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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HP All-in-One 개요
HP Deskjet F2200 All-in-One series 는 복사, 스캔 및 인쇄 등의 작업을 손쉽게
수행할 수 있는 다용도 장치입니다. 전반적인 특징 및 기능에 대한 내용은 화면
도움말을 참조하십시오.

HP All-in-One 개요

레이블 설명

1 제어판

2 입력 용지함

3 용지함 확장기

4 용지 너비 고정대

5 잉크 카트리지 덮개

6 유리

7 덮개 안쪽

8 후면덮개

9 후면 USB 포트

10 전원 연결 장치*

* HP 의 전원 어댑터만 사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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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판 버튼

레이블 아이콘 이름 및 설명

1 전원: HP All-in-One 을 켜거나 끕니다. HP All-in-One 의 전원을 켜면 전원 버
튼이 켜집니다.

2 잉크 카트리지 점검 표시등: 특정 잉크 카트리지 다시 삽입, 잉크 카트리지
교체 또는 잉크 카트리지 덮개 닫기를 수행해야 함을 나타냅니다. 색상 표시
등은 세 개의 색상 드롭 아이콘 다음에 있고 3색 잉크 카트리지 문제를 나타
냅니다. 검정/포토 표시등은 단일 검정 드롭 아이콘 다음에 있고 검정 또는
포토 잉크 카트리지 문제를 나타냅니다.

3 취소: 인쇄, 복사 또는 스캔 작업을 중지합니다. 

용지 버튼 옆에 있는 취소 표시등이 깜박이면 용지를 넣거나 용지 걸림을 제
거해야 합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아무 버튼을 눌러 HP All-in-One 이 계속 진
행하도록 합니다.

4 스캔: 현재 유리 위에 있는 원본의 스캔을 시작합니다. HP All-in-One 이 다
른 작업으로 바쁜 경우 스캔 명령은 무시됩니다. 스캔 명령은 컴퓨터가 켜져
있는 경우에만 작용합니다.

5 용지 종류: 용지 종류 설정을 일반 용지 또는 인화지로 변경합니다. 입력 용
지함에 원하는 용지 종류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기본 용지 종류 설정은 일반
용지입니다.

용지 종류 표시등은 현재 선택된 용지 크기 및 종류를 나타냅니다.

6 복사 시작/흑백: 흑백 복사 작업을 시작합니다. 이 버튼을 여러 번 눌러 흑
백 복사본을 여러 부 지정할 수 있습니다. 복사 매수를 선택하면 잠시 후 인
쇄가 시작됩니다. 인쇄될 복사 매수가 이 버튼의 오른쪽에 표시됩니다.

7 복사 시작/컬러: 컬러 복사 작업을 시작합니다. 이 버튼을 여러 번 눌러 컬
러 복사본을 여러 부 지정할 수 있습니다. 복사 매수를 선택하면 잠시 후 인
쇄가 시작됩니다. 인쇄될 복사 매수가 이 버튼의 오른쪽에 표시됩니다.

상태 표시등 개요

일부 표시등은 HP All-in-One 의 상태를 알립니다.

상태 표시등 개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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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벨 설명

1 전원 표시등

2 잉크 카트리지 점검 표시등

3 용지 표시등

4 용지 종류 표시등(용지 종류 버튼용)

다음 표는 일반 상태 및 표시등의 의미를 설명합니다.

표시등 상태 의미

모든 표시등이 꺼져 있습니다. HP All-in-One 의 전원이 꺼져 있습니다. 전원 버튼을 눌러서 장치를 켜
십시오.

전원 표시등 및 용지 종류 표시등
중 하나가 켜져 있습니다.

HP All-in-One 이 인쇄, 스캔 또는 복사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전원 표시등이 깜박입니다. HP All-in-One 이 인쇄, 스캔, 복사 또는 잉크 카트리지 정렬 작업 중입
니다.

전원 표시등이 3초 동안 빠르게 깜
박인 다음 켜진 상태로 있습니다.

