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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t Here

여기에서 시작

Use the HP Setup Guide to set up the product

使用 HP《安装手册》安装本产品

제품을 설치하려면 HP 설치 설명서를 
사용하십시오.

www.hp.com/support

G510

Unpack.
打开包装。
포장을 풉니다.

Insert CD.
插入 CD。
CD를 넣습니다.

Note: Set up the All-in-One by following the instructions beginning on the next page if any of 
the following scenarios apply to you:
• Your computer is running an operating system other than Microsoft Windows or Mac OS X.
•  The place where you are setting up the All-in-One is not next to the computer on which you 

are installing the HP software. 
• You have any problems using the HP Setup Guide on your computer.

如果存在以下任一情形，请按下一页开头的说明安装 All-in-One：
• 计算机运行的操作系统不是 Microsoft Windows 或 Mac OS X。
• 要安装 All-in-One 的位置不在要安装 HP 软件的计算机的旁边。
• 在您的计算机上使用 HP《安装手册》时遇到问题。

참고: 다음 중 적용할 수 있는 시나리오가 있는 경우 다음 페이지부터 시작되는 지침에 
따라 All-in-One을 설치합니다.
• 컴퓨터가 Microsoft Windows 또는 Mac OS X 이외의 운영체제를 실행하고 있는 경우
• All-in-One을 설치하는 위치가HP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컴퓨터의 옆이 아닌 경우 
• 컴퓨터에서 HP 설치 설명서를 사용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경우

Follow the onscreen instructions.
Note: Skip the rest of the instructions in this booklet.

根据屏幕上的说明执行操作。
请忽略本手册中的其他说明。

화면 지침을 따릅니다.
참고: 이 소책자의 나머지 지침을 건너뛰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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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 the control panel language and location, if necessary.
如有必要，可设置控制面板语言和位置。
필요한 경우 제어판 언어 및 위치를 설정합니다.

Use the ◄ and ► buttons to scroll to your language, press 
OK, and then press 1 to confi rm the selection.

使用 ◄ 和 ► 按钮滚动到所用语言，按 OK，
然后按 1 确认选择。

◄ 및 ► 버튼을 사용하여 해당 언어로 이동하고 OK를 누른 
다음 1을 눌러 선택 사항을 확인합니다.

Use the ◄ and ► buttons to scroll to your location, press OK, 
and then press 1 to confi rm the selection.

使用 ◄ 和 ► 按钮滚动到所在位置，按 OK，
然后按 1 确认选择。

◄ 및 ► 버튼을 사용하여 해당 위치로 이동하고 OK를 누른 
다음 1을 눌러 선택 사항을 확인합니다.

Insert unused, plain, white, A4- or letter-size paper, print-side 
down, along the right edge of the main tray. Slide the guides 
in the tray to adjust them for the size that you have loaded.

沿主纸盒的右侧，插入未使用的 A4 或 Letter 尺
寸普通白纸，打印面朝下。滑动纸盘中的导
板，进行调整以适合要装入的纸张尺寸。

기본 용지함의 오른쪽 가장자리를 따라 인쇄 면을 아래로 
하여 일반 흰색 용지(A4 또는 레터 크기)를 삽입합니다. 
공급한 크기에 맞게 용지함의 조정대를 밀어 조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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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gn the cartridges 校准墨盒 카트리지를 
정렬합니다.7a  When prompted, press OK to print 

the alignment page. (Make sure 
you have loaded unused, plain, 
white paper in the tray).

7b  Place the Alignment Page face 
down on the scanner glass.

7c  Press OK to scan the alignment 
page. After it is scanned, 
alignment is complete.

When the alignment process is 
complete, go to step 8.

7a  出现提示时，按 OK 打印
校准页。（确保在纸盘
中装入了未使用的普通
白纸）。

7b  将校准页 放在扫
描仪的玻璃板上。

7c  按 OK 扫描校准页。扫描
完毕之后，校准工作随即
完成。

 8 。

7a  메시지가 나타나면 OK을 눌러 정렬 
페이지를 인쇄합니다. 용지함에 
일반 흰색 용지를 넣었는지 
확인하십시오.

