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DAK SMILE
즉석 디지털 프린터

사용자 가이드

소개

KODAK SMILE 즉석 디지털 프린터 구매에 감사드
립니다. 이 사용자 가이드는 이 제품 사용할 때 사
용자에게 안전하고 위험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제공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사용자 가이드
에 설명되어 있는 모든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
는 사용에 대해서는 제한 보증이 무효합니다.

를 참조하세요.

제품 명세

• 규격: 4.625″ L x 3.188″ W x 0.938″ H (11.75 x
8.15 x 2.6 cm)
• 무게: 7.2 oz (204 g)
• 가능한 칼라: 검정/흰색, 흰색/노랑, 파랑, 초록,
빨강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모든 지시 사항을 읽고 참조
• 배터리 용량: 701mAh
를 위해 이 가이드를 보관하십시오. 이 제품은 오직
• 배터리 유형: 리튬-폴리머
가정용으로 제조되었습니다.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
• 1회 충전 당 최대 인쇄: ~41
할 수 없습니다.
• 지원되는 인화지: KODAK ZINK 2″ x 4″ 뒷면 접
이 제품은 1년 제한 보증으로 보장됩니다. 보장은
착성 인화지
제한적이고 독점적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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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스 콘텐츠

KODAK SMILE 즉석 디지털 프린터
KODAK ZINK 용지의 초보자 팩
사용자 가이드

안전 예방

• 어떤 이유로든 이 제품의 분해를 시도하지
마십시오.
• 절대로 프린터 또는 ZINK® 용지를 극도로 뜨거운
곳 또는 직사광선에 장시간 노출될 수 있는
장소에 두지 마십시오. 이러한 환경에 장시간
노출할 경우 카메라가 과열 되거나 다른 문제를
겪을 수 있습니다.
• 젖게하지 마십시오! 프린터를 청소해야 할

•
•
•
•
•

경우, 물 또는 알코올에 살짝 적신 부드러운
천을 사용하여, 더러워진 부분을 부드럽게
닦아 주세요. 모든 부분을 절대로 물에 담그지
마십시오.
프린터를 신중히 다루십시오. 떨어뜨리거나
심하게 흔들지 마십시오. 프린터 내부는 너무
많이 흔들면 쉽게 부러질 수 있는 작은 부품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 제품을 청소하거나 닦으려할 때 알코올,
가솔린, 딜런트 또는 다른 모든 유기성 솔벤트와
같은 제품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심한 먼지 또는 습기/수분에 노출될 수 있는
환경에서 이 기기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목욕 또는 샤워를 하는 동안 이 프린터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이 프린터를 튜브 또는 싱크에 떨어지거나 당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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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장소에 놓지 마십시오.
• 물 또는 모든 다른 액체에 이 프린터를 놓거나,
떨어뜨리거나, 담그지 마십시오.
• 위의 모든 예방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프린터가 어떻게 든 물에 빠지면, 특히 충전 중일
경우 물을 빼지 마십시오. 충전 중인 경우 즉시
플러그를 뽑은 다음 물을 빼주십시오.
• 프린터 위에 물건을 떨어뜨리거나 액체를 쏟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 이 프린터는 ANDROID 또는 iOS 애프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하지 않으면 절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만일 ANDROID 폰 또는 IPHONE이 없는 경우,
안타깝지만, 이 프린터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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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개요

리셋 버튼

충전 표시 LED
마이크로 USB
충전 포트

급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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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준비
전원 표시 LEDs

SMILE 충전

게으른

단색 흰색

데이터 전송

파란색 깜박임

오류

종이가 없다
인쇄

단색

빨간색으로 깜박임
흰색으로 깜박임

프린터를 사용하기 전에 측면에 있는 마이크로
USB 충전 포트에 마이크로 USB 케이블을
연결하여 완전히 충전해 주세요.

만일 빨간 표시 LED 불빛이 깜빡거리면 배터리가
낮음으로 프린터를 재충전해 주셔야 합니다.
프린터가 충전되는 동안, 표시 LED가 진한
빨간색이 될 것입니다. 일단 충전이 완료되면 LED
가 진한 초록색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용지 지급

카메라에 ZINK® 용지를 채워주세요: 아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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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에 따라 뒷면 접착성 ZINK® 용지를 빠르고
쉽게 새로운 프린터에 채워주면, 사진 인쇄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1. 기기의 뒷면에 있는 트레이 커버를 제거하여
뒷면의 급지대를 열어 주세요.

