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

3

4

5a 5b 6

7

8

CB981-90004

1

*CB981-90004*
*CB981-90004*

*XXXXX-XXXXX*

*XXXXX-XXXXX*

XXXXX--XXXXX

Quick Start

Tutorial included

Product in [country] 

www.hp.com/support

HP Photosmart Pro B8800 Series  

© 2007 HPDC

User Guide

HP Photosmart B8500 series

여기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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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단계의 메시지가 나타날 
때까지 USB 케이블을 
연결하지 마십시오

설치 CD 전원 케이블

사용자 설명서

4 X 6 인화지*

 USB 케이블 *

5개 잉크 카트리지

 Printhead 프린트헤드

장치에서 테이프를 
모두 제거합니다. 
디스플레이에서 
보호 필름을 
제거합니다.

a.

포장지 제거

잉크 카트리지 
액세스 덮개를 
열고 내부의 모든 
포장재를 
제거합니다.

b.

전원 코드와 
어댑터를 
연결합니다.

a.

 Press  to turn on 
the device. 

b.

언어 및 국가/
지역을 선택합니다.

c.

전원 연결

잉크 카트리지 액세스 
덮개를 엽니다.

a.

프린트헤드 설치

그림과 같이 회색 
걸쇠 핸들을 단단히 
들어 올립니다.

b.

 포장에서 프린트헤드
를 제거합니다.
구리판을 만지지 
마십시오.
프린터 접촉부나 기타 
표면이 긁히지 않도록 
하십시오. 

c.

그림과 같이 
프린트헤드를 위로 
잡습니다.

d.

그림과 같이 
프린트헤드를 장치 
안으로 내립니다.

e.

걸쇠 핸들을 천천히 
내립니다.

f.

잉크 카트리지 설치

주황색 탭을 잡아 당겨 
플라스틱 포장지를 
떼어냅니다.

a.

주황색 캡을 돌려 
떼어냅니다.

b.

잉크 카트리지를 해당 
슬롯에 위에서 아래로 
딸깍하는 소리가 들릴 
때까지 눌러 넣습니다.

c.

 잉크 카트리지 액세스 
덮개를 닫습니다. 
초기화 프로세스가 
시작됩니다. 몇 분이 
소요되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

초기화 프로세스가 계속되고 있더라도 다음 단계로 
진행하여 용지를 넣습니다.

a, b, c 단계를 반복해서 
잉크 카트리지를 모두 
넣습니다.

d.

중요: 잉크 카트리지를 설치하기 전에 5a 단계(이전 열)를 
완료해야 합니다.

출력 및 사진 용지함을 
동시에 들어 올립니다.

a.

용지 넣기

용지 길이 조정대를 
왼쪽으로 밉니다.

b.

기본 용지함에 일반 흰색 
용지를 넣고 용지 
조정대를 용지에 맞게 
조정합니다.  

c.

사진 및 출력 용지함을 
동시에 내립니다.

d.

인화지 넣기

출력 용지함을 들어 
올립니다.

a.

매끄러운 면이 아래로 
가도록 하여 인화지를 
사진 용지함에 넣습니다.
용지 조정대를 인화지 
쪽으로 밉니다. 

b.

출력 용지함을 완전히 
내립니다.

c.

용지함 확장대를 당긴 
후 용지 고정틀을 들어 
올립니다.

d.

정렬 페이지 인쇄

OK(확인)를 눌러 정렬
페이지를 인쇄합니다.
몇 분이 걸릴 수 있습니다. 

a.

정렬 페이지가 인쇄되면
정렬 작업이 완료됩니다. 
OK(확인)를 누릅니다.

b.

상자의 내용물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캐리지 걸쇠

컬러 아이콘

 Do not connect the USB cable 
until prompted in step 9 

Box contents

 Installation CD  Power Cable 

 User Guide 

 4 X 6 photo paper*   

 USB Cable *

5 Ink Cartridges

 Printhead 

 *May be included 

 Start Here 
 HP Photosmart B8500 series 

 Remove packaging  Install the printhead  Install the ink cartridges  Load paper 

 Remove all tape 
from the device. 
Remove the 
protective fi lm from 
the display. 

a.

