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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 printer limited warranty statement
Start setup

Power specifications
Power cord: 8121-0868, 8121-1058, 8121-1186
Input voltage: 100 to 240 Vac
Input frequency: 50-60 Hz
Power consumption: 85W max, 50 avg

Note: Use only with the power cord supplied by HP.

Ink usage
Note: Ink from the cartridges is used in the printing process in a number of different ways, including in the 
initialization process, which prepares the device and cartridges for printing, and in printhead servicing, which 
keeps print nozzles clear and ink flowing smoothly. In addition, some residual ink is left in the cartridge after it 
is used. For more information see www.hp.com/go/inkusage.

설치 시작
HP 프린터 제한 보증서

전원 사양
전원 코드: 8121-0868, 8121-1058, 8121-1186
입력 전압: 100 ~ 240Vac
입력 주파수: 50 ~ 60Hz
소비 전력: 최대 85W, 평균 50

참고: HP에서 제공한 전원 어댑터만 사용하십시오.

잉크 사용
참고: 카트리지의 잉크는 인쇄 과정에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용됩니다. 예를 들면, 인쇄를 위해 장치와 
카트리지를 준비하는 초기화 프로세스와 인쇄 노즐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잉크 흐름을 부드럽게 하는 
프린트헤드 서비스에서 사용되기도 합니다. 또한 사용 후에는 카트리지에 일부 잉크가 남아있기도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hp.com/go/inkusage를 참조하십시오. 

www.hp.com/go/inkusage
www.hp.com/go/inkusage


ENVY100 eALL-IN-ONE PRINTER D410 series

Start here...

Important! Do NOT connect a USB cable unless prompted by the software! (Windows on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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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inue setup by following the instructions on the printer display.       

No CD/DVD drive?
For computers without a CD/DVD drive, 
please go to www.hp.com/support to 
download and install the software.

Register your printer
Get quicker service and support alerts by 
registering at www.register.hp.com.

Control panel buttons are lit only when available

Home 
(Touch to display the Home screen)

Back 
(Touch to return to the previous screen)

Help 
(Touch to display the Help menu or screen)

Cancel 
(Touch to stop the current job in progress)

•	Lift up the control panel for easier viewing. 
•	Use the control panel buttons for navigation through the instructions and other features.

See the Quick Reference for details     

•	Troubleshooting
•	Printer parts
•	Home screen buttons and icons
•	Features and functions
•	Where to find more information

This printer supports WiFi Protected Setup 
(WPS) for easy one-button wireless setup.
You might be prompted on the printer’s 
display to use Wi-Fi Protected Setup 
(WPS). 

One-button wireless setup  
(Optional)

Continue to follow the Setup Wizard on 
the printer’s display, which will guide you 
through making a wireless connection. 
When prompted later during the software 
installation, choose “Wireless Connection.”

If your router supports WiFi Protected 
Setup (WPS) and includes a WPS 
pushbutton, push the WPS button on the 
router to make a wireless connection to 
the printer. When prompted later during 
the software installation, choose “Wireless 
Connection.”

No WiFi Protected Setup (WPS)? 
No problem!

Unpack, remove all tape and packing materials.

Connect power cord from the back. Touch  once to turn on the pri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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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Fi PROTECTEDSETUP

Quick Reference

ENVY100 eALL-IN-ONE PRINTER D410 series

시작하기

주의! 소프트웨어에서 메시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USB 케이블을 연결하지 마십시오! (Windows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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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린터 디스플레이의 지침에 따라 설치를 계속 진행합니다. 

CD/DVD 드라이브가 없습니까?
컴퓨터에 CD/DVD 드라이브가 없을 경
우에는 www.hp.com/support로 이동한 
후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해서 설치하십
시오.

프린터 등록
www.register.hp.com에 제품을 등록하면 
더욱 신속한 서비스와 지원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어판 버튼은 사용할 수 있을 때만 켜집니다

홈 
(홈 화면 보기)

뒤로 
(이전 화면으로 돌아 가기)

도움말 
(도움말 메뉴 또는 화면 보기)

취소
(현재 진행 중인 작업을 중지)

• 제어판을 들어 올리면 더 편하게 볼 수 있습니다. 
• 제어판 버튼을 이용하여 지침 및 기타 기능을 탐색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요약 참조를 참고하십시오

• 문제 해결

• 프린터 부품

• 홈 화면 버튼 및 아이콘

• 특징 및 기능

• 추가 정보를 찾아 볼 수 있는 위치

이 프린터는 버튼을 한 번만 눌러서 
무선 설정을 할 수 있도록 WPS(WiFi 
Protected Setup)을 지원합니다. 프린터 
디스플레이에 WPS(Wi-Fi Protected Setup)
를 사용하라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원 버튼 무선 설정(옵션)

프린터 디스플레이의 설치 마법사의 
지침에 따라 무선 연결 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후,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중에 메시지가 나타나면 “무선 연결”을 
선택합니다.

사용하는 라우터에서 WPS(WiFi Protected 
Setup)를 지원하고 WPS 푸시 버튼이 
있으면 라우터의 WPS 버튼을 눌러 
프린터를 무선으로 연결합니다. 이후,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중에 메시지가 
나타나면 “무선 연결”을 선택합니다.

WPS(WiFi Protected Setup)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포장을 풀고 테이프와 포장재를 모두 제거합니다.

전원 코드를 뒷면에 연결합니다. 를 한 번 눌러 프린터를 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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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Fi PROTECTEDSETUP

Quick Reference

www.hp.com/support
www.register.hp.com
www.hp.com/support
www.register.h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