HP All-in-One 이 인쇄, 스캔, 복사 또는 잉크 카트리지 정렬 중에 버튼
을 눌렀습니다.

전원 표시등이 20초 동안 깜박인
다음 켜진 상태로 있습니다.

스캔 버튼을 눌렀으나 컴퓨터에서 응답이 없습니다.

용지 표시등이 깜박입니다. • HP All-in-One 에 용지가 없습니다.

• HP All-in-One 에 용지가 걸렸습니다.

잉크 카트리지 점검 표시등이 깜박
입니다.

• 잉크 카트리지 덮개가 열려 있습니다.

• 잉크 카트리지가 없거나 올바른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 테이프가 잉크 카트리지에서 제거되지 않았습니다.

• 잉크 카트리지가 HP All-in-One 의 용도에 맞지 않습니다.

• 잉크 카트리지에 결함이 있음

• 잉크 카트리지에 잉크가 부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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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등 상태 의미

전원, 용지 및 잉크 카트리지 점검
표시등이 깜박입니다.

스캐너 장애입니다.

HP All-in-One 을 껐다가 다시 켜십시오. 그래도 문제가 지속되면 HP 지
원 센터에 문의합니다.

모든 표시등이 깜박입니다. HP All-in-One 에 심각한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1. HP All-in-One 전원을 끕니다.
2. 전원 코드를 분리합니다.
3. 잠시 기다린 다음 전원 코드를 다시 꽂습니다.
4. HP All-in-One 을 다시 켭니다.

그래도 문제가 지속되면 HP 에 문의합니다.

스캔 및 복사할 원본 놓기

HP All-in-One 에는 레터 용지, A4 용지, 인화지, 투명 필름, 봉투 등 다양한 종
류와 크기의 용지를 넣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화면 도움말을 참조하십
시오.

원본을 유리에 놓으려면

1. HP All-in-One 에서 덮개를 들어 올립니다.

2. 원본을 복사 또는 스캔하려는 면을 아래로 향하게 하여 유리의 왼쪽 앞 모서
리에 맞춰 올려놓습니다.

추가 정보 정확한 복사본 크기를 얻으려면 유리 위에 테이프 또는 기타
이물질이 없도록 해야합니다.

3. 덮개를 닫습니다.

복사본 만들기

제어판에서 고품질의 복사본을 만들 수 있습니다.

(계속)

복사본 만들기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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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판에서 복사하려면

1. 입력 용지함에 용지를 넣었는지 확인합니다.

2. 원본을 복사 또는 스캔하려는 면을 아래로 향하게 하여 유리의 왼쪽 앞 모서
리에 맞춰 올려놓습니다.

3. 용지 종류 버튼을 눌러 용지 종류를 설정합니다.

4. 복사 시작/흑백 또는 복사 시작/컬러를 누릅니다.

원본 스캔

유리 위에 있는 원본 문서 또는 이미지의 경우 컴퓨터 또는 HP All-in-One 에서
스캔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스캔 기능을 사용하려면 HP All-in-One 을 컴퓨터
에 연결하고 전원을 켜야 합니다. 스캐닝하기 전에 HP Photosmart 소프트웨어
가 설치되어 실행 중이어야 합니다.

참고 Windows 2000 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스캔 버튼을 누르는 대신
Windows 스캐너 마법사를 사용하십시오.

컴퓨터로 스캔하려면

1. 원본을 복사 또는 스캔하려는 면을 아래로 향하게 하여 유리의 왼쪽 앞 모서
리에 맞춰 올려놓습니다.

추가 정보 좋은 품질의 복사본을 얻으려면 스캐너의 유리가 깨끗하고 이
물질이 묻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

2. 스캔을 누릅니다.

3. 미리 보기 이미지를 편집한 다음 편집이 끝나면 적용을 누릅니다.

제 1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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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제 해결 및 지원
이 장에서는 설치 및 구성 문제와 일부 작동 문제에 대한 문제 해결 정보를 제공합니다.
자세한 문제 해결 정보는 화면 도움말을 참조하십시오.

