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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HP All-in-One 개요
HP Deskjet F735 All-in-One 는 복사, 스캔 및 인쇄 등의 작업을 손쉽게 수행할
수 있는 다용도 장치입니다. 전반적인 특징 및 기능에 대한 내용은 화면 도움말
을 참조하십시오.

HP All-in-One 개요

레이블 설명

1 제어판

2 전면 액세스 도어

3 용지 너비 조정대

4 입력 용지함

5 용지함 확장기

6 토너 카트리지 덮개

7 유리

8 덮개 안쪽

9 후면덮개

10 후면 USB 포트

11 전원 연결 장치*

* HP 의 전원 어댑터만 사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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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판 버튼

레이블 아이콘 이름 및 설명

1 잉크량 표시등: 3색 카트리지 네 개, 검정색 카트리지 네 개 등 각 잉크 카트
리지의 잉크량을 표시합니다.

잉크 카트리지 점검 표시등: 특정 잉크 카트리지를 다시 삽입하거나, 잉크
카트리지를 교체할 필요가 있음을 나타냅니다. 검정색 잉크 아이콘 표시등
은 검정색 잉크 카트리지에 문제가 있음을 나타내며 컬러 잉크 아이콘 표시
등은 컬러 잉크 카트리지에 문제가 있음을 나타냅니다.

2 스캔: 현재 유리 위에 있는 원본 스캔을 시작합니다. HP All-in-One 이 다른
작업을 수행 중이어서 스캔 버튼 누르기가 무시되었습니다. 스캔 버튼은 컴
퓨터가 켜져 있을 때에만 작동합니다.

3 용지 선택: 용지 종류 설정을 일반 용지, 대형 인화지 또는 소형 인화지로 변
경합니다. 입력 용지함에 원하는 용지 종류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기본 용지
종류 설정은 일반 용지입니다.

용지 선택 표시등은 현재 선택한 용지 크기와 종류를 나타냅니다.

4 페이지에 맞춰 조정: 복사용으로 선택한 용지 크기의 여백 안쪽에 맞춰 최대
크기로 원본을 확대합니다.

5 복사 시작／흑백: 흑백 복사 작업을 시작합니다. 

이 버튼을 여러 번 눌러 흑백 복사본을 여러 부 지정할 수 있습니다. 복사본
의 숫자를 선택하면 잠시 후 인쇄가 시작됩니다. 인쇄될 복사본의 숫자가 이
버튼의 오른쪽에 표시됩니다.

6 복사 시작／컬러: 컬러 복사 작업을 시작합니다. 

이 버튼을 여러 번 눌러 컬러 복사본을 여러 부 지정할 수 있습니다. 복사본
의 숫자를 선택하면 잠시 후 인쇄가 시작됩니다. 인쇄될 복사본의 숫자가 이
버튼의 오른쪽에 표시됩니다.

7 재시작: 문제가 해결된 후에 작업을 계속하도록 HP All-in-One 에게 지시합
니다.

제어판 버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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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블 아이콘 이름 및 설명

재시작 버튼 옆에 있는 재시작 표시등이 깜박이면 용지를 넣거나 용지 걸림
을 제거해야 합니다.

8 취소: 인쇄, 복사 또는 스캔 작업을 중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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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태 표시등 개요

일부 표시등은 HP All-in-One 의 상태를 알립니다.

레이블 설명

1 남은 잉크량 표시등

2 잉크 카트리지 점검 표시등

3 용지 선택 표시등(용지 선택 버튼)

4 페이지에 맞춰 조정 표시등

5 재시작 표시등

6 켜짐 표시등

다음 표는 일반 상태 및 표시등의 의미를 설명합니다.

표시등 상태 의미

모든 표시등이 꺼져 있습니다. HP All-in-One 이 꺼져 있습니다. 켜짐 버튼을 눌러 제품을 켭니다.

제 1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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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등 상태 의미

켜짐 표시등이 깜박입니다. • 제품을 켜면 표시등이 3~5초동안 깜박입니다.

• HP All-in-One 이 인쇄, 스캔, 복사 또는 잉크 카트리지 정렬 작업 중
입니다.

• 잉크 카트리지 덮개가 열려 있습니다.

켜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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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켜짐 표시등이 20초 동안 깜박인
다음 켜진 상태로 있습니다.

