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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Thank you for purchasing the KODAK SMILE Classic Instant Print 
Digital Camera. This User Guide is intended to provide you with 
guidelines to ensure that operation of this product is safe and 
does not pose risk to the user. Any use that does not conform to 
the guidelines described in this User Guide may void the limited 
warranty.

Please read all directions before using the product and retain this 
guide for reference. This product is intended for household use only. 
It is not intended for commercial use.

This product is covered by a limited one-year warranty. Coverage is 
subject to limits and exclusions. See warranty for details.

SPECIFICATIONS 
• Dimensions: 4.94″ W x 5.91″ D x 1.88″ H (125.5 x 150.0 x 47.8 mm)
• Weight: 14.4 oz. (408 g) 
• Colors Available: Black, Blue, Green, and Red
• Supported Storage: microSD™ cards up to 256GB
• Battery Capacity: 1100 mAh
• Battery Type: Lithium-polymer 
• Prints Per Charge: ~35
• Supported Photo Paper: KODAK ZINK 3.5″ x 4.25″ sticky-back photo 

paper

BOX CONTENTS
• KODAK SMILE Classic Instant Print Digital Camera
• Micro USB Charging Cable
• Starter Pack of KODAK ZINK Photo Paper
• User Guide / Quick Start Card

• Limited Warranty

SAFETY PRECAUTIONS 
• Seizure warning: This device utilizes flashing strobe lights which 

may potentially trigger seizures for people with photosensitive 
epilepsy and/or other seizure disorders. User discretion is advised.

• Do not attempt to disassemble this device for any reason.
• Never leave your camera or the KODAK ZINK photo paper in an 

area that might become extremely hot or where it will be exposed 
to direct sunlight for a long time. This can cause your camera to 
overheat or suffer other problems. 

• Don’t get it wet! If you need to clean your camera, use a soft cloth 
that’s been slightly dampened with water or rubbing alcohol, and 
gently wipe away any dirty spots. Don’t submerge the whole thing 
in water, ever. 

• Be careful with your camera. Try not to drop it, or shake it violently. 
The inside of the camera has a lot of very small parts that could 
break if they are jostled around too much. 

• Do not use products such as alcohol, gasoline, diluent, or any 
other organic solvent when cleaning or attempting to clean this 
product.

• Do not use this device in an environment where it will be exposed 
to heavy dust or humidity/moisture.

• Do not use this camera while bathing or in a shower.
• Do not place or charge the camera where it can fall or be pulled 

into a tub or sink.
• Do not place, drop, or submerge the camera in water or any other 

liquid.
• Take care that objects do not fall and liquids are not spilled onto 

the cam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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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OV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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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TING READY FOR USE 
1. Charge it first: Before you start using your new KODAK SMILE 

Classic camera, plug it in to your computer or any USB charging 
block with an output of two amps (2A) or higher. The charging 
indicator will flash white while the camera charges. Once it turns 
solid white and stops flashing, it’s fully charged and ready to use.

2. Load your ZINK® paper into the camera: Follow the steps below to 
quickly and easily get your new camera loaded with ZINK® sticky-
back paper so you can start printing photos! 
a. Open the paper tray in the back by releasing the tray cover at  
 the rear of the device. Press down on the arrow and slide the  
 cover toward you.  
 
 
 
 
 
 

 
b. Load the blue calibration sheet in with the barcode facing  
 down. Place the other plain sheets on top with the glossy side  
 facing you. Try to avoid touching the glossy side so you don’t  
 get fingerprints on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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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KING PICTURES WITH THE KODAK SMILE CLASSIC 
1. Turn the camera on by sliding the power latch toward the rear of 

the camera so that the viewfinder pops up. You will hear a musical 
tune and the LED indicator on the side of the camera will blink red, 
then turn solid green when the power is on. 
 
 
 
 
 
 
 

2. If you want to set a 10-second timer, press the timer button on top 
of the camera, next to the shutter button. The camera flash will 
blink to count down the seconds, and the camera will also play a 
sound before taking the picture. 

3. Look through the viewfinder to line up your picture, and then press 
the shutter button on top of the camera.  
 
 
 
 
 
 
 

4. If you’re taking pictures in a low-light setting, the KODAK SMILE 
Classic will auto-detect the light level and use the strobe flash 

c. When you take your first photo after  
 loading the ZINK® paper,  
 the blue calibration sheet will be  
 slowly ejected from the  
 printing slot. Your photo will print  
 after the calibration sheet finishes. 
NOTE: Please make sure not to push 
the paper in too far or else the paper 
could jam or cause misprinting issues.

3. Insert a microSD™ card into the 
corresponding slot on the side, 
located directly underneath the charging port. The KODAK SMILE 
Classic supports microSD™ cards up to 256GB. 

4. Download the KODAK 
Classic 2-in-1 application 
from the Google Play™ 
or Apple® App Store®. 
The KODAK SMILE 
Classic works without 
downloading anything, 
but the app provides a lot 
of unique and fun features 
for your new cam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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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ake sure the camera is on first, and then allow your phone to 
scan for new devices.

3. You will see “Kodak Classic XX:XX” appear in the Bluetooth® list. 
The X’s will be replaced with specific letters and numbers which 
correspond to your specific camera. Tap on it to start pairing.

