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계 사용 전

2단계 앱 설치하기

2단계 앱 설치하기

1. 안드로이드 스마트 폰

PICKIT
Mobile Picture Kit

넣기/빼기

방법 A

*(NFC 기능은 안드로이드 폰에서만 지원됩니다)
PicKit Printer
Prinics Co., Ltd.

간단 사용 설명서

PICKIT Printer

PICKIT Printer

1) 스마트폰의 NFC 기능을 켜 주세요.
2) PicKit 프린터 윗 부분 중앙에 스마트폰을 올려주세요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올려진 앱이 나타납니다.
3) 스마트폰에 이 앱을 설치하세요.

손잡이를 잡고
카트리지를
당겨 빼내세요

2. 애플 스마트 기기
1) 스마트폰에서 앱스토어를 여세요.
2) 검색창에 “Pickit Printer”을 입력하세요.
3) 검색되어진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하세요.

NFC

PicKit Printer
Prinics Co., Ltd.

The N-Mark is a trademark
or registered trademark of NFC Forum, Inc.
in the United States and in other countries

Copyrightⓒ2015 Prinics Co.,Ltd. All rights reserved.

방법 B

넣기/빼기

1) 스마트폰에서 구글 플레이스토어를 여세요.
2) 검색창에 “Pickit Printer”을 입력하세요.
3) 검색되어진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하세요.

넣기 / 빼기
화살표 방향을 따라서 카트리지를 넣으세요

www.prinics.com

Step 4 Printing in the App

3단계 프린터와 연결하기

1. WiFi Access Point (AP) 이용하여 연결 (아이폰/안드로이드폰)
1) 스마트폰의 WiFi를 켜세요
2) 스마트폰의 WiFi 설정 창에서 WiFi
“Dircet-Cube-xxxx”를 찾으세요

프린터 검색 중

연결되었습니다

Step 5 PicKit LED Indicator

연결되었습니다

전원 및 기기 상태 LED 표시

2. NFC 및 WiFi Direct 이용하여 연결 (안드로이드폰)
1) 스마트폰의 WiFi와 NFC를 켜세요.

PICKIT Printer

검색 중 입니다

* 인쇄 중 용지가 프린터 외부로 4회(노랑, 주황, 파랑, 라미네이팅) 나왔다가
들어갔다 하는 동안 용지를 만지지 마세요.

앱 실행

갤러리 선택

사진 선택

전원 켜짐

백색 켜짐

전원 꺼짐 (2초)

꺼짐

인쇄 중

백색 깜빡이

펌웨어 업데이트

핑크 깜빡임

카트리지 없음

적색 깜빡임

에러 (용지 걸림, 기타)

적색 깜빡임

대기 중 / 냉각 중

백색 켜짐

3) 비밀번호“12345678”를 입력해 주세요
4) 찾으신 프린터를 선택하면 WiFi 연결이 진행됩니다

2) 프린터 제품 윗면의 NFC 표시부분에 스마트폰을 올려주세요.
3) 앱이 자동으로 스마트폰과 프런터를 20초 내에 무선연결 합니다.
4) 프린터가 WiFi Direct로 연결되면 앱화면의 왼쪽 위에 녹색으로
연결되었음을 알립니다.

주의 사항

상태

* xxxx는 알파벳과 숫자의 4자리 조합입니다.

*(일부 안드로이드폰은 NFC를 P2P모드로 설정해야 합니다)

Step 6 Note & FCC

밧데리 LED 표시
상태

연결되었습니다

연결되었습니다

충전 중

사진 미리보기

적색

충전 완료

녹색

밧데리 로우

적색 깜박임

밧데리 방전

적색 깜박임

* 인쇄 중인 동안에는 용지를 강제로 당기지 마세요.
* 용지가 나오는 입구에는 물건을 치워 걸리는 것이 없도록 하여 주세요.
* 좋은 화질을 위하여 최신 앱을 사용하여 주세요.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 최신 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PicKit 프린터는 내장 밧데리를 사용합니다.
사용하시기 전에 밧데리 충전을 하여 주세요.
* 프린터를 충전하실 때에는 전기적인 충격에 조심해 주세요.
* 프린터를 분해하거나 힘으로 변형시키지 마세요.
* 너무 높거나, 낮은 온도 또는 매우 습한 환경에서는 사용을 피해 주세요.
* 만약 NFC가 동작을 하지 않으면 프린터 또는 스마트폰의 위치를 움직여 보세요.
* T선택하신 사진의 해상도가 높을 수록 화질이 좋습니다. 1289x2448 픽셀
이상의 사진을 권장합니다.
* 동작온도 : 0~40도.

KC인증
이 제품은 KC 인증을 받은 제품입니다.
발급 번호 : 14EMC-R0153호

인쇄 중...

제품보증서

문제점 해결
증상

연결 중입니다

용지 걸림

NFC
프린트 선택

연결되었습니다

인쇄 중

화질이 나쁨

프린터 동작 안함

원인 / 해결방법

제품명:

전원을 껐다가 다시 켜세요. 프린터가 용지를 자동 배출합니다
자동 배출하지 않으면 서비스 연락처로 연락하세요.

모델명:

선택하신 사진의 해상도가 낮은 경우 화질이 열화됩니다.

구입일:

좋은 사진을 위해서 사진의 크기는 1280x2448 픽셀이상을 권장합니다.

고객 성명:

끝이 가늘고 뾰족한 물건으로 Reset 버튼을 누르신 후 전원을 다시 켜세요.

대리점 상호:

년

월

일

전화:
전화:

주소:
주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