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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S 확인 방법 

윈도우 검색에서 “cmd＂를 
입력 하세요. 

ipconfig /all 

게이트웨이, DNS 서버를 확인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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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호스트명 
SMTP 
포트 

POP 
포트 

SSL / TLS 
사용 

NAVER smtp.naver.com 465 995 사용 

GMAIL smtp.gmail.com 
465 
또는 
587 

995 사용 

피카운트 pcomail.com 25 110 사용 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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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코 패널 디자이너 설정 

클릭 

① “리코 패널 디자이너” 클릭 하세요. 

② 다운로드된 압축된 파일의 압축을 풀어 주세요. 

② “SOP_Designer.exe” 파일을 실행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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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체크하세요.  
   (SendMeter App, SOP Designer Utility) 

② 프린터 아이피를 입력 하세요. 

③ 프린터에 설정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 하세요. 
  ex) username : admin 
       Password : 없음 

④ Install 버튼을 클릭 하세요. 

[ScanMeter App] Installing… Step 1/4 

⑤ Step이 4/4 까지 설치되면 프린터가 재부팅 됩니다. 

리코 패널 디자이너 설정 

⑥ 설치 완료시 성공 여부를 확인 합니다. 

Action Completed 

Success 

⑦ OK 버튼 클릭 후 프린터 재 부팅에 따라  
    부팅이 완료 될때 까지 기다려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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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from MFP 메뉴를 클릭 하여 
    프린터의 설정 값을 가져 옵니다. 

② 체크하세요.  
   (SendMeter Config) 

③ 프린터 아이피를 입력 하세요. 

④ 프린터에 설정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 하세요. 
  ex) username : admin 
       Password : 없음 

⑤ Download 버튼을 클릭 하세요. 

“Completed” 확인 하세요. 

“Success” 확인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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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체크하세요.  
   (SendM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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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 사람 이메일 주소를 입력 하세요. 
※ pcountLifos@gmail.com 필수 입력 

최대 3개 등록 가능 
(여러명일 경우 Enter로 구분) 

최대 5개 등록 가능 
(여러명일 경우 Enter로 구분) 

보내는 사람 이메일을 입력 하세요. 

설치장소를 입력 하세요. 
(한글 입력 안됩니다.) 

체크하세요.  
(Every x days) 메일 전송 시간을 

입력 하세요. 

메일 전송 시작 일자를 
입력 하세요. 

1 로 입력 하여 하루 한번 
카운터 정보를 받을 수 있게 
설정 합니다. 

OK 버튼을 클릭 합니다. 

mailto:pcountLifo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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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체크하세요.  
   (SendMeter Config) 

③ 프린터 아이피를 입력 하세요. 

④ 프린터에 설정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 하세요. 
  ex) username : admin 
       Password : 없음 

⑤ Download 버튼을 클릭 하세요. 

“Completed” 확인 하세요. 

“Success” 확인 하세요. 

① to MFP 메뉴를 클릭 하여 
    현재까지 설정한 값을 프린터로 
    전송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