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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B
USB

Windows CD

Macintosh CD

사용자 설명서 

잉크 카트리지

전원 코드 및 어
댑터

전면 패널 오버레이(이미 
부착되어 있을 수도 있음)

USB 케이블*

HP Offi cejet 7200 All-in-One series

별표(*)는 별매 품목입니다.

상자의 내용물이 다를 수 있습니다. 네트워
크 설치에 필요한 추가 장비는 본 설명서 뒷
부분에서 설명합니다. 

본 설명서는 하드웨어를 설치하고, HP All-in-One을 컴퓨터 또는 네트워크에 연결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
니다. 설치 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마지막 단원의 을 참조하십시오.

이더넷 케이블
(넓은 커넥터가 
붙어 있음)

전화 코드

급지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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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 All-in-One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전면 패널 오버레이가 부착되어야 합니다!

급지 장치 가장자리의 탭을 
장치 상단의 슬롯과 맞춘 후 
급지 장치를 밀어넣어 단단
히 고정시킵니다.

 a 덮개를 들어 올립니다.

 b  전면 패널 오버레이를 장
치와 정렬시킵니다.

 c 오버레이의 모든 가장자리
와 중앙을 단단히 눌러 고
정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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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된 전화 코드의 양쪽 끝을 각각 왼쪽의 전화 포트
와 벽의 잭에 연결합니다. 

자동 응답기에 연결하거나 다른 전화선을 이용하려
면 사용자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a  버튼을 누르면 녹색 표시등이 깜박인 다음 계속 켜져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최대 1분까지 지속될 수 있습니다.

 b 언어/국가 선택 메시지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립니다. 화살표 키를 사용
하여 언어를 선택하고, 코드를 입력한 다음 확인합니다.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국가/지역을 선택하고, 코드를 입력한 다음 확인합니다.

켜짐

 

 USB 본 설명서에서 
지시하기 전까지 USB 케이블을 연
결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소
프트웨어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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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HP 레이블이 위로 오도록  잉크 카트리
지를 잡습니다.

 b  잉크 카트리지를  슬롯 앞에 놓습
니다.

 c 카트리지가 멈출 때까지 슬롯 안으로 확실
히 밀어 넣습니다.

계속하기 전에 장치 전원이  상태인지 
확인합니다.

a 덮개를 올립니다.

 b HP All-in-One 내부에 
있는 녹색 걸쇠와 검정
색 걸쇠를 누른 후 위로 
올립니다.

분홍색 탭을 잡아당겨  잉크 카트리지
에서 테이프를 떼어 냅니다.

구리 접점을 만지거나 카트리지
에 다시 테이프를 붙이지 마십
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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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컴퓨터의 전원을 켜고 필요하다면 로그인한 다음 바탕 화면이 나
타날 때까지 기다립니다.

 b 열려 있는 프로그램을 모두 닫습니다.

 a HP 레이블이 위로 오도록  잉크 카트리
지를 잡습니다.

b  잉크 카트리지를  슬롯 앞에 놓
습니다.

 c 카트리지가 멈출 때까지 슬롯 안으로 확실히 
밀어 넣습니다.

 d 걸쇠를 아래로 눌러 고정한 후 덮개를 닫습
니다.

 a 전면 패널의 각 프롬프트에서 을 눌러 잉크 카트리지 정렬을 
시작합니다.

 정렬하는 데는 몇 분이 걸릴 수 있습니다.

 b 페이지가 인쇄되면 정렬이 완료된 것입니다. 디스플레이 화면에
서 HP All-in-One의 상태를 확인하고 을 누릅니다.

 정렬 페이지를 재활용하거나 버리십시오.

잉크 카트리지 크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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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를 컴퓨터나 네트워크에 연결하지 않으려면 사용자 설명서의  장으로 갑니다.

한 대의 컴퓨터에 장치를 직접 연결하려면 이 연결 유형을 사
용하십시오.

필요한 장비: USB 케이블.

 USB A

이더넷 케이블을 사용해서 장치와 네트워크를 연결하려면 이 
연결 유형을 사용하십시오.

필요한 장비: 허브/라우터/스위치 및 이더넷 케이블.

9 B

A: USB

B:

A B



A1 CD

Windows Macintosh

a HP All-in-One Windows CD를 넣습니다.

 b 화면에 나타나는 지침을 따릅니다.

 c  화면에서 를 
선택합니다. 다음 페이지로 갑니다.

HP All-in-One Macintosh CD를 넣습니다. 소프
트웨어를 설치하기 전에 다음 페이지로 이동
합니다.

시작 화면이 나타나지 않으면 , 
CD-ROM 아이콘 및 setup.exe를 차례로 두 
번씩 누릅니다.

