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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C
텍스트 상자
새올사무기기 프린터테스트페이지입니다.저희 새올사무기기는 무한잉크,프린터의 판매는 물론 무한잉크 프린터 임대를 통하여사무자동화 시스템의 비용절감 및 유지, 보수를 서비스하여 고객만족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오토리셋칩을 이용한 안정적인 잉크 공급과 양질의 리필잉크로 소비자의 부담을 줄이고, 기존의 잉크에 못지 않은 품질과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무한잉크제품를 이용하시면 90%이상의 비용절감 효과를 보실 수 있으며, 출력량에 따라무한잉크 프린터 임대 서비스를 받으시면 지속적인 관리와 잉크 충전으로 그 이상의 효과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임대서비스는 월 정액제를 실시하여 정량내 잉크를 제공하며, A/S를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해 드립니다.이제 새올사무기기를 통해서 원하는때에 원하시는 만큼 양질의 출력물을 얻으십시오.여러분의 목소리에 항상 귀 기울이고 노력하는 새올사무기기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며, 항상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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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를 보고 있는 분 에게 전하는 말. 이 페이지는 빨간글자도 있고 파란글자도 있고 노란글자도 있습니다. 형광펜으로 그은 글자도 있고,  긋지 않은 하얀색 글자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건 여
러분이 지금 이 페이지를 보면서 눈이 아픈것이 아니라, 이 페이지를 보면서 프린터의 품질을 측정하는것이 아니라, 지금 당신은 잠에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래의 칸은 모두 8000개로 이루어져 있습
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테스트 품질 페이지를 보면서 눈이 아프시거나, 눈이 빠지신분은 전문의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래 칸은 퀴즈가 아니므로 주의깊게 읽지 마십시오. 

※ 주의! 인쇄된 이 페이지의 아래 칸은 퀴즈가 아닙니다. 절대로 주의깊게 몇개인지 맞추려 노력하지 마세요.                                                                                                                                       정답 :  (                            )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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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를 보고 있는 분 에게 전하는 말. 이 페이지는 빨간글자도 있고 파란글자도 있고 노란글자도 있습니다. 형광펜으로 그은 글자도 있고,  긋지 않은 하얀색 글자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건 여
러분이 지금 이 페이지를 보면서 눈이 아픈것이 아니라, 이 페이지를 보면서 프린터의 품질을 측정하는것이 아니라, 지금 당신은 잠에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래의 칸은 모두 8000개로 이루어져 있습
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테스트 품질 페이지를 보면서 눈이 아프시거나, 눈이 빠지신분은 전문의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래 칸은 퀴즈가 아니므로 주의깊게 읽지 마십시오. 

※ 주의! 인쇄된 이 페이지의 아래 칸은 퀴즈가 아닙니다. 절대로 주의깊게 몇개인지 맞추려 노력하지 마세요.                                                                                                                                       정답 :  (                            )  개
     (참고 : 아래의 칸이 주황색으로 보이면 , 노안이 오고 있다는 징조일지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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