4. After a couple of seconds, your phone should say “paired”.

DOWNLOADING YOUR PHOTOS
If you have a microSD™ card installed in your KODAK SMILE Classic 
camera, you can easily download and view higher-resolution copies of 
your photos from any laptop or personal computer.

1. Plug the USB connector end of your charging cable into any USB port 
on your computer (or laptop). Plug the micro USB connector into the 
charging port of your camera.

2. Turn the camera on by sliding the power latch toward the rear of the 
camera so that the viewfinder pops up. The indicator light above the 
charging port should start flashing.

3. The first time you connect your camera, it will take a few minutes to 
automatically download the drivers and recognize the camera as an 
external storage device. Do not disconnect your camera during this 
process. 

4. After the camera is plugged in and drivers have been installed, you 
can access the pictures you’ve taken by going to your computer’s 
menu and viewing it as an external storage device (usually defaults 
to E:\). You will see a folder called DCIM, and inside that folder will be 

when necessary. In a room with fluorescent lighting, you may want 
to focus on the bolder colors to avoid a washed-out look.

5. The camera will then beep to let you know that your picture is 
processing, and after a couple seconds, it will begin to print the 
photo from the photo print slot.

6. Retrieve your photo after it finishes printing. 

PRINTING PICTURES USING THE KODAK CLASSIC 2-IN-1 APP 
1. Turn the camera on by sliding the power latch toward the rear of 

the camera so that the viewfinder pops up. 

2. Make sure Bluetooth® on your phone is enabled.

3. Open up the KODAK Classic 2-in-1 application from your phone, 
follow the instructions to pair your camera with the app, and start 
using your new KODAK SMILE Classic camera!

If you have trouble connecting to your camera from the application, 
try following these steps instead:

1. Access your phone’s Bluetooth® settings, usually found under the 
general Settings men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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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RRANTY INFORMATION

LIMITED WARRANTY ON KODAK SMILE CLASSIC INSTANT PRINT 
DIGITAL CAMERA

THIS LIMITED WARRANTY GIVES YOU SPECIFIC LEGAL RIGHTS AND 
YOU MAY ALSO HAVE OTHER RIGHTS, WHICH VARY FROM STATE 
TO STATE.

WE WARRANT THAT DURING THE WARRANTY PERIOD, THE PRODUCT 
WILL BE FREE FROM DEFECTS IN MATERIALS AND WORKMANSHIP.

LIMITATION OF LIABILITY

TO THE EXTENT NOT PROHIBITED BY LAW, THIS WARRANTY IS 
EXCLUSIVE AND IN LIEU OF ALL OTHER WARRANTIES, ORAL, 
WRITTEN, STATUTORY, EXPRESS OR IMPLIED. EXCEPT FOR THE 
EXPRESS WARRANTIES CONTAINED IN THIS LIMITED WARRANTY 
STATEMENT AND TO THE EXTENT NOT PROHIBITED BY LAW, WE 
DISCLAIM ALL OTHER WARRANTIES, EXPRESSED OR IMPLIED, 
STATUTORY OR OTHERWISE, INCLUDING WITHOUT LIMITATION, 
THE WARRANTIES OF MERCHANTABILITY AND FITNESS FOR A 
PARTICULAR PURPOSE. SOME STATES DO NOT ALLOW DISCLAIMERS 
OF IMPLIED WARRANTIES, SO THIS DISCLAIMER MAY NOT APPLY TO 
YOU. TO THE EXTENT SUCH WARRANTIES CANNOT BE DISCLAIMED 
UNDER THE LAWS OF YOUR JURISDICTION, WE LIMIT THE DURATION 
AND REMEDIES OF SUCH WARRANTIES TO THE DURATION OF THIS 
EXPRESS LIMITED WARRANTY.

another folder called CLASSIC_CAM. This is where you will find copies 
of all your photos, even the ones you took when the camera had no 
paper loaded.

5. Have fun with viewing, editing, printing, and/or posting these higher-
resolution versions of your KODAK SMILE Classic photos from your 
computer!

6. When you’re finished, be sure to choose the option to “eject 
removable storage device” to prevent any issues with your microSD™ 
card.

TIPS AND TRICKS
• If you don’t have any paper, but you do have a microSD™ card 

installed, any pictures you try to take will be stored on the microSD™ 
card and can be accessed from your computer at any time. However, 
only your most recently taken photo will print out once you put more 
paper in the camera. 

• If there is no microSD™ card installed, your KODAK SMILE Classic 
camera will let you know when it’s out of paper by beeping and 
flashing all LED indicators whenever you try to take a picture. If you 
don’t have a microSD™ card installed, none of the photos you try to 
take while the camera is out of paper will be stored. 

• Important! Don’t rest your finger on the shutter button unless you’re 
ready to take a picture or your camera is turned completely off; this 
camera automatically prints out any images it captures. If you leave 
your finger resting on the button, you could end up printing a photo 
you didn’t want to t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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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ARE YOUR REMEDIES UNDER THIS WARRANTY? With 
respect to any defective product during the Warranty Period, we will, 
at our sole discretion, either: (a) repair or replace such product (or the 
defective part) free of charge or (b) refund the purchase price of such 
product if an exchange unit cannot be provided. 

