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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안내시트

2

잉크 설치 및 전원 켜기
B

c

O 제품에 동봉된 잉크병을 사용하십시오.

O 움푹 들어간 잉크병이 일부 있더라도, 잉크의 품질과
양은 보장되므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O Epson은 Epson 정품 잉크 사용을 권장합니다.
Epson은 정품이 아닌 잉크에 대하여 품질을 보증할 수
없으며, 비정품 잉크 사용에 의한 제품 고장에 대하여
무상 보증 서비스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잠금 장치 확인

C

제품의 외양은 모델에 따라 본 설명서의 그림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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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크 탱크 장치 열고 마개 제거

D

c
잉크병 마개를 단단히 닫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샐 수 있습니다.

c 주의
장비를 손상시킬 수 있으므로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설치 전 반드시 읽어 주세요 !!
이 프린터의 잉크는 주의해서 다루어야 합니다. 잉크 탱크를 채우거나 잉크를 리필할 때 잉크가 튈 수 있습니다.
옷이나 소지품에 잉크가 묻으면 지워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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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itial Bottle(초기 설치 잉크)의 마개 뚜껑과
밀봉 테입 제거

Q

포장풀기

잉크병을 비워 잉크 탱크를 가득
채우십시오.

E

F

잉크 탱크 마개를 단단히 닫기

잉크 탱크 장치 닫기

마개 뚜껑을 버리지 말고 보관해두었다가
잉크병 마개를 밀봉할 때 사용하십시오.

전원케이블

USB 케이블

초기 설치 잉크

설치안내시트

소프트웨어
CD-ROM

G

리필용 잉크

H

I

Q

잉크 탱크를 채울 준비가 될 때까지 잉크병 포장을
개봉하지 마십시오. 잉크병은 신뢰성 유지를 위해
진공 포장되어 있습니다.“Bonus(보너스)” 잉크병은 초기
설치 시 필요하지 않습니다.

보호 테이프 및
포장재를
모두 제거하십시오.

전원 케이블 연결

J

전원 켜기

P 표시등이 깜박일 때까지 + 버튼을 3초 동안
누르면 잉크 공급이 시작됩니다.

용지 급지

전원 코드를
빼지 마십시오.

전원을 끄지
마십시오.

A

B

C

용지 지지대 및 배출 트레이 확장

용지 급지 후 가장자리 정렬

용지 가이드 맞추기

용지를 급지하지
마십시오.

잉크 공급은 약 11분 정도 소요됩니다. 표시등이 켜질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3

소프트웨어 설치
c

O 용지를 용지 가이드에 표시된 H 표시 이상으로 급지하지 마십시오.
O 인쇄할 면을 위로 향하게 하여 급지하십시오.

지시가 있을 때까지 USB 케이블을
연결하지 마십시오.

만약, 새 하드웨어 검색 화면이 나타나면,
[취소] 버튼을 클릭하십시오.

A

A

B

C

D

프린터 헤드를 테이프로 고정

운반용 잠금 장치 잠금

잉크 탱크 마개 단단히 닫기

잉크병을 제품과 함께 박스에 담아
운반하지 마십시오.
잉크가 샐 수 있습니다.

B
Windows
Windows

A

Mac

B

Mac

소프트웨어 CD-ROM 넣기

A

운반하기

방화벽 경고 화면이 나타나면, 게시자가
Epson인지 확인한 다음 Epson
응용프로그램에 대해 액세스를 허용하십시오.

사용권 계약 동의를 체크하고 [
다음] 버튼 클릭

B

Windows

[시작 및 연결]을 선택하고
화면의 안내에 따라 계속
진행합니다.

Windows7/Vista:
윈도우“자동 실행”선택

Mac

설치할 소프트웨어를 선택하고
화면의 안내에 따라 계속 진행합니다.

c

c

프린터를 운반하는 동안 프린터를 수평으로 유지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잉크가 샐 수 있습니다.

운반한 후 프린터 헤드를 고정한 테이프를 제거하고 운반용 잠금 장치를
잠금 해제 위치로 돌리십시오. 만일 운반 이후에 인쇄 품질이 떨어졌다면 프린터
헤드를 청소하거나 헤드 정렬을 실행하십시오.

잉크병 마개를 닫을 때 잉크병을 위로 향하게 하고
운반 시에는 새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십시오.

체크 박스에서 선택한 소프트웨어만 설치됩니다.
온라인 사용설명서는 문제 해결과 오류 표시와 같은 중요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체크박스를 선택하여 설치하십시오.

제어판 정보

잉크 리필
Q

제어판은 외양이 실제 제품과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잉크 리필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실제 잉크 잔량을 확인하려면 육안으로 제품
잉크 탱크의 잉크 잔량을 확인하십시오.