 Open the ink 
cartridge access 
door and remove 
all packing 
materials from 
inside. 

b.

 Connect the power 
cord and adapter. 

a.

 를 눌러 장치를 
켭니다. 

b.

S elect your 
language and 
country/region. 

c.

 Open the ink cartridge 
access door. 

a.

 Firmly lift the gray 
latch handle, as 
shown. 

b.

 Remove the printhead 
from the packing. 
  Do not touch  the 
copper colored 
contacts. 
  Do not scratch  the 
contacts on the printer 
or other surface. 

c.

 Hold the printhead 
upright, as shown. 

d.

 Lower the printhead 
into the device, as 
shown. 

e.

 Slowly lower the latch 
handle. 

f.

  IMPORTANT:  You must complete step 5a (in the previous 
column) before installing ink cartridges. 

 Remove the plastic wrap 
by pulling the orange 
tab. 

a.

 Twist the orange cap to 
snap it off. 

b.

 Turn the ink cartridge 
over, slide it into the 
appropriate slot, and 
then press down until it 
clicks into place. 

c.

 Repeat steps a, b, and c 
for all ink cartridges. 

d.

 Close the ink cartridge 
access door. 
The initialization 
process begins, which 
takes several minutes 
and makes some noise.

e.

 While the initialization process continues, proceed to the 
next step to load paper. 

 Load photo paper 

 Print the alignment page 

 Connect power 

Raise  the output and photo 
trays together. 

a.

 Slide the paper-width guide 
to the left. 

b.

 Insert  plain white paper  
into the main tray and slide 
the paper guide against 
the paper.  

c.

 Lower the photo and output 
trays together  . 

d.

Raise the output tray.a.

 Load photo paper with the 
 glossy side down  in the 
photo tray. Slide the paper 
guide against the photo 
paper. 

b.

Lower the output tray 
completely.

c.

 Pull out the tray extender 
and lift up the paper catch. 

d.

Carriage latch

Colored icons

When initialization is complete, 
press OK to print an alignment 
page. It may take a few minutes.

a.

 After the alignment page is 
printed, alignment is complete.  
Press  OK .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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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설치 - Windows

주의: 메시지가 나타날 때까지 USB 케이블을 연결하지 
마십시오. 

컴퓨터 전원을 켜고 필요할 경우 로그인한 다음  
바탕화면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립니다. CD를 넣고 
화면의 지시에 따릅니다.
중요: 설치 화면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내 컴퓨터, 
HP 로고가 있는 CD-ROM 아이콘 및 setup.exe를 
차례로 두 번 클릭합니다.

a.

중요: USB 케이블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별도로 
구매하십시오.

USB 메시지가 나타나면, USB 케이블을 HP 장치 
뒤쪽의 포트에 연결한 다음 컴퓨터의 USB 포트에 
연결합니다. 화면의 지시에 따라 소프트웨어 설치를 
완료합니다.

b.

기능 탐색

이제 HP Photosmart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컴퓨터에 
설치되었으므로 HP 장치의 기능을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메모리 카드에서 사진 인쇄

방향 키를 눌러 
인쇄할 사진을 
확인한 다음 OK 
(확인)를 누릅니다.

c.

HP 장치의 
해당하는 메모리 
카드 슬롯에 
메모리 카드를 
넣습니다.

b.

아직 인쇄해 본 
적이 없는 경우, 
사진 용지함에 
인화지를 넣습니다.

a.

문제 해결

문제: (Windows만 해당) Microsoft Add Hardware 
화면이 나타납니다. 
해결: 모든 화면을 취소합니다. USB 케이블을 뽑고 
녹색 HP 소프트웨어 CD를 다시 넣습니다.