많은 문제들은 컴퓨터에 HP Photosmart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기 전에 USB 케이블을 사
용하여 제품을 컴퓨터에 연결할 때 발생합니다. 소프트웨어 설치 화면에서 지시가 있기
전에 제품을 컴퓨터에 연결한 경우 다음 지침을 따르십시오.

소프트웨어 설치 문제를 해결하려면

1. 컴퓨터에서 USB 케이블을 제거합니다.

2. 소프트웨어를 제거합니다(설치한 경우). 자세한 내용은  7 페이지의 소프트웨어
제거 및 다시 설치를 참조하십시오.

3. 컴퓨터를 다시 시작합니다.

4. 제품을 끄고 1분간 기다렸다가 다시 시작합니다.

5. HP Photosmart 소프트웨어를 다시 설치합니다.

주의 소프트웨어 설치 화면에서 지시가 있을 때까지 USB 케이블을 컴퓨터에 연결
하지 마십시오.

지원 연락처 정보는 이 설명서의 뒤 표지 안쪽을 참조하십시오.

소프트웨어 제거 및 다시 설치
설치가 불완전하거나 소프트웨어 설치 화면에서 지시가 있기 전에 컴퓨터에 USB 케이
블을 연결한 경우 소프트웨어를 제거하고 다시 설치해야 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에서 단
순히 HP All-in-One 응용 프로그램 파일만 삭제하면 안 됩니다. HP All-in-One 과 함께 제
공된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때 제공된 제거 유틸리티를 사용하여 응용 프로그램 파일을
제대로 제거합니다.

Windows 컴퓨터에서 제거한 후 다시 설치하려면

1. Windows 제어판을 열고 프로그램 추가 또는 제거를 두 번 누릅니다.

2. HP Deskjet All-in-One 드라이버 소프트웨어를 선택한 다음 변경/제거를 누릅니다.
화면 지침을 따릅니다.

3. 컴퓨터에서 제품을 분리합니다.

4. 컴퓨터를 다시 시작합니다.

참고 컴퓨터를 다시 시작하기 전에 제품의 연결을 끊어야 합니다. 소프트웨어
재설치가 완료될 때까지 제품을 컴퓨터에 연결하지 마십시오.

5. 소프트웨어를 다시 설치하려면 컴퓨터 CD-ROM 드라이브에 제품 CD-ROM 을 넣고
화면 지침에 따라 소프트웨어를 설치합니다.
시작 화면이 나타나지 않으면 내 컴퓨터를 두 번 누르고 HP 로고가 있는 CD-ROM
아이콘을 두 번 누른 다음 setup.exe 를 두 번 누릅니다.

6. 화면 지침 및 제품과 함께 제공된 설치 설명서의 지침을 따르십시오.

소프트웨어 설치가 끝나면 Windows 시스템 트레이에 HP Digital Imaging Monitor 아이
콘이 나타납니다.

소프트웨어가 제대로 설치되었는지 확인하려면 바탕 화면에서 HP 솔루션 센터 아이콘
을 두 번 누릅니다. HP 솔루션 센터에 필수 아이콘(그림 스캔 및 문서 스캔)이 표시되면
소프트웨어가 제대로 설치된 것입니다.

Macintosh 사용자: 설치 제거 및 재설치 설명은 Readme 파일 안에 있고 소프트웨어용
지침은 도움말 파일 안에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제거 및 다시 설치 7

문
제

 해
결

 및
 지

원



하드웨어 설치 문제 해결
이 단원에서는 HP All-in-One 에 대한 하드웨어 문제 해결 정보를 제공합니다.

제품이 켜지지 않음

해결책

• 전원 코드가 제품 및 전원 어댑터에 모두 확실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전원 코드를 전원 콘센트, 서지 보호 장치 또는 전원 스트립에 꽂습니다.

1 전원 연결

2 전원 코드 및 어댑터

3 전원 콘센트

• 전원 스트립을 사용할 경우에는 전원 스트립이 켜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또는 제
품을 전원 콘센트에 직접 연결하십시오.