A

c
잉크가 탱크 하단 표시선 이하로 남아 있을 때 제품을
계속 사용하면 제품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잉크 탱크 장치 열고 마개 제거
o

표시등

o

a

b

c

d

전원 표시등

네트워크 표시등

용지 표시등

잉크 표시등

B

c

C

Q

마개 뚜껑을 버리지 말고
보관해두었다가 잉크병 마개를
밀봉할 때 사용하십시오.

잉크병 마개를 단단히
닫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샐 수
있습니다.

버튼

P

Wi-Fi

전원을 켜거나 끕니다.

Wi-Fi를 설정하려면 3초 동안 누르십시오.
네트워크 오류 표시를 해결하려면 눌렀다가 떼십시오.
자세한 사항은 온라인 네트워크 사용설명서를 참고하십시오.

+
네트워크 상태 시트를 인쇄합니다.
PIN 코드를 이용하여 Wi-Fi를 설정하려면
Wi-Fi 버튼과 함께 누르십시오.

o

인쇄 작업 중에 인쇄를 취소합니다.
오류 발생 후에는 인쇄를 다시 시작합니다.

o

프린터 헤드 청소

잉크 마개 뚜껑과 밀봉 테입
제거

D

잉크를 잉크 탱크의 상단
표시선까지 모두 채우십시오.

E

c
여기에 명시된 것 이외의 잉크를 사용하면 Epson 정품 잉크라도
Epson의 무상 보증 서비스를 받을 수 없습니다.

노즐 검사

+

++P

프린터 헤드를 청소하려면, 전원 표시등이 깜박일 때까지
+ 버튼을 3초 동안 누르십시오. 프린터 헤드 청소에는 잉크 탱크의
잉크가 사용됩니다. 출력물에 희미한 줄무늬(밴딩현상)가
생기는 등 출력 품질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만 사용하십시오.

+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프린터를 켜면, 아래 그림과 같은 노즐
검사 패턴이 인쇄됩니다.
(a)

정상적인 노즐 상태(노즐막힘이 없음)

(b)

노즐막힘으로 군데군데 인쇄되지 않음
헤드 청소가 필요합니다.

참고 자료 정보

잉크 탱크 마개를 단단히 닫기

잉크 탱크 장치 닫기

잉크 정보

Q

최상의 인쇄 품질을 위해, 잉크병을 개봉한 후 6개월 이내에 잉크를 사용하십시오.
잉크병의 밀봉 테입을 제거한 후 보관하거나 운반하는 경우, 병을 기울이지 말고 충격을 받거나
온도가 변화하기 쉬운 곳에 두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잉크병 뚜껑을 단단히 잠갔더라도
잉크가 샐 수 있습니다.

잉크 부품 번호

T7741

안전 지시 사항
사용설명서(PDF)
문제 해결, 유지 보수, 인쇄 등과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사용설명서를
참고하십시오.

네트워크 사용설명서(HTML)

이 제품에 들어있는 전원 코드만
사용하십시오.
다른 코드를 사용할 경우 화재나
감전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다른 장비와 함께 코드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전원 코드를 쉽게 뽑을 수
있는 벽면 콘센트 부근에
이 제품을 설치하십시오.

프린터에 표시된 종류의 전원만
사용하십시오.

전원 코드가 해당 지역의 안전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하십
시오.

손상되었거나 피복이 벗겨진
전원 코드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직사광선이나 강한 불빛이
있는 곳에 프린터를 두지
마십시오.

가연성 가스가 포함된 스프레이
타입의 제품은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이 프린터의
내부나 주변에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설명서에서 명확히 설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프린터를 직접 분해 개조 및
수리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잉크병과 잉크 탱크 장치는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십시오.

잉크병에서 밀봉 테입을 제거한
후 잉크병을 기울이거나
흔들지 마십시오.
잉크가 샐 수 있습니다.

잉크병을 세운 상태로 보관하고
충격을 받을 수 있거나
온도가 변화하기 쉬운 곳에
두지 마십시오.

잉크가 피부에 묻었을 경우
비눗물로 깨끗하게 닦으십시오.
잉크가 눈에 들어간 경우에는
바로 흐르는 물로 씻어
내십시오. 씻은 후에도
불편하거나 시력에 문제가
있으면 즉시 전문의의 진단을
받으십시오. 잉크가 입에
들어간
경우 즉시 뱉어내고 의사의
진찰을 받으십시오.

온라인 매뉴얼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
CD-ROM을 넣고, 설치 화면에서 Epson 온라인 가이드를 선택한 후
화면의 안내에 따라 온라인 가이드를 설치하십시오.

고객 지원 정보
지역번호 없이

[ 1566-3515 ]

고객 지원과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http://www.epson.co.kr/support 웹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정보 : 서비스 센터 위치 및 서비스 방법 안내
◆ 기술 지원 정보 : 문제 발생 상황에 따른 조치 방법 안내
(문제 해결 도우미, FAQ, Q&A, 원격지원서비스 등)
◆ 엡손가이드(제품 활용 가이드), 드라이버 및 사용설명서 다운로드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