2. 바코드가 있는 면을 아래로 향하도록 하여 파란
눈금 용지를 넣어주세요. 다른 깨끗한 시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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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택나는 면을 위로 향하게 하여 그 위에 올려
줍니다. 지문이 묻지 않도록 광택이 나는 면을
만지지 않도록 합니다.

3. 처음 ZINK® 용지를 지급한 후 첫번째 사진을
인쇄하면, 파란 눈금 시트가 프린트 슬롯에서
천천히 나오게 될 것입니다. 사진은 이 눈금
시트가 다 나오고 난 후에 인쇄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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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다운로드

GOOGLE PLAY 또는
APPLE APP STORE
에서 KODAK SMILE
에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하세요. 프린터가
작동할 수 있도록 하려면
폰에 이 앱을 설치해야
합니다.

전원 켜기/끄기

1. 프린터를 켜려면, 중앙의 조그맣게 돌출된
패널을 밀어 줍니다. 이렇게 하면 인쇄 슬롯이
튀어나오고 LED 불빛이 반짝거리게 될
것입니다.

2. 프린터를 끄려면, 튀어나온 프린트 슬롯을
가볍게 아래로 눌러주면 됩니다.

KODAK SMILE 사진 인쇄

1. 중앙의 조그맣게 돌출된 패널을 밀어 프린터르
겹니다.
2. 폰의 Bluetooth®가 활성화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3. 폰에서 KODAK SMILE 애플리케이션을 열어
지시에 따라 앱과 프린터를 동기화하고, 새로운
KODAK SMILE 프린터 사용을 시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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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애플리케이션에서 프린터 연결에 문제가
발생하면, 대신 아래의 단계를 따라 주세요:
1. 일반적인 설정 메뉴 아래에서 발견되는, 폰
Bluetooth® 설정에 접근합니다.

2. 먼저 프린터가 켜져있는지 확인하고, 폰이
새로운 기기를 스캔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3. Bluetooth® 목록에 나타난 “KODAK SMILE
XX:XX” 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X’s가 특정
인쇄기와 일치하는 특정 문자와 숫자로 대체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탭하여 동기화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4. 몇 초 후에, 폰에서 “동기화가 완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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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지가 걸린 경우

프린트를 하는 동안 용지 걸림이 발생하면, 다음
절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세요:

1. 핀/바늘/페이퍼 클립 프린터 측면의 충전 포트
옆에 있는 리셋 버튼을 누르세요.

2. 리셋 절차가 끝나면, 용지 걸림이 해결 될
것입니다.

이 KODAK SMILE 프린터는 용지 걸림에 대비하여
용지를 회수할 수 있도록 상단 패널에 특별한 배출
기능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근방).

주의: 프린터 헤드에서 수동으로 종이를 제거하는
것은 추천하지 않으며, 일단 위에서 제안한 방법으로
프린터 리셋을 시도해야 합니다. 수동으로 용지를
제거하면 프린터 헤드가 손상될 수 있으므로, 이
방법을 시도할 때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1. 뛰어나온 패널이 나를 향하도록 프린터를
고정합니다. 상단의 패널이 닫혀있고 프린터가
꺼져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2. 패널의 중앙을 양쪽 엄지를 사용하여 부드럽지만
확실하게 눌러주세요 (KODAK 로고가 있는

3. 패널을 몸쪽에서 밖깥 쪽으로 밀어냅니다.
인쇄되는 곳에 있는 용지가 드러나면 이것을
집어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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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능한 한 부드럽게, 걸려있는 용지를 제거하고
딸깍 소리가 날때까지 다시 밀어 패널을 다시
위치시켜줍니다. 종이를 잡아당기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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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프린터에 용지를 채우기 위해 이 방법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이 방법은 정상적인 용지
공급을 위한 것이 아니므로, 오직 용지 걸림이 발생
했을 때만 사용하십시오.

보증서 내용

kodak 스마일 즉석 디지털 프린터 제한 보증

이 제한 보증은 사용자에게 특정한 법적 권리를
부여하며, 이 권리는 주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보증을 거부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이 면책
조항은 귀하에게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보증이 귀하의 관할 지역의 법률에 따라 면책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는 보증 기간과 구제를 이 명시적인
보증으로 제한합니다.