스캔 버튼을 눌렀으나 컴퓨터에서 응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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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P All-in-One 에 용지가 걸렸습니다.

잉크 카트리지 점검 표시등이 깜박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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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켜짐, 재시작 및 잉크 카트리지 점
검 표시등이 깜박입니다.

스캐너 장애입니다.

HP All-in-One 을 껐다가 다시 켜십시오. 그래도 문제가 지속되면 HP 에
문의합니다.

재시작, 페이지에 맞춰 조정 및 잉
크 카트리지 점검 표시등이 깜박입
니다.

잉크 카트리지가 멈추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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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전원을 끕니다.
2. 전원 코드를 분리합니다.
3. 잠시 기다린 다음 전원 코드를 다시 꽂습니다.
4. 제품 전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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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덮개를 열림 위치까지 들어 올립니다.

2. 유리의 전면 오른쪽 모서리에 원본을 인쇄면이 아래로 향하게 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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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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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덮개를 닫습니다.

복사본 만들기

제어판에서 고품질의 복사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제어판에서 복사하려면

1. 입력 용지함에 용지를 넣었는지 확인합니다.

2. 유리의 전면 오른쪽 모서리에 원본을 인쇄면이 아래로 향하게 놓습니다.

3. 용지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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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리의 전면 오른쪽 모서리에 원본을 인쇄면이 아래로 향하게 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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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프트웨어 제거 및 다시 설
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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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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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설명서의 지침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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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프트웨어를 제대로 설치했는지 확인하려면 테스트 페이지를 인쇄해 보십시오. 테스트
페이지 인쇄에 대한 내용은 화면 도움말을 참조하십시오.

Macintosh 사용자: 제거 및 재설치 지침은 소프트웨어의 Readme 파일 및 도움말 파일
에 들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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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드웨어 설치 문제 해결
이 단원에서는 HP All-in-One 에 대한 하드웨어 문제 해결 정보를 제공합니다.

제품이 켜지지 않음

해결책

• 전원 코드가 제품과 전원 어댑터에 모두 확실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전원 코드를 전원 콘센트, 서지 보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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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위치가 켜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스위치가 켜져 있지만 작동하지 않는 경우 전원 콘센트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
다.

원인: 제품이 함께 제공된 전원 코드와 함께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해결책: 켜짐 버튼을 너무 빨리 누른 경우, 제품이 응답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켜짐 버튼을 한 번 누릅니다. 제품을 켜는 데 몇 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때 켜짐
버튼을 다시 누르면 장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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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
택한 다음 HP 연락처를 눌러 기술 지원을 위한 연락처 정보를 얻습니다.

원인: 켜짐 버튼을 너무 빠르게 눌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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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 지침이 나타날때까지 USB 케이블을 연결하지 마십시
오. 지침이 나타나기 전에 USB 케이블을 연결하면 오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제 2 장

8 문제 해결 및 지원

문
제

 해
결

 및
 지

원

http://h20180.www2.hp.com/apps/Nav?h_pagetype=S-001&h_lang=ko&h_cc=kr&h_product=3456978&h_page=hpcom&h_client=s-h-m002-1


소프트웨어를 설치한 후에는 USB 케이블을 사용하여 제품을 컴퓨터에 쉽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USB 케이블의 한쪽 끝을 컴퓨터 뒤에 연결하고 다른 쪽 끝을 제품 뒤
에 연결하면 됩니다. 컴퓨터 뒤쪽에 있는 어떤 USB 포트에나 연결해도 상관없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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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P All-in-One 에서 인쇄되지 않음

해결책: 제품과 컴퓨터가 서로 통신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을 시도하십시오.

• 제품의 켜짐 버튼을 확인합니다. 불이 들어오지 않으면 제품이 꺼진 상태입니다.
전원 코드가 제품과 전원 어댑터에 모두 확실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전원 콘센트
에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켜짐 버튼을 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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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화면도움말을 참조하십시오.

• 인쇄 대기열이 일시 정지 상태인지 확인합니다. 그런 경우 적절한 설정을 선택하
여 인쇄를 다시 시작합니다. 인쇄 대기열에 액세스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
은 컴퓨터에 설치한 운영 체제와 함께 제공된 설명서를 참고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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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 끝이 컴퓨터의 USB 포트
에 꽂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케이블이 제대로 연결되었으면 제품을 껐다가 다시
켭니다.