문제: (Windows만 해당) USB 케이블을 연결하라는 화
면 메시지를 보지 못했습니다.
해결: 모든 화면을 취소합니다. 녹색 HP 소프트웨어 
CD  를 꺼냈다가 다시 넣습니다.

소프트웨어 설치 - Mac

추가 도움말

www.hp.com

Windows: HP 솔루션 센터는 장치 상태, 설정, 소모품 
주문, 도움말을 비롯하여 HP 장치 및 소프트웨어의 
많은 기능에 쉽게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HP 소프트웨어 사용

Mac: HP Photosmart Studio로 이미지 및 비디오를 구성, 
관리 및 편집할 수 있습니다.

제어판의 사진 인쇄 
버튼을 눌러 사진을 
인쇄합니다.

d.

CD를 넣습니다.
HP Installer 아이콘을 두 번 클릭합니다.
화면 지시에 따릅니다.
Setup Assistant (설치 길잡이) 화면을 완료합니다.

b.
c.

d.

중요: USB 케이블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별도로 
구매하십시오. 

USB 케이블을 HP 장치 뒤쪽의 포트에 연결한 다음 
컴퓨터의 USB 포트에 연결합니다.

a.

문제: (Windows만 해당) 장치 설치를 완료하지 
못했습니다 화면이 나타납니다.
해결: 장치의 전원 코드를 뽑았다가 다시 꽂습니다. 
모든 연결을 확인합니다. 특히 USB 케이블이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USB 케이블을 키보드나 
전원이 들어오지 않은 USB 허브에 연결하지 마십시오.

[국가]에서 인쇄

Now that your HP Photosmart software program is 
installed on your computer, you can try out any of the 
features using your HP device.

IMPORTANT: Purchase a USB cable separately if it is not 
included.

Once the USB prompt appears, connect the USB cable 
to the port on the back of the HP device, and then to 
any USB port on the computer. Follow the onscreen 
instructions to complete the software installation.

b.

Insert the CD.
Double-click the HP Installer icon.
Follow the onscreen instructions.
Complete the Setup Assistant screen.

b.
c.

d.

NOTE: Do not connect the USB cable until prompted.
Turn on your computer, log in if necessary, and then 
wait for the desktop to appear. Insert the CD and 
follow the onscreen instructions.
IMPORTANT: If the startup screen does not appear, 
double-click My Computer, double-click the CD-ROM 
icon with the HP logo, and then double-click  
setup.exe.

a.

Install the software - Windows Install the software - Mac Explore the features Troubleshooting Use HP software

IMPORTANT: Purchase a USB cable separately if it is not 
included.

Connect the USB cable to the port on the back of the 
HP device, and then to any USB port on the computer.

a.

Print a photo from a memory card

Press the Print 
Photos button on 
the control panel to 
print the photo.

d.

Insert a memory 
card in the 
appropriate 
memory card slot in 
the HP device.

b.

If you have not 
already done so, 
load photo paper in 
the photo tray.

a.

Problem: (Windows only) The Microsoft Add Hardware 
screen appears.
Action: Cancel all screens. Unplug the USB cable, and 
then re-insert the green HP software CD.

Problem: (Windows only) You did not see the screen 
prompting you to connect the USB cable.
Action: Cancel all screens. Remove, and then re-insert 
the green HP software CD.

Problem: (Windows only) The Device Setup Has Failed To 
Complete screen appears.
Action: Unplug the device and plug it in again. Check 
all connections. Make sure the USB cable is plugged 
into the computer. Do not plug  the USB cable into a 
keyboard or a non-powered USB hub.

Windows: The HP Solution Center provides convenient 
access to many features of your HP device and software, 
including device status, settings, supplies ordering, and 
help.

Mac: HP Photosmart Studio allows you to organize, 
manage, and edit your images and videos.

Need more information?

Printed in [country] - Engl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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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s the arrow keys 
to view the photo 
you want to print, 
then press OK.

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