HOW DO YOU OBTAIN WARRANTY SERVICE? To obtain warranty 
service, you must contact us at 844-516-1539 or by email at kodak@
camarketing.com during the Warranty Period to obtain a Defective 
Merchandise Authorization (“DMA”) number. No warranty service will 
be provided without a DMA number and return shipping costs to our 
facilities shall be assumed by you, the purchaser. Shipping costs of the 
replacement unit to you shall be assumed by us. 

CUSTOMER SERVICE CONTACT INFORMATION
Should you experience any problems with your product, please 
contact us before returning the item to the place of purchase.  
We’re here to help!

U.S. Support:  
kodak@camarketing.com 

844-516-1539

International Support:  
kodakintl@camarketing.com  
844-516-1540

OUR RESPONSIBILITY FOR DEFECTIVE GOODS IS LIMITED TO 
REPAIR, REPLACEMENT OR REFUND AS DESCRIBED BELOW IN THIS 
WARRANTY STATEMENT.

WHO MAY USE THIS WARRANTY? C&A Marketing, Inc. located at 
114 Tived Lane East, Edison, NJ (“we”) extend this limited warranty 
only to the consumer who originally purchased the product (“you”). 
It does not extend to any subsequent owner or other transferee of 
the product.

WHAT DOES THIS WARRANTY COVER? This limited warranty covers 
defects in materials and workmanship of the KODAK SMILE Classic 
Instant Print Digital Camera (the “product”) for the Warranty Period as 
defined below.

WHAT DOES THIS WARRANTY NOT COVER? This limited warranty 
does not cover any damage due to: (a) transportation; (b) storage; (c) 
improper use; (d) failure to follow the product instructions or to perform 
any preventive maintenance; (e) modifications; (f) unauthorized repair; 
(g) normal wear and tear; or (h) external causes such as accidents, 
abuse, or other actions or events beyond our reasonable control.

WHAT IS THE PERIOD OF COVERAGE? This limited warranty starts 
on the date of your purchase and lasts for one year (the “Warranty 
Period”). The Warranty Period is not extended if we repair or replace 
the product. We may change the availability of this limited warranty at 
our discretion, but any changes will not be retroa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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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DERAL COMMUNICATION COMMISSION 
INTERFERENCE STATEMENT
This device complies with Part 15 of the FCC Rules. Operation is subject 
to the following two conditions: (1) This device may not cause harmful 
interference, and (2) this device must accept any interference received, 
including interference that may cause undesired operation.
This equipment has been tested and found to comply with the limits 
for a Class B digital device, pursuant to Part 15 of the FCC Rules.  These 
limits are designed to provide reasonable protection against harmful 
interference in a residential installation. This equipment generates, uses 
and can radiate radio frequency energy and, if not installed and used 
in accordance with the instructions, may cause harmful interference to 
radio communications.  However, there is no guarantee that interference 
will not occur in a particular installation.  If this equipment does cause 
harmful interference to radio or television reception, which can be 
determined by turning the equipment off and on, the user is encouraged 
to try to correct the interference by one of the following measures: 
• Reorient or relocate the receiving antenna.
• Increase the separation between the equipment and receiver.
• Connect the equipment into an outlet on a circuit different from that 

to which the receiver is connected.
• Consult the dealer or an experienced radio/TV technician for help.
FCC Caution: Any changes or modifications not expressly approved by 
the party responsible for compliance could void the user's authority to 
operate this equipment.
This transmitter must not be co-located or operating in conjunction with 
any other antenna or transmitter.

Radiation Exposure Statement:
This equipment complies with FCC radiation exposure limits set forth for 

kodakphotoplus.com 
The Kodak trademark, logo, and trade dress are used under license from 
Eastman Kodak Company.
Android is a trademark of Google LLC. 
Google Play is a trademark of Google LLC. 
Bluetooth is a trademark of Bluetooth SIG, Inc. USA.
IOS is a trademark of Cisco in the U.S. and other countries and is used 
under license.
Apple and App Store are trademarks of Apple Inc. in the U.S. and other 
countries.
ZINK, ZERO INK, and the ZINK logo are trademarks of ZINK Holdings, LLC.
MicroSD is a trademark of SD-3C, LLC.
All other products, brand names, company names, and logos are 
trademarks of their respective owners, used merely to identify their 
respective products, and are not meant to connote any sponsorship, 
endorsement or approval. 
Distributed by C&A Marketing, Inc., 114 Tived Lane East, Edison, NJ 08837. 
C&A Marketing UK LTD, 167 Hermitage Road, Crusader Industrial Estate, 
London N4 1LZ, UK.
Made in China. 
© 2019. C&A IP Holdings, LLC.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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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s et le Canada établies pour un environnement non contrôlé. 

an uncontrolled environment. 
 