하드웨어 설치 문제 해결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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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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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봅니다. 제품을 껐다가 다시 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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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요한 경우, 제품과 함께 설치한 소프트웨어를 제거한 후 다시 설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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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지 걸림 제거
용지 걸림 제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화면 도움말을 참조하십시오. 화면 도움말 액세스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화면 도움말을 참조하십시오.

잉크 카트리지 문제 해결
잉크 카트리지 문제 해결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화면 도움말을 참조하십시오. 화면 도움
말 액세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화면 도움말을 참조하십시오.

자세한 정보 알아보기
인쇄 책자 및 화면상에서 다양한 자료를 통해 HP All-in-One 의 설치와 사용에 대한 정보
를 제공합니다.

시작 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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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 중에 문제가 생기면 시작 설명서의 마지막 단원에 있는 문제 해결이나 이 설명
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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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움말에는 규제 및 환경 정보도 들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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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 도움말에 액세스하려면

• Windows: 시작 > 모든 프로그램 > HP > Deskjet F735 > 도움말을 누릅니다.
화면 도움말을 설치하려면 컴퓨터에 소프트웨어 CD 를 넣고 화면 지침을 따르십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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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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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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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의 지원 전화 번호로 연락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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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켜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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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켜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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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 도움말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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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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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정보
이 단원에서는 HP All-in-One 에 대한 기술 사양과 국제 규제 정보에 대해 알아봅니다.
추가 규제 및 환경 사양은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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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90gsm 용지)

• 출력함 용량: Plain Paper(일반 용지): 최대 50매(65~90gsm 용지)

참고 지원되는 용지 크기 목록은 프린터 소프트웨어를 참조하십시오.

물리적 사양

• 높이: 161.5mm
• 너비: 437.5mm
• 깊이(입력 용지함 올림): 290.4mm
• 중량: 4.9kg

전원 사양

• 소비 전력

◦ 대기시 평균 전력: 4W 미만

◦ 프린트시 평균 전력: 17W
◦ 절전 모드시 평균 전력: 3W 미만

◦ 절전 모드까지의 시간: 30분

◦ 꺼짐: 1W 이하

• 전원 공급 장치: 0957-2242, AC 100~240V(±10%), 50~60Hz(±3 Hz)
• 전원 공급 장치: 0957-2250, AC 200~240V(±10%), 50~60Hz(±3 Hz)

참고 HP 의 전원 어댑터만 사용하십시오.

환경 사양

• 최대 작동 조건

◦ 온도 5°~40°C
◦ 습도: 15% ~ 80% RH 비응축

• 권장 작동 조건

◦ 온도 15°~30°C
◦ 습도: 20% ~ 80% RH 비응결

• 최대 출고(보관) 조건

◦ 온도 -40°~60°C
◦ 습도: 5% ~ 90% RH 비응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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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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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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는 VCVRA-0811 입니다. 이 규제 번호는 마케팅 이름(HP Deskjet F735 All-in-One 등)
또는 제품 번호(CB727A 등)와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기술 정보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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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

제 2 장

14 문제 해결 및 지원

문
제

 해
결

 및
 지

원




	목차
	HP All-in-One 개요
	HP All-in-One 개요
	제어판 버튼
	상태 표시등 개요
	스캔 및 복사할 원본 놓기
	복사본 만들기
	원본 스캔

	문제 해결 및 지원
	소프트웨어 제거 및 다시 설치
	하드웨어 설치 문제 해결
	용지 걸림 제거
	잉크 카트리지 문제 해결
	자세한 정보 알아보기
	시작 설명서
	화면 도움말
	HP 웹 사이트

