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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데이터 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可能产生标准数据传输费用



시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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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포장을 풀고 테이프와 포장재를 모두 제거합니다.

2 전원 코드를 뒷면에 연결합니다. 를 눌러 프린터를 켭니다.

프린터 디스플레이의 지시 사항을 따릅니다.3

제어판 버튼은 사용할 수 있을 때만 켜집니다

(홈 화면을 보기 위해 누릅니다)

홈 도움말

취소뒤로

(이전 화면으로 돌아가기 위해 누릅니다)

(도움말 메뉴 또는 화면을 보기 위해 누릅니다)

(진행 중인 현재 작업을 중지하기 위해 누릅니다)

주의! 소프트웨어에서 메시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USB 케이블을 
연결하지 마십시오! (Windows만 해당)

자세한 내용은 요약 참조를 참고하
십시오.
• 문제 해결
• 프린터 부품
• 홈 화면 버튼 및 아이콘
• 특징 및 기능

ENVY110 e-ALL-IN-ONE PRINTER D411 series

从这里开始...

• 抬起控制面板以便于查看。 
• 使用控制面板按钮浏览说明和其他功能。

1 打开包装，除去所有包装带和包装材料。

2 将电源线连接至背面。 按  以启动打印机。

请按照打印机显示屏上的说明操作。3

控制面板按钮仅在可用时才点亮

（触摸此按钮可显示主屏幕）

原位 帮助

取消后退

（触摸此按钮可返回上一个屏幕）

（触摸此按钮可显示帮助菜单或屏幕）

（触摸此按钮可停止当前正在执行的作业）

重要提示！在软件没有提示之前，请勿连接 USB 电缆！（仅限 
Windows）

请参阅《快速参考》了解详细信息

• 疑难排解
• 打印机部件
• 主屏幕按钮和图标
• 特色和功能

ENVY110 e-ALL-IN-ONE PRINTER D411 series

CD/DVD 드라이브가 없습니까?

프린터 등록

추가 정보 파일

추가 정보 파일에는 HP 지원 연락처 상세 
정보, 운영 체제 요구 사항 및 정보 업데이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추가 정보

컴퓨터에 CD/DVD 드라이브가 없을 
경우에는 www.hp.com/support 로 이동하여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받아 설치하십시오.

www.register.hp.com 에 제품을 등록하면 
더욱 신속한 서비스와 지원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没有 CD/DVD 驱动器？

注册您的打印机

自述文件

自述文件包含 HP 支持联系人详细信息、操作
系统要求以及信息更新。

附加信息

如果计算机没有 CD/DVD 驱动器，请转至 
www.hp.com/support 下载并安装该软件。

通过在 www.register.hp.com 上注册，获得更
快的服务和支持通知。

참고: eFax는 일부 국가/지역에서만 이용 가능합니다. 注意：eFax 可能在某些国家/地区不可用。

HP 프린터 제한 보증서

전원 사양
전원 코드: 589110-002, 589111-002, 589112-002, 589210-002, 589211-002, 8120-8441, 589218-002, 
589216-002, 589217-002, 589215-002, 8120-8373
입력 전압: 100 ~ 240Vac
입력 주파수: 50 ~ 60Hz
소비 전력: 최대 70W, 평균 20W

참고: HP에서 제공한 전원 코드만 사용하십시오. 

잉크 사용
참고: 카트리지의 잉크는 인쇄 과정에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용됩니다. 예를 들어, 인쇄를 위해 
장치와 카트리지를 준비하는 초기화 프로세스, 인쇄 노즐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잉크 흐름을 부드럽게 
하는 프린트헤드 서비스 작업에서 사용됩니다. 또한 사용 후에는 카트리지에 일부 잉크가 남아있기도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hp.com/go/inkusage 를 참조하십시오. 

• HP ENVY 110 소프트웨어 CD에서 설치하려면, 
CD를 넣은 다음 소프트웨어 설치를 시작합니다.

• 지원 웹 사이트에서 설치하려면, HP 지원 
웹 사이트 www.hp.com/support 로 이동한 
다음 "전체 기능 소프트웨어 및 드라이버"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합니다.

추가 도움말

HP ENVY 110 소프트웨어와 함께 전자 도움말을 
설치하지 않았다면 소프트웨어 CD 또는 지원 웹 
사이트에서 전자 도움말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Windows: 권장 소프트웨어가 나열된 화면이 
나타나면 "HP ENVY 110 도움말" 옵션이 
선택되었는지 확인합니다.

Mac: 권장 소프트웨어가 나열된 화면이 나타나면 
"HP 권장 소프트웨어”를 선택합니다.

이 제품에 대한 적합성 선언은 다음 웹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www.hp.eu/certificates

유럽 연합 규정 고지사항 성명 및 준수 정보를 
확인하려면 화면 도움말로 이동하여 Technical 
information(기술 정보) > Regulatory 
notices(규정 고지 사항) > European Union 
Regulatory Notice(유럽 연합 규정 고지 
사항)를 누릅니다. 

HP 打印机有限保修声明

电源规格
电源线： 589110-002, 589111-002, 589112-002, 589210-002, 589211-002, 8120-8441, 589218-002, 
589216-002, 589217-002, 589215-002, 8120-8373
输入电压： 100–240 Vac
输入频率： 50-60 Hz
功耗： 最高 70 瓦（平均 20 瓦）

注意： 仅使用 HP 提供的电源线。

墨水的使用
注意： 墨盒中的墨水以多种不同方式使用于打印过程，这些使用方式包括用来让设备和墨盒准备就绪的
初始化过程，用于确保打印喷头清洁和墨水顺利流动的打印头维护过程。 此外，当墨盒用完后，墨盒中
还会残留一些墨水。 有关详细信息，请访问 www.hp.com/go/inkusage 。

• 要从 HP ENVY 110 软件 CD 安装，插入 CD，然
后开始安装软件。

• 要从支持网站安装，请转至 HP 支持网站  
www.hp.com/support，然后下载“全功能软件和
驱动程序”软件。

获取更多帮助

如果没有使用 HP ENVY 110 软件安装电子版帮助，
可以从软件 CD 或支持网站进行安装。

Windows：当您看到屏幕上列出推荐的软件时，请
务必确保选中“HP ENVY 110 帮助”选项。

Mac：当您看到屏幕上列出推荐的软件时，请选
择“HP 推荐软件”。

本产品的合规性声明可从以下位置获取： 
www.hp.eu/certificates 。

要查阅欧盟法规通告声明和遵从性信息，请转
到屏幕帮助，单击技术信息 > 法规通告 > 
欧盟法规通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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