IC Statement
This device complies with RSS247 of Industry Canada. Cet appareil 
se conforme à RSS247 de Canada d'Industrie. This device complies 
with Industry Canada license-exempt RSS standard(s). Operation 
is subject to the following two conditions: (1) this device may not 
cause interference, and (2) this device must accept any interference, 
including interference that may cause undesired operation of the 
device. appareils radio exempts de licence. Son fonctionnement 
est sujet aux deux conditions suivantes: (1) le dispositif ne doit 
pas produire de brouillage prejudiciable, et (2) ce dispositif doit 
accepter tout brouillage recu, y compris un brouillage susceptible de 
provoquer un fonctionnement indesirable.

The device must not be co-located or operating in conjunction with 
any other antenna or transmitter. 

Radiation Exposure Statement: The product complies with the 
Canada portable RF exposure limit set forth for an uncontrolled 
environment and are safe for intended operation as described in this 
manual. 
Déclaration d'exposition aux radiations : Le produit est conforme aux 
limites d'expossition pour les appareils portable RF pour les Etats-
Unis et le Canada établies pour un environnement non contrôl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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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请勿出于任何原因试图拆卸此设备。
• 切勿将相机或KODAK ZINK相纸放在可能会变得极热，或长时间暴露

在阳光直射下的地方。这可能会导致相机过热或出现其他问题。
• 不要弄湿相机！如果您需要清洁相机，请使用稍微蘸水或擦拭酒精的

软布轻轻擦去任何脏污点。切勿将整件设备浸入水中。
• 小心照看您的相机。尽量不要把它掉在地上，或猛烈摇晃它。相机内

部有很多非常小的部件，如果它们被挤得太厉害，就会断裂。
• 清洁或试图清洁本产品时，请勿使用酒精、汽油、稀释剂或任何其他有

机溶剂等产品。
• 请勿在暴露于大量灰尘或潮湿/有湿气的环境中使用本设备。
• 请勿在洗澡或淋浴时使用此相机。
• 请勿将相机放在可能会掉入或被拉入浴缸或水槽的地方，或在这些

地方充电。
• 请勿将相机放入、掉入或浸入水中或任何其他液体中。
• 注意不要让物体掉落到相机上，或让液体溅到相机上。

介绍 
感谢您购买KODAK SMILE经典即时打印数码相机。本用户指南旨在为您
提供指引，以确保产品可被安全使用，不会给用户带来危险。任何不符合
本用户指南中所述指引的使用情况，均可能导致有限保修失效。

请在使用本产品前阅读所有说明，并保留本指南作为参考。本产品仅供
家庭使用，非作商业用途。

本产品提供有限的一年保修。保修范围有限制和不保事项。详情请参阅
保修证明书。

规格 
• 尺寸：宽4.94″ X 深5.91″ X 高1.88″（125.5 X 150.0 X 47.8毫米）
• 重量：14.4盎司（408克）
• 可选颜色：黑色、蓝色、绿色和红色
• 支持的存储容量：最高256GB的MICROSD™卡
• 电池容量：1100毫安时
• 电池类型：锂聚合物
• 每次充电可打印：约35张
• 支持的相纸：KODAK ZINK 3.5″ X 4.25″背胶相纸

包装盒内容
• KODAK SMILE Classic即时打印数码相机
• Micro USB充电线
• KODAK ZINK相纸入门套装
• 用户指南/快速入门卡
• 有限保修

安全须知 
• 癫痫发作警告：该设备使用闪烁的频闪闪光灯，可能会引发光敏性癫

痫和/或其他癫痫症患者的癫痫发作。建议用户谨慎使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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频闪闪光灯

取景器窗口

相机镜头

照片打印插槽

相纸托盘盖

弹出式取景器

产品概述

10秒定时器按钮

快门按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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准备使用 
1. 首先充电：开始使用您的全新柯达笑容经典相机之前，将其插入您的

电脑或输出功率为2安培（2A）或更高功率的任何USB充电座。相机充
电时，充电指示灯将闪烁白色。指示灯变成纯白色并停止闪烁时，即表
示相机已经充满电并可以使用了。

2. 将ZINK®相纸装入相机：按照以下步骤快速轻松地为新相机装入
ZINK®背胶纸，以便开始打印照片！ 
a. 松开设备后部的托盘盖，打开后面的相纸托盘。按下箭头并向您的
方向滑动盖子。  
 
 
 
 
 
 

 
b. 装入蓝色校准页，条形码朝下。将其他普通纸放在上面，光面朝向
您。尽量避免触摸光面，这样就不会在上面留下指纹。 
 
 
 
 
 
 

 
 
 
 
 
 

充电指示灯LED

复位按钮 microSD™指示灯LED

电源插销

microSD™
端口

Micro USB
端口

电源指示灯LED

背带附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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使用KODAK SMILE CLASSIC拍摄照片 
1. 将电源插销滑向相机后部，打开相机，使取景器弹出。您将会听到一

段旋律，相机侧面的LED指示灯将闪烁红色，然后在电源开启时变成
纯绿色。 
 
 
 
 
 
 
 

2. 如果要设置10秒定时器，请按下相机顶部靠近快门按钮的的定时器
按钮。相机闪光灯将闪烁以倒数秒数，在拍照前相机也会播放一段
声音。

3. 通过取景器查看以排列您的照片，然后按下相机顶部的快门按钮。  
 
 
 
 
 
 
 