저희는 보증 기간 동안, 제품의 재료와 제조상에 결함이 결함이 있는 상품에 대한 저희의 책임은 이 보증서에
없음을 보증합니다.
설명 바와 같이 수리, 교체 또는 환불로 제한됩니다.
책임 한도
이 보증서는 누가 사용합니까? 이 제한된 보증은
뉴저지 주, 에디슨, 티비드 레인 동부 114 (C&A
이 보증은 법에 의해 금지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Marketing, Inc. located at 114 Tived Lane East,
독점적이며 구두, 서면, 법정,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다른 모든 보증을 대신합니다. 이 제한 보증서에 표시된 Edison, NJ)에 위치한 C&A Marketing, Inc. (“저희”)
명시적 보증을 제외하고 법에 의해 금지되지 않는 범위 에 의해 처음 이 제품을 구입한 고객에게만 제공합니다
(귀하). 이 보증은 제품의 이후 소유자 또는 다른
내에서, 저희는 상품성과 특정 목적에 대한 적합성
양도인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보증을 포함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 법적 또는 기타
다른 모든 보증을 부인합니다. 일부 주에서는 묵시적
이 보증은 무엇을 보장합니까? 이 제한 보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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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 명시된 보증 기간 동안 KODAK SMILE 즉석
디지털 프린터 (“제품”)의 재료와 제조 상의 결함을
보증합니다.

이 보증은 무엇을 보장하지 않습니까? 이 제한 보증은
다음의 모든 원인에 의한 손상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a) 운송; (b) 보관; (c) 부적절한 사용; (d) 제품 사용
지침을 준수하지 않았거나 모든 예방적인 유지관리를
실행하지 않은 경우; (e) 변형; (f) 허가 받지 않은 수리;
(g) 자연스러운 마모; 또는 (h) 사고, 오용, 또는 합리적인
통제를 벗어난 다른 행위나 사건과 같은 외부적 원인.
보장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이 제한 보증은 귀하가
제품을 구입하는 날 시작되며 일년이 되는 날 끝나게
됩니다 (그 “보증 기간”). 만일 수리 또는 부품을 교체한
경우, 보증 기간이 연장되지 않습니다. 저희는 저희
재량으로 이 제한 보증의 유효성을 변경할 수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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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변경이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보증에 의한 귀하의 구제 조치 무엇입니까? 보증
기간 동안 모든 결함이 있는 제품과 관련하여, 저희는
저희의 유일한 재량에 따를 것입니다: (a) 이러한 제품 (
또는 손상된 부품) 수리 또는 대체 무료 또는 (b) 만일
교환 부품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이러한 제품의 구매
가격 환불.

귀하는 어떻게 보증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습니까?
보증 서비스를 받으려면 844-516-1539로 저희에게
연락하거나 보증 기간 동안 이메일 kodak@
camarking.com을 통해 결함 있는 상품 인증 ("DMA")
번호를 받아야 합니다. DMA 번호가 없으면 보증
서비스를 받을 수 없으며, 저희 시설까지의 반송 비용은
구매자인 귀하에게 청구할 것입니다. 부품 교체로 인한
반송 비용은 저희가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고객 서비스 연락처 정보

제품에 문제가 발생하면 구매처에 제품을 반환하기
전에 문의하십시오. 우린 도와 줬어!
미국 지원 :
kodak@camarketing.com
844-516-1539

국제 지원 :
kodakintl@camarketing.com
844-516-1540

kodakphotoplus.com

Kodak의 상표, 로고 및 트레이드 드레스는 Eastman Kodak
Company의 라이센스하에 사용됩니다.
Android는 Google Inc.의 상표입니다.
IOS는 미국 및 기타 국가에서 Cisco의 상표이며 라이센스 계약에
따라 사용됩니다.
Bluetooth는 Bluetooth SIG, Inc. USA의 상표입니다.
Google Play는 Google Inc.의 상표입니다.
Apple 및 App Store는 미국 및 다른 국가에서 Apple Inc.의
상표입니다.다른 모든 제품, 브랜드 이름, 회사 이름 및 로고는
해당 소유자의 상표이며, 해당 제품을 식별하는 데만 사용되며
스폰서 십, 보증 또는 승인을 암시하지 않습니다.
배포자 : C&A Marketing, Inc., 114 Tived Lane East, Edison, NJ
08837, USA
C&A Marketing UK LTD, 167 Hermitage Road, Crusader
Industrial Estate, London N4 1LZ, UK
©2019. 판권 소유. 베트남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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