	HP 지원
	HP 전화 지원
	전화 지원 기간
	전화 지원 기간 이후

	HP 지원에 전화하기 전에

	기술 정보
	시스템 요구 사항
	용지 사양
	물리적 사양
	전원 사양
	환경 사양
	규정 통지 사항
	규정 모델 식별 번호

	보증




<<
  /ASCII85EncodePages false
  /AllowTransparency false
  /AutoPositionEPSFiles true
  /AutoRotatePages /None
  /Binding /Left
  /CalGrayProfile (Gray Gamma 2.2)
  /CalRGBProfile (sRGB IEC61966-2.1)
  /CalCMYKProfile (U.S. Web Coated \050SWOP\051 v2)
  /sRGBProfile (sRGB IEC61966-2.1)
  /CannotEmbedFontPolicy /Error
  /CompatibilityLevel 1.3
  /CompressObjects /Off
  /CompressPages true
  /ConvertImagesToIndexed true
  /PassThroughJPEGImages false
  /CreateJDFFile false
  /CreateJobTicket false
  /DefaultRenderingIntent /Default
  /DetectBlends true
  /ColorConversionStrategy /sRGB
  /DoThumbnails false
  /EmbedAllFonts true
  /EmbedJobOptions true
  /DSCReportingLevel 0
  /EmitDSCWarnings false
  /EndPage -1
  /ImageMemory 524288
  /LockDistillerParams true
  /MaxSubsetPct 100
  /Optimize true
  /OPM 1
  /ParseDSCComments true
  /ParseDSCCommentsForDocInfo true
  /PreserveCopyPage true
  /PreserveEPSInfo true
  /PreserveHalftoneInfo false
  /PreserveOPIComments false
  /PreserveOverprintSettings false
  /StartPage 1
  /SubsetFonts true
  /TransferFunctionInfo /Remove
  /UCRandBGInfo /Remove
  /UsePrologue false
  /ColorSettingsFile ()
  /AlwaysEmbed [ true
  ]
  /NeverEmbed [ true
    /Courier
    /Courier-Bold
    /Courier-BoldOblique
    /Courier-Oblique
    /Helvetica
    /Helvetica-Bold
    /Helvetica-BoldOblique
    /Helvetica-Oblique
    /Symbol
    /Times-Bold
    /Times-BoldItalic
    /Times-Italic
    /Times-Roman
    /ZapfDingbats
  ]
  /AntiAliasColorImages false
  /DownsampleColorImages true
  /ColorImageDownsampleType /Bicubic
  /ColorImageResolution 150
  /ColorImageDepth -1
  /ColorImageDownsampleThreshold 1.00000
  /EncodeColorImages true
  /Color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ColorImages true
  /ColorImageAutoFilterStrategy /JPEG
  /ColorACSImageDict <<
    /QFactor 0.76
    /HSamples [2 1 1 2] /VSamples [2 1 1 2]
  >>
  /ColorImageDict <<
    /QFactor 0.76
    /HSamples [2 1 1 2] /VSamples [2 1 1 2]
  >>
  /JPEG2000Color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15
  >>
  /JPEG2000Color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15
  >>
  /AntiAliasGrayImages false
  /DownsampleGrayImages true
  /GrayImageDownsampleType /Bicubic
  /GrayImageResolution 150
  /GrayImageDepth -1
  /GrayImageDownsampleThreshold 1.00000
  /EncodeGrayImages true
  /Gray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GrayImages true
  /GrayImageAutoFilterStrategy /JPEG
  /GrayACSImageDict <<
    /QFactor 0.76
    /HSamples [2 1 1 2] /VSamples [2 1 1 2]
  >>
  /GrayImageDict <<
    /QFactor 0.76
    /HSamples [2 1 1 2] /VSamples [2 1 1 2]
  >>
  /JPEG2000Gray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15
  >>
  /JPEG2000Gray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15
  >>
  /AntiAliasMonoImages false
  /DownsampleMonoImages true
  /MonoImageDownsampleType /Bicubic
  /MonoImageResolution 600
  /MonoImageDepth -1
  /MonoImageDownsampleThreshold 1.33333
  /EncodeMonoImages true
  /MonoImageFilter /CCITTFaxEncode
  /MonoImageDict <<
    /K -1
  >>
  /AllowPSXObjects true
  /PDFX1aCheck false
  /PDFX3Check false
  /PDFXCompliantPDFOnly false
  /PDFXNoTrimBoxError true
  /PDFXTrimBoxToMedia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SetBleedBoxToMediaBox true
  /PDFXBleedBoxToTrim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OutputIntentProfile (None)
  /PDFXOutputCondition ()
  /PDFXRegistryName (http://www.color.org)
  /PDFXTrapped /False

  /SyntheticBoldness 1.000000
  /Description <<
    /ENU <FEFF0046004f0052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360020004f004e004c0059000d0048005000490045002000530063007200650065006e0020004f007000740069006d0069007a00650064002000530065007400740069006e006700200066006f0072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360020004f004e004c0059>
  >>
>> setdistillerparams
<<
  /HWResolution [600 600]
  /PageSize [612.000 792.000]
>> setpagedevi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