A U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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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화면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마지막 단
원의 을 참
조하십시오.

 b 화면에 나타난 지침에 따라 와 
 화면을 완료합니다.

 b HP All-in-One Installer  아이콘을 두 번 누릅니다. 

 c 설치 길잡이를 포함하여 모든 화면을 완료
합니다. USB를 선택해야 합니다. 또한  Print 
Center  버튼을 눌러 HP All-in-One을 
프린터 목록에 추가합니다. 

USB
MacintoshWindows
a USB 케이블을 HP All-in-One의 뒷면 포트와 
컴퓨터의 USB  중 하나에 연결합니다. 

 a 화면에 USB 케이블을 연결하라는 메시지가 나타
날 때까지 몇 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메시지가 나
타나면 USB 케이블을 HP All-in-One의 뒷면 포트와 
컴퓨터의 USB 에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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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장치 뒷면에서 노란색 플러그를 뽑습니다.

 b 이더넷 케이블의 한 쪽 끝을 장치 뒷면의 이더넷 포트에 연결
합니다.

c 이더넷 케이블의 다른 쪽 끝을 허브/라우터/스위치에 연결합
니다. 케이블 길이가 짧으면 더 긴 케이블을 구입하십시오. 
다음 페이지로 갑니다.

 이더넷 케이블을 케이블 모뎀에 연결하지 마십시오. 정
상적으로 작동하는 네트워크가 있어야 합니다. 이미 USB 케
이블을 연결했다면 이더넷 케이블에 연결하지 마십시오. 

B



B2

10 • HP All-in-One 

CD

Windows Macintosh

 a HP All-in-One Macintosh  CD를 넣습니다.

 b HP All-in-One Installer 아이콘을 두 번 
누릅니다.

 a HP All-in-One Windows CD를 넣습니다.

 b 화면에 나타나는 지침을 따릅니다.

 c  화면에서 를 선
택합니다. 화면에 나타나는 지침을 따릅니다. 

 d 방화벽 메시지를 모두 승인해야만 제대로 설치됩
니다.

시작 화면이 나타나지 않으면 , 
 CD-ROM 아이콘 및 setup.exe를 차례로 두 
번씩 누릅니다.

 c 설치 길잡이를 포함하여 모든 화면을 완
료합니다. TCP/IP를 선택해야 합니다. 또
한 Print Center  버튼을 눌러 
HP All-in-One을 프린터 목록에 추가합니다. 



11 • HP All-in-One

18

17
Horizontal cover image: 

Replace this guideline area 
with either a cropped product 
photograph or a straight-on 

front-view illustration

HP Photosmart 2600/2700 series all-in-one
User Guide

HP Photosmart 2600/2700 series all-in-one
User Guide 이제  화면이 보이면 HP All-in-One을 사용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사용자 설명서나 화면에 나타나는 도
움말을 사용하여 사용법을 익히십시오.

네트워크에 다른 컴퓨터가 더 있으면 다음 단계로 갑니다.

네트워크에 다른 컴퓨터가 더 있으면 해당 컴퓨터에 
HP All-in-One 소프트웨어를 설치합니다. 

화면에 나타나는 지침을 따릅니다. 네트워크와 HP All-in-One 
사이의 연결 유형을 선택해야 합니다(컴퓨터와 네트워크 사이
의 연결이 아님). 



 잉크 카트리지를 넣으면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잉크 카트리지를 꺼냅니다. 구리 접점에서 테이프를 모두 떼어냈는지 확인
한 후 다시 장착하고 덮개를 닫습니다. 

 USB 케이블을 연결하라는 화면 메시지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HP All-in-One Windows CD를 꺼냈다가 다시 넣습니다. A 단원을 참조하십
시오. 

  화면이 나타납니다.

를 누릅니다. USB 케이블을 뽑고 HP All-in-One Windows  CD를 넣습니
다. A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화면이 나타납니다. 

 전면 패널 오버레이가 단단히 부착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HP All-in-One의 
전원 코드를 뽑은 후 다시 꽂습니다. 모든 연결을 확인합니다. USB 케이블이 컴퓨
터에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USB 케이블을 키보드나 전원이 들어오지 않은 
허브에 연결하지 마십시오. A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Macintosh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기 전에 USB 케이블이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는지 확
인하십시오. USB 케이블을 키보드나 전원이 들어오지 않은 허브에 연결하지 마십
시오. 단원 A를 참조하십시오. 네트워크 소프트웨어에 관련된 문제는 사용자 설
명서를 참조하십시오.

www.hp.com/support

 용지가 걸렸습니다. 

 장치의 전원을 끈 후 후면 덮개를 떼어내고 종이를 천천히 빼냅니다. 장치
의 전원을 켭니다. 용지를 다시 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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