• 전원 콘센트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검사하십시오. 작동하는 전기 제품에 코드를
꽂고 전기 제품에 전원이 들어 오는지 확인합니다. 전원이 들어 오지 않으면 전
원 콘센트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제품을 스위치가 있는 콘센트에 연결한 경우, 콘센트 스위치가 켜져 있는지 확인
합니다. 스위치가 켜져 있지만 작동하지 않는 경우 전원 콘센트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원인: 제품이 전원 콘센트에 올바르게 꽂혀 있지 않거나 전원 콘센트에 문제가 있
습니다.

해결책: 전원 버튼을 너무 빨리 누르면 제품에서 응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전
원 버튼을 한 번 누릅니다. 제품을 켜는 데 수 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 때 전원 버
튼을 다시 누르면 해당 제품이 꺼질 수 있습니다.

주의 그래도 제품의 전원이 켜지지 않으면 기계적 고장일 수 있습니다. 전원 콘
센트에서 제품 플러그를 뽑습니다.

HP 지원 센터에 서비스를 요청하십시오.

웹사이트 가기: www.hp.com/support. 메시지가 나타나면 해당 국가/지역을 선택
한 다음 HP 연락처를 눌러 기술 지원을 위한 연락처 정보를 얻습니다.

원인: 전원 버튼을 너무 빠르게 눌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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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B 케이블에 연결되어 있지만 컴퓨터에서 HP All-in-One 을 사용하는 데 문제가 있습
니다.

해결책: USB 케이블을 연결하기 전에 먼저 제품과 함께 제공된 소프트웨어를 설치
해야 합니다. 설치 중에 화면상의 지침이 있을 때까지 USB 케이블을 연결하지 마십
시오. 지침이 있기 전에 USB 케이블을 연결하면 오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를 설치한 후에는 USB 케이블을 사용하여 제품을 컴퓨터에 쉽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USB 케이블의 한 쪽 끝은 컴퓨터 뒤에 꽂고 다른 한 끝은 제품의 뒷면
에 꽂습니다. 컴퓨터 뒤쪽에 있는 어떤 USB 포트에나 연결해도 상관없습니다.

소프트웨어 설치 및 USB 케이블 연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P All-in-One 과 함께
제공된 설치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HP All-in-One 에서 인쇄되지 않음

해결책: HP All-in-One 과 컴퓨터가 서로 통신하지 못할 경우 다음을 시도하십시오.

• 제품에 있는 전원 버튼을 찾습니다. 불이 들어오지 않으면 제품이 꺼진 상태입니
다. 전원 코드가 제품에 확실히 연결되어 있고 전원 콘센트에 꽂혀 있는지 확인
하십시오. 전원 버튼을 눌러서 제품을 켭니다.

• 잉크 카트리지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입력 용지함에 용지를 넣었는지 확인합니다.

• 제품에 용지가 걸리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 인쇄 캐리지에 용지가 걸리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전면 액세스 덮개를 열면 인쇄 캐리지 영역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포장 재료 등
인쇄 캐리지를 차단하고 있는 것을 모두 제거하십시오. 제품을 껐다가 다시 켜십
시오.

• 제품으로 인쇄가 가능하며 컴퓨터와 통신이 가능한지 확인하려면 테스트 페이지
를 인쇄해 보십시오.

• 인쇄 대기열이 잠시 멈춤 상태 인지 확인합니다. 멈춰 있다면 적절한 설정을 선
택하여 인쇄를 다시 시작합니다. 인쇄 대기열에 액세스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에 설치한 운영 체제에 함께 제공된 설명서를 참고하십시오.

하드웨어 설치 문제 해결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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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B 케이블을 확인하십시오. 이전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 제대로 작동되지 않
을 수 있습니다. 이전 케이블을 다른 제품에 연결하여 USB 케이블이 작동하는지
확인하십시오. 문제가 발생하면 USB 케이블을 교체해야 합니다. 또한 케이블 길
이가 3미터를 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 컴퓨터에 USB 포트가 장착되어 있고 USB 가 지원되는 운영 체제를 사용하고 있
는지 확인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Readme 파일을 참조하십시오.