7b  스캐너 유리에 정렬 페이지의 
앞면을 아래로 놓습니다.

7c  OK를 눌러 정렬 페이지를 
스캔합니다. 스캔이 끝나면 
정렬이 완료됩니다.

정렬이 완료되면 8단계로 이동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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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B

Ethernet

Note: If your computer does not have a CD or DVD drive, you can 
download the HP software from HP’s support Web site 
(www.hp.com/support).

Windows: Install software fi rst. Do NOT connect the USB cable until prompted.
Mac OS X: Connect the USB cable, and then install software.

Windows : 先安装软件。在出现提示之前，请勿连接 USB 电缆。
Mac OS X : 连接 USB 电缆，然后安装软件。

Windows: 먼저 소프트웨어를 설치합니다. 메시지가 나타날 때까지 USB 케이블을 연결하지 마십시오.
Mac OS X: USB 케이블을 연결한 후 소프트웨어를 설치합니다.

Obtain IP address, hardware (MAC) address, and mDNS 
(Bonjour) name.
During software installation, the installation program can search for the 
All-in-One on your network. However, if you have a large network or if 
the search is unsuccessful, you can search for the All-in-One by entering 
its IP address or mDNS (Bonjour) name. To obtain this information, print 
the network confi guration page: press  on the All-in-One control panel, 
select Print Report > Network Confi g., and then press OK.

IP 주소, 하드웨어(MAC) 주소 및 mDNS(Bonjour) 이름을 
확인합니다.
소프트웨어 설치 중 설치 프로그램이 해당 네트워크에 대한 All-in-One
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네트워크 규모가 크거나 검색에 실패한 
경우 해당 IP 주소나 mDNS(Bonjour) 이름을 입력하여 All-in-One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를 보려면 다음과 같이 네트워크 구성 페이지를 

인쇄합니다. All-in-One 제어판의  을 누르고 보고서 인쇄 > 네트워크 
구성을 선택한 다음 OK을 누릅니다.

Register the product. 
By taking just a few quick minutes to register, you can enjoy quicker 
service, more effi cient support, and product support alerts. If you did 
not register your printer while installing the software, you can register 
later at http://www.register.hp.com.

 
在花短短几分钟进行注册之后，您即可享受更加快捷的
服务、更为有效的支持和产品支持通知服务。如果在安
装软件时未注册打印机，可稍后在 
http://www.register.hp.com 上进行注册。
제품을 등록합니다.
몇 분만 시간을 내어 등록하면 보다 빠르고 효과적인 서비스와 지원 
및 제품 지원 알림이라는 혜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동안 프린터를 등록하지 않아도 나중에 
http://www.register.hp.com에서 등록할 수 있습니다.

获取 IP 地址、硬件 (MAC) 地址和 mDNS 
(Bonjour) 名称。
在安装软件期间，安装程序会在您的网络中搜索 All-in-One。
但如果您的网络十分庞大或搜索失败，您可以通过输入其 
IP 地址或 mDNS (Bonjour) 名称来搜索 All-in-One。要获取此信
息，请打印网络配置页：按 All-in-One 控制面板上的  ，
选择  > ，然后按 OK。

참고: 컴퓨터에 CD 또는 DVD 드라이브가 없는 경우 HP 지원 웹 
사이트(www.hp.com/support)에서 HP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如果您的计算机没有 CD 或 DVD 光驱，您可以从 HP 
支持网站 (www.hp.com/support) 上下载 HP 软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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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you want to use the All-in-One’s fax 
feature, see the Getting Started Guide for 
setup information.

如果要使用 All-in-One 的传真功
能，请参阅《使用入门指南》来
获取安装信息。

All-in-One의 팩스 기능을 사용하려면 
설치 정보는 시작 안내서를 참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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