4. 如果您在低光照条件下拍摄照片，KODAK SMILE Classic将自动检测
光线强度，并在必要时使用频闪闪光灯。在有荧光灯照明的房间里，
您可能希望专注于更大胆的颜色，以避免照片看起来像是褪色了。

5. 接着，相机会发出哔声，告诉您照片正在处理中，几秒钟后，它将开始

c. 在装入ZINK®相纸后拍摄第一张照片
时，蓝色校准页将从打印插槽中缓慢弹
出。您的照片将在校准页完成后打印。
注意：请确保不要将相纸压得太深，否
则相纸可能会卡住或造成错误打印的
问题。

3. 将microSD™卡插入侧面相应的插槽中，
该插槽位于充电端口的正下方。KODAK 
SMILE Classic支持最高256GB的
microSD™卡。

4. 请从Google Play™或Apple® App 
Store®下载KODAK Classic二合一应用。KODAK SMILE Classic无需
下载任何内容即可使用，
但这款应用为您的新相机
提供了许多独特而有趣的
功能！



30 | CN CN | 31

何笔记本电脑或个人电脑轻松下载和查看更高分辨率的照片副本。

1. 将充电线的USB接头端插入电脑（或笔记本电脑）上的任意USB端口。
将micro USB接头插入相机的充电端口。

2. 将电源插销滑向相机后部，打开相机，使取景器弹出。充电端口上方
的指示灯应开始闪烁。

3. 首次连接相机时，需要几分钟时间自动下载驱动程序，并将相机识别
为外部存储设备。在此过程中请勿断开相机连接。

4. 插入相机并安装驱动程序后，您可以通过进入电脑菜单并将其作为外
部存储设备（通常默认为E:\）来访问您拍摄的照片。您将看到一个名
为DCIM的文件夹，该文件夹中还有另一个名为CLASSIC_CAM的文件
夹。在这里您可以找到所有照片的副本，甚至是相机没有装入相纸时
拍摄的照片。

5. 通过电脑查看、编辑、打印和/或发布这些更高分辨率版本的KODAK 
SMILE Classic照片，愿您玩得开心！

6. 完成后，请务必选择“弹出可移动存储设备”选项，以防止microSD™卡
出现任何问题。

技巧和窍门

• 如果您没有任何相纸，但安装了microSD™卡，您尝试拍摄的任何照片
都将存储在microSD™卡上，并且可以随时从您的电脑访问。但是，当
您在相机中放入更多的相纸时，只有最近拍摄的照片才会打印出来。

• 如果没有安装microSD™卡，只要您尝试拍照，KODAK SMILE Classic
相机就会通过发出哔哔声并闪烁所有LED指示灯来通知您相纸什么时

从照片打印插槽中打印照片。

6. 打印完成后取回照片 

使用KODAK CLASSIC二合一应用打印照片 
1. 将电源插销滑向相机后部，打开相机，使取景器弹出。

2. 确保手机上的蓝牙®已启用。

3. 从手机打开KODAK Classic二合一应用，按照说明将相机与应用配对，
然后开始使用新的KODAK SMILE Classic相机！

如果从应用连接到相机时遇到问题，请尝试以下步骤：

1. 访问手机的蓝牙®设置，它通常在“常规设置”菜单下。

2. 首先确保相机是打开的，然后让您的手机扫描新设备。

3. 您将看到“Kodak Classic XX：XX”出现在蓝牙®列表中。X会替换为与
您特定的相机对应特定字母和数字。点击它开始配对。

4. 几秒钟后，您的手机应该会显示“已配对”。

下载您的照片

如果您的KODAK SMILE Classic相机中安装了microSD™卡，则可以从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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证。本保证不提供给产品的任何后来所有者或其他受让人。

保证范围涵盖什么？本有限保证涵盖如以下所定义的保证期内的KODAK 
SMILE经典即时打印数码相机（下称“产品”）的材料和工艺缺陷。

本保证不涵盖哪些内容？本有限保证不涵盖以下原因造成的任何损坏：（a）
运输；（b）储存；（c）不当使用；（d）未遵守产品说明或未进行任何预防性
维护；（e）改装；（f）未经授权的修理；（g）正常磨损；或（h）外部原因，如事
故、滥用或超出我们合理控制范围的其他行为或事件。

保证期是什么？本有限保证从您购买之日开始，为期一年（“保证期”）。保证
期不会因我们修理或更换产品而延长。我们可全权决定更改此有限保证的
可用期间，但任何更改都不会具有追溯性。

根据本保证，有哪些补救措施？在保证期内，对于任何缺陷产品，我方将全权
决定：（a）免费修理或更换该产品（或有缺陷的部件），或（b）如果无法提供
替换产品，将退还该产品的购买价格。

如何获得保证服务？要获得保证服务，您必须在保证期内致电844-516-1539
或发送电子邮件到kodak@camarketing.com与我们联系，以获得缺陷商品授
权（“DMA”）号码。如果没有DMA号码，将不会提供任何保证服务，并且由您
（买方）承担将产品退到我们设施的运费。替换产品的运费由我方承担。