• 제품과 컴퓨터의 연결을 확인합니다. USB 케이블이 제품 뒷면의 USB 포트에 제
대로 꽂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USB 케이블의 다른 쪽이 컴퓨터의 USB 포트에 꽂
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케이블이 제대로 연결되었으면 제품을 껐다가 다시 켭니
다.

• USB 허브를 통해 제품을 연결하는 경우에는 허브가 켜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허
브가 켜져 있으면 컴퓨터에 직접 연결해 보십시오.

• 다른 프린터 또는 스캐너를 확인합니다.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는 이전 제품의 연
결을 끊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USB 케이블을 컴퓨터의 다른 USB 포트에 연결해 봅니다. 연결을 확인한 후 컴
퓨터를 다시 시작해 보십시오. 제품을 껐다가 다시 켭니다.

• 연결을 확인한 후 컴퓨터를 다시 시작해 보십시오. 제품을 껐다가 다시 켭니다.

• 필요한 경우 제품과 함께 설치한 소프트웨어를 제거했다가 다시 설치합니다.

HP All-in-One 설치 및 컴퓨터 연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P All-in-One 과 함께 제
공된 설치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용지 걸림 제거
용지 걸림 제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화면 도움말을 참조하십시오. Windows 컴퓨터의
화면 도움말 액세스에 대한 자세한 지침은  11 페이지의 화면 도움말를 참조하십시오.

잉크 카트리지 문제 해결
잉크 카트리지 문제해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화면 도움말을 참조하십시오. 화면 도움
말 액세스에 대한 자세한 지침은  11 페이지의 화면 도움말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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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정보 알아보기
인쇄 책자 및 화면상에서 다양한 자료를 통해 HP All-in-One 의 설치와 사용에 대한 정보
를 제공합니다.

설치 설명서

설치 설명서에는 HP All-in-One 설정과 소프트웨어 설치에 대한 지침이 들어있습니다.
설치 설명서의 단계를 순서대로 따르십시오.

설치 중에 문제가 생기면 설치 설명서의 마지막 단원에 있는 문제 해결이나 이 사용자
설명서의  7 페이지의 문제 해결 및 지원을 참조하십시오.

화면 도움말

화면 도움말에는 HP All-in-One 과 함께 설치된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야만 지원되는 기능
을 포함하여 사용자 설명서에 기술되지 않은 HP All-in-One 의 기능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화면 도움말에서는 규정 및 환경 정보도 제공됩니다.

화면 도움말에 액세스하려면

• Windows:시작> 모든 프로그램 > HP > Deskjet F2200 All-in-One series > 도움말
을 클릭합니다.
화면 도움말을 설치하려면 컴퓨터에 소프트웨어 CD 를 넣고 화면 지침을 따릅니다.

• Macintosh:도움말 > Mac 도움말 > 라이브러리 > HP 제품 도움말을 클릭합니다.

HP 웹 사이트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경우 HP 웹 사이트(www.hp.com/support)에서 도움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웹 사이트에서는 기술 지원, 드라이버, 각종 소모품 및 주문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HP 지원
HP 지원에 전화 또는 온라인으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지원 옵션과 사용 가능 여부는 제
품, 국가/지역, 언어 등에 따라 다릅니다.

HP 전화 지원

고객 지원 센터의 전화 번호는 이 설명서의 앞 표지 안쪽에 있습니다.

지원 옵션과 사용 가능 여부는 제품, 국가/지역, 언어 등에 따라 다릅니다.

전화 지원 기간

라틴 아메리카(멕시코 포함)에서는 1년 간 전화 지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북아메리
카, 동부 유럽, 중동, 아시아 태평양 및 아프리카의 전화 지원 기간은 www.hp.com/
support 에서 확인하십시오.

표준 전화 요금이 적용됩니다.

