시를 확인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1 



       드라이버 설치 방법 _ 설치     EX:  제품명_전기종 
      적용OS _ WINDOWS OS 
 

1. 설치설정 인쇄 시스템 이름 확인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2. 설정확인 에서 설치 버튼을 클릭합니다. 
 
 
 



       드라이버 설치 방법 _ 설치 및 테스트출력     EX:  제품명_전기종 
      적용OS _ WINDOWS OS 
 

※ 설치중 단계에서 옵션구성요소마법사 창이 나오면 취소를 누릅니다. 
※ 설치완료창이 나오면 테스트 페이지 인쇄를 체크하고 완료를 누릅니다.  
※ 이후 프린터에서 테스트페이지가 출력되면 설치가 완료 됩니다.  
※ 설치시 오류발생시  드라이버폴더를  C:\ 부분에 이동하여 실행 합니다 
 
    



       드라이버 설치 방법 _ 설치 완료 드라이버 확인 EX:  제품명_전기종 
      적용OS _ WINDOWS OS 
 

 
1. 설치가 완료되면 윈도우의 시작버튼을 누르고 장치 및 프린터를 클릭합니다.  

 
2. 장치 및 프린터 부분에 원하시는 모델에 드라이버가 설치 되면 완료입니다.  
 
※ XP의 경우 [시작]-[프린터 및 팩스] 이므로 유의 바랍니다. 
※ 드라이버가 정상 설치되면 모델명 뒤에 KX 라고 붙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