候缺纸了。如果您没有安装microSD™卡，您在相机缺纸时尝试拍摄的
所有照片都不会存储。

• 重要提示！除非您准备拍照或已经完全关闭相机，否则请勿将手指放
在快门按钮上。此相机会自动打印出所拍摄的任何图像。如果将手指
放在按钮上，最终可能会打印出您不想拍摄的照片。

 
 

保修信息

KODAK SMILE经典即时打印数码相机的有限保证

本有限保证赋予您特定的法律权利，您可能还拥有其他权利，这些权利因
州而异。

我们保证在保证期内，产品不存在材料和工艺的缺陷。

责任限制

在法律未禁止的范围内，本保证是排他性的，并取代所有其他保证，包括口
头、书面、法定、明示或暗示的保证。除本有限保证声明中包含的明示保证之
外，在法律未禁止的范围内，我们不承担任何其他明示或暗示、法定或其他
保证，包括但不限于适销性和特定用途适用性的保证。有些州不允许默示保
证的免责声明，所以此免责声明可能不适用于您。如根据您所在司法管辖区
的法律，这些保证不能免责，则我们将此类保证的期限和补救措施限制在本
明示有限保证的期限内。我们对有缺陷货物的责任仅限于本保证声明以下所
述的修理、更换或退款。

谁可以使用本保证？位于114 Tived Lane East, Edison, NJ 的C&A 
Marketing，Inc.（“我们”），仅向最初购买产品的消费者（“您”）提供本有限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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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KODAK SMILE 클래식 즉석 인쇄 디지털 카메라를 구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용자 가이드는 이 제품 사용할 때 사용자에게 안전하고 위험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제공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사용자 가이드에 설명되어 있는 
모든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는 사용에 대해서는 제한 보증이 무효합니다.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모든 지시 사항을 읽고 참조를 위해 이 가이드를 
보관하십시오. 이 제품은 오직 가정용으로 제조되었습니다.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제품은 1년 제한 보증으로 보장됩니다. 보장은 제한적이고 독점적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증서를 참조하세요.

제품설명 
• 규격: 4.94″ W X 5.91″ D X 1.88″ H (125.5 X 150.0 X 47.8 MM)
• 무게: 14.4 OZ. (408 G)
• 가능한 색상: 검정, 파랑, 빨강
• 외부 저장소: 최대 256GB MICROSD™ 카드
• 배터리 용량:  1100 MAH 
• 배터리 유형: 리튬-폴리머
• 충전 당 인쇄 장수  -35
• 지원되는  인화지: KODAK ZINK 3.5″ X 4.25″ 뒷면 접착성 인화지 

박스 내용물
• KODAK SMILE 즉석 인쇄 디지털 카메라
• 소형 USB 충전 케이블 
• KODAK ZINK 인화지 초보자 팩
• 사용자 가이드 / 빠른 시작 카드
• 제한 보증서

客户服务联系信息
如果您的产品出现任何问题，请在将产品退回购买之前与我们联系。 我们
来帮忙！

美国支持： 
kodak@camarketing.com 
844-516-1539

国际支持： 
kodakintl@camarketing.com 
844-516-1540

kodakphotoplus.com 
柯达商标，徽标和商业外观均经伊士曼柯达公司许可使用。
Android是Google, LLC.的商标。
IOS是思科在美国和其他国家/地区的商标，经许可使用
Bluetooth是Bluetooth SIG，Inc。USA的商标。
Google Play是Google, LLC.的商标。
Apple和App Store是Apple Inc.在美国和其他国家/地区的商标。所有其他
产品，品牌名称，公司名称和徽标均为其各自所有者的商标，仅用于标识
其各自的产品，并不意味着暗示任何赞助，认可或批准。
分发自：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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版权所有。 中国制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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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개요

10초 타이머 버튼

셔터 버튼

안전 예방 조치   
• 발작 경고    이 기기는 감광성 발작과/ 또는 다른 발작 증후군이 있는 

사람들의 발작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섬광 플래시 라이트를 활용합니다.  
사용자의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 어떠한 이유로든 이 기기를 분해하려 시도하지 마십시오.
• 이 카메라 또는 KODAK ZINK 인화지를 극도로 뜨겁거나 또는 직사광선에 

노출될 수 있는 장소에 결코 그대로 두지 마십시오.  이는 카메라에 과열 
또는 다른 문제로 인한 어려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 물에 젖지 않게 하십시오!  카메라를 청소해야 하는 경우에는, 부드러운 천에 
물 또는 청소용 알콜을 살짝 적셔 더러워진 부분을 부드럽게 닦아 주세요. 
절대로 전체적으로 물에 담그지 마십시오. 