전화 지원 기간 이후

전화 지원 기간 이후에는 사용자가 추가 비용을 부담하여 HP 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
니다.

지원 옵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려면 HP 대리점에 문의하거나 해당 국가/지역의
지원 전화 번호로 연락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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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 지원에 전화하기 전에

1. 다음 사항을 확인합니다.

a. HP All-in-One 의 전원 코드가 꽂혀 있고 전원이 켜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b. 지정된 잉크 카트리지가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c. 용지함에 권장하는 용지가 제대로 넣어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2. HP All-in-One 을 재설정합니다.

a. 전원 버튼을 눌러 HP All-in-One 의 전원을 끕니다.

b. HP All-in-One 뒤쪽에서 전원 코드를 뺍니다.

c. 전원 코드를 다시 HP All-in-One 에 꽂습니다.

d. 전원 버튼을 눌러 HP All-in-One 의 전원을 켭니다.

3. 다음 정보가 필요합니다.

a. 제어판에 나타난 HP All-in-One 의 이름을 확인합니다.

b. 자체 검사 보고서를 인쇄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용자 설명서]를 참조합니
다.)

c. 문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할 준비를 합니다.

d. 자체 검사 보고서에 있는 일련 번호와 서비스 ID 를 준비합니다.

e. HP All-in-One 과 가까운 곳에서 전화하십시오.

기술 정보
이 단원에서는 HP All-in-One 에 대한 기술 사양 및 국제 규정에 대해 알아봅니다. 추가
규정 및 환경 사양은 화면 도움말을 참조하십시오.

적합성 선언문을 포함한 추가 규제 및 환경 정보는 온라인 도움말을 참조하십시오.

시스템 요구 사항

소프트웨어 시스템 요구 사항은 Readme 파일에 나와 있습니다.

용지 사양

• 입력 용지함 용량: Plain Paper(일반 용지): 최대 80매(75 gsm 용지)

• 출력함 용량: Plain Paper(일반 용지): 최대 50매(75 gsm 용지)

참고 지원되는 용지 크기 목록은 프린터 소프트웨어를 참조하십시오.

물리적 사양

• 높이: 18.05cm
• 너비: 42.57cm
• 세로: 26.74cm
• 중량: 5.27 kg

전원 사양

• 소비 전력: 20와트(평균 인쇄)

• 입력 전압: AC 100-240V ~ 1A 50-60Hz
• 출력 전압: DC 32V===375mA, 16V===500mA
• 전원 공급 장치: 0957-2231, AC 100 ~ 240V ~ 1A 50-60Hz (±3 Hz)
• 전원 공급 장치: 0957-2248, AC 200 ~ 240V (±10%), 50 - 60 Hz (±3 Hz)

참고 HP 의 전원 어댑터만 사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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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사양

• 권장 작동 온도 범위: 15º ~ 30º C
• 작동 온도 허용 범위: 10º ~ 35º C
• 습도: 15% ~ 80% RH 비응축

• 비작동(보관) 온도 범위: -20º ~ 50º C
• 높은 전자기장이 존재하는 곳에서는 HP All-in-One 의 출력물이 약간 왜곡될 수 있습

니다.

• HP 는 자기장으로 인한 소음을 줄이기 위해서 길이 3 m 미만의 USB 케이블을 사용
할 것을 권장합니다.

규정 통지 사항

HP All-in-One 은 해당 국가/지역 규제 기관의 제품 요구 사항을 충족시킵니다. 규제 통
지의 전체 목록을 보려면 화면 도움말을 참조하십시오.

규정 모델 식별 번호

규제 식별을 위해 제품에 규제 모델 번호가 할당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의 규제 모델 번

All-in-One series 등) 또는 제품 번호(CB683A 등)와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기술 정보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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الجزائر

البحرين

℡ 

 
℡ 

مصر

العراق

الكويت

لبنان

قطر

اليمن

ישראל

األردن

ُعمان

السعوبية

تونس

اإلمارات العربية المتحدة

  www.hp.com/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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