• 카메라를 조심스럽게 다루십시오. 떨어뜨리거나, 세게 흔들지 마십시오.  
카메라 내부에는 너무 세게 충격을 받으면 고장을 일으킬 수 있는 매우 작은 
부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 이 제품을 청소할 때 또는 청소하기 위해 알코올, 가솔린, 희석제, 또는 다른 
유기질 솔벤트와 같은 물질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 먼지 또는 습도/습기가 심한 환경에 노출될 수 있는 장소에서는 이 제품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 목욕 또는 샤워를 하는 동안에는 이 제품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 욕조 또는 싱크에 떨어지거나 빠질 수 있는 곳에 놓거나 충전하지 마십시오. 
• 이 카메라를 물 또는 모든 종류의 액체에 넣거나, 떨어뜨리거나, 또는 담그지 

마십시오. 
• 카메라 위에 이러한 물질이 떨어지지 않고 액체가 쏟아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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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 표시 LED 

재설정 버튼
microSD™ 표시 

LED

전원 래치

microSD™ 
포트

소형 USB 
포트 

전원 표시 LED 
휴대용 끈 부착용 

부속

섬광 플래시 

뷰파인더 창

카메라 렌즈

사진 인쇄 슬롯

급지대 커버

팝업 뷰파인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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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ZINK® 용지를 급지한 후,  첫 번째 사진을  
 인쇄하면 청색 눈금 용지가 인쇄 슬롯에  
 천천히 나오게 될 것입니다. 사진은 이  
 청색 눈금 용지가 다 나오고 난 후   
 인쇄될 것입니다. 
주의: 용지를 너무 깊이 밀어 넣지 않도록 
하십시오, 너무 밀어 넣으면 용지 걸림 또는 
인쇄 불량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3. MicroSD™ 카드를 옆면에 있는 충전 포트 
바로 아래의 일치하는 슬롯에 삽입해 
주세요.  이  KODAK SMILE 클래식은 최대 
256GB microSD™를 지원합니다.  

4. Google Play™ 또는 
Apple® App Store®에서 
KODAK 클래식 2-인-1을 
다운로드하시기 바랍니다. 
이  KODAK SMILE 클래식은 
다른 것을 다운로드하지 
않고도 작동하지만, 이 앱은 
새로운 카메라를 위한 수 많은 
독특하고 재미있는 기능들을 
제공해 줍니다. 

사용할 준비하기   
1. 제품 충전:  새로운 KODAK SMILE 클래식을 사용하기 전에, 컴퓨터 또는 2 

암페어 (2A) 이상의 출력을 가진 적정한 USB 충전 블록에 연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메라가 충전되는 동안 충전 표시기가 흰색으로 깜빡일 
것입니다.  이 빛이 진한 흰색으로 변하고 깜빡임이 멈추면, 완전히 충전되어 
사용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2. 카메라에 ZINK® 용지 넣기:  ZINK® 뒷면 접착성 용지를 새로운 카메라에 
쉽고 빠르게 넣고 사진 인쇄를 시작하려면 아래의 단계를 따라 주세요!  
a.  기기 뒷면의 트레이 커버를 풀고 뒷면의 급지대를 열어 주세요. 화살표  
 위를 누르고 몸 쪽을 향해 커버를 밀어 주세요.    
 
 
 
 
 
 

 
b.  바 코드를 아래로 향하게 하여 청색 눈금 용지를 넣어 주세요. 무늬가  
 없는 다른 용지를 광택이 나는 면을 위로 향하게 하여 그 위에 넣어  
 줍니다.  지문이 용지에 묻지 않도록 광택이 나는 면을 만지지 않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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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카메라는 사진이 처리되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진동음이 울리며, 2, 3초 
후에 사진 인쇄 슬롯에서 사진 인쇄를 시작할 것입니다.

6. 인쇄가 완료된 후에 사진 꺼내기 

 
 

KODAK 2-인-1 앱을 사용하여 사진 인쇄하기 
1. 전원 래치를 카메라 뒷면을 향해 밀어 주면 카메라가 켜지고 뷰파인더가 

나타나게 됩니다. 
2. 폰의 블루투스가 활성화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3. 폰에서 KODAK 클래식 2-인-1 애플리케이션을 열고, 지시에 따라 카메라를 

연동시킨 다음, 새로운 KODAK SMILE 클래식 카메라를 사용해 보세요.  
만일 애플리케이션과 카메라를 연결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면, 대신에 다음 
단계를 따라 주세요: 
1. 폰의 일반 설정 메뉴 아래에서 찾을 수 있는  Bluetooth® 설정에 

접근합니다. 
2. 먼저 카메라가 켜져 있는 지 확인하고, 폰에서 새로운 기기를 스캔할 수 

있도록 승인해 줍니다. 
3. 그러면 Bluetooth® 목록에  “Kodak 클래식 XX:XX” 가 표시될 것입니다. 

X’s는 특정 카메라에 일치하는 특수 문자와 숫자열로 대체될 것입니다.  이 
위를 클릭하여 연동을 시작하세요. 

4. 2, 3초 후에 폰에서 "연동됨" 이라는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KODAK SMILE 클래식으로 사진 찍기 
1. 전원 래치를 카메라 뒷면을 향해 밀어 주면 카메라가 켜지고 뷰파인더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음악 소리가 들리고 카메라 옆면의 LED 표시기가 
빨간색으로 깜빡이다가, 전원이 켜지면 진한 녹색으로 변할 것입니다.    
 
 
 
 
 
 
 

2. 10초 타이머를 설정하기 원하는 경우, 카메라 상단의 셔터 버튼 옆에 있는 
타이머 버튼을 눌러 주세요.  초를 세는 동안 카메라 플래시가 깜박거리며, 
사진을 찍기 전에 카메라에서 음악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3. 사진을 정렬하려면 뷰파인더를 보고, 카메라 상단에 있는 셔터 버튼을 눌러 
주세요.    
 
 
 
 
 
 
 

4. 낮은 명도 설정에서 사진을 찍기 원할 경우, KODAK SMILE 클래식이 
명도를 자동으로 감지하여 필요한 경우 스트로브 플래시를 사용할 
것입니다.  형광 불빛이 있는 실내에서, 흐린 사진을 피하기 위해 진한 
색상에 집중하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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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일 microSD™ 카드가 설치 되어 있지 않으면, KODAK SMILE 클래식 
카메라가 사진을 찍으려고 시도할 때마다 삐삐 소리를 내며 LED 표시기를 
깜빡거려 인화지 없음을 알려줄 것입니다.  만일 microSD™ 카드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카메라에 인화지가 없는 동안에 찍은 모든 사진이 
저장되지 않을 것입니다. 

• 중요합니다! 사진을 찍을 준비가 되지 않았거나 또는 카메라가 완전히 꺼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손가락을 셔터 버튼에 올려 놓지 마십시오; 이 카메라는 
찍은 모든 이미지를 자동으로 인쇄합니다. 만일 손가락을 이 버튼 위에 올려 
놓으면, 결국 찍고 싶지 않은 사진이 인쇄될 것입니다. 

 

보증서 정보
KODAK SMILE 클래식 즉석 인쇄 디지털 카메라에 대한 제한 보증서 

이 제한 보증은 사용자에게 특정한 법적 권리를 부여하며, 이 권리는 주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저희는 보증 기간 동안, 제품의 재료와 제조상에 결함이 없음을 보증합니다.
책임 한도
이 보증은 법에 의해 금지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독점적이며 구두, 서면, 법정,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다른 모든 보증을 대신합니다. 이 제한 보증서에 표시된 명시적 보증을 
제외하고 법에 의해 금지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는 상품성과 특정 목적에 대한 
적합성 보증을 포함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 법적 또는 기타 다른 모든 보증을 
부인합니다. 일부 주에서는 묵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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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함이 있는 상품에 대한 저희의 책임은 이 보증서에 설명 바와 같이 수리, 교체 또는 
환불로 제한됩니다.

사진 다운로드하기
만일 카메라에 KODAK SMILE 클래식에 microSD™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모든 종류의 랩탑 또는 개인용 컴퓨터에서 고해상도의 복사본을 쉽게 
다운로드하여 검토할 수 있습니다. 
1. 컴퓨터 (또는 랩탑)의 USB 포트에 충전 케이블 말단의 USB 연결 부분을 

꽂아 주세요. 카메라의 충전 포트에 소형 USB 연결 장치를 꽂아 줍니다.
2. 전원 래치를 카메라 뒷면을 향해 밀어 주면 카메라가 켜지고 뷰파인더가 

나타나게 됩니다.  충전 포트 위의 표시기 불빛이 깜빡거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3. 처음 카메라를 연결하는 경우에는, 드라이버를 자동으로 다운로드하고 
카메라를 외부 장치로 인식하는데 몇 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카메라 연결을 중단하지 마십시오.

4. 카메라가 연결되고 드라이버가 설치되면, 컴퓨터 메뉴로 가서 카메라를 
외부 저장소로 인식하여 사진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E:\로 
초기화 됩니다).  먼저 DCIM라고 불리는 폴더를 보게 되며, 그 폴더 안에 
CLASSIC_CAM이라는 또다른 폴더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곳에서 
카메라에 용지가 없는 상태에서 찍은 사진을 포함한 모든 사진의 복사본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5. 컴퓨터에서 검토하기, 편집하기, 인쇄하기와/ 또는 고해상도 버전의 KODAK 
SMILE 클래식 사진을 게시하며 재미를 만끽하세요!

6. 완료 후, microSD™ 카드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외부 저장 장치 
제거" 옵션을 선택하십시오.  

팁과 기술
• 만일 인화지가 없지만, microSD™ 카드가 설치되어 있으면, 찍은 사진을 

microSD™카드에 저장한 다음 언제든지 컴퓨터에서 저장된 사진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카메라에 인화지를 공급하면 오직  가장 최근에 찍은 
사진을 인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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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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LC.의 상표입니다.
IOS는 미국 및 기타 국가에서 Cisco의 상표이며 라이센스 계약에 따라 
사용됩니다.
Bluetooth는 Bluetooth SIG, Inc. USA의 상표입니다.
Google Play는 Google, LLC.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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에서 제조.

이 보증서는 누가 사용합니까? 이 제한된 보증은 뉴저지 주, 에디슨, 티비드 레인 동부 
114 (C&A Marketing, Inc. located at 114 Tived Lane East, Edison, NJ)에 위치한 
C&A Marketing, Inc. (“저희”)에 의해 처음 이 제품을 구입한 고객에게만 제공합니다 
(귀하). 이 보증은 제품의 이후 소유자 또는 다른 양도인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보증은 무엇을 보장합니까? 이 제한 보증은 아래에 지정된 보증 기간 동안 KODAK 
SMILE 클래식 즉석 인쇄 디지털 카메라 ("제품")의 재료와 제조 과정의 결함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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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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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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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