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켓 프린터

사용자 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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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라로이드 민트 포켓 프린터를 구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용자 안내서는 이 제품을 
안전하게 사용하고 사용자의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사용자 안내서에 
설명된 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모든 사용은  품질 보증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모든 지침을 읽고 나중에 참고할 수 있도록 이 안내서를 보관하십시오. 
이 제품은 오직 가정용으로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은 1년간 품질 보증을 지원 받으며, 품질보증 범위 및 자세한 내용은 품질 보증서를 
참조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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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라로이드 민트 사용 안전
• 프린터나 ZINK® 용지를 너무 뜨거운 

장소나 직사광선에 장시간 노출시키지 
마십시오. 이런 곳에 노출되면 프린터가 
과열 되거나 다른 문제를 유발 할 수 
있습니다. 

• 제품을 절대로 물에 닿게 하지 마십시오. 
만일 청소가 필요하다면, 물 또는 청소용 
알코올을 살짝 적신 부드러운 천을 
사용하여, 더러워진 곳을 살며시 닦아 

주세요. 

• 프린터를 조심스럽게 사용해 주세요. 
떨어뜨리거나, 심하게 흔들지 마십시오. 
프린터의 내부에는 만일 거칠게 다룰 경우 
손상을 입을 수 있는 작은 부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 프린터를 충전하시려면 박스에 동봉된 
충전 케이블을 사용하시고, 충전을 하는 
동안 과열 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만일 

충전을 하는 동안 프린터가 과열 되었다고 
느껴지면, 즉시 전원을 차단하시고, 다시 
연결하기 전에 충분히 식혀 주세요.  

• 폴라로이드 민트 포켓 프린터는 
안드로이드™ 또는 iOS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하지 않으면 작동하지 않습니다.  
안드로이드™ 폰 또는  아이폰®이 아닌 
경우에는, 이 프린터를 작동할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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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스에 무엇이 담겨 있나요?

폴로라이드 ZINK® 용지 
스타터 팩

사용자 안내서 & 보증서

마이크로 USB
충전 케이블

폴라로이드 민트 포켓 프린터

프린터에 대해 알아 보기
1. 전원 버튼
2. 마이크로 USB 충전 포트
3. 충전 표시   LED
4. 사진 프린트 슬롯

 1

 2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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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 하기
1. 먼저 충전해 주세요: 새로운 폴라로이드 

민트 프린터를 사용하기 전에, 먼저 1amp 
(1A) 또는 그 이상의 출력을 가진 USB 
충전 블록에 연결하세요. 충전 표시기는 
프린터가 충전 되는 동안 빨간색으로 
표시될 것입니다. 일단 녹색이 되면, 완전히 
충전되어 사용될 준비가 된 것입니다. 
완전히 충전 될 때까지는 일반적으로 두 (2)
시간 정도 걸립니다.

2. 프린터에 ZINK® 용지를 넣어 주세요: 사진 
프린트를 시작할 수 있도록 뒷면에 
부착성이 있는 ZINK® 용지를 프린터에 

쉽고 빠르게 새로 공급하려면 다음 단계를 
따라 주세요!    
a.  잠금 장치에 있는 버튼을 눌러 뒷 부분에  
 있는 급지대를 열고 앞쪽으로 당겨  
 주세요.    
b. ZINK® 로고가 오른쪽 하단에 있고 파란  
 눈금이 있는 용지의 바코드를 아래로  
 하여 넣어 주세요. 광택이 나는 측면을  
 앞를 향하게 하여 다른 깨끗한 시트를  
 위에 놓아 주세요.   
 
 

 
 
 
 
 
 

 
 지문이 묻지 않도록 광택이 나는 면에  
 손가락이 닿지 않게 주의하세요.  
 (포장된 전체 용지를 다 급지할 수  
 있지만, 눈금이 있는 용지를 먼저 놓는  
 것이 급지대에 올바르고 안정적으로  

 급지할 수 있는 더 쉬운 방법입니다.)     
c. 만일 프린터가 꺼져 있는 경우, 일단  
 프린터를 켜게 되면 몇 초 후에 사진  
 슬롯에서 눈금 용지가 천천히 나오게  
 됩니다. 만일 프린터가 켜져 있으면, 첫  
 번째 사진을 프린트 할 때, 프린트  
 슬롯에서 눈금 용지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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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용지를 너무 깊이 밀어 넣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너무 깊이 밀어 넣으면  
 용지가 걸리거나 잘못 인쇄될 수  
 있습니다.

3. 구글 플레이™ 또는 애플® 앱 스토어®
에서 폴라로이드 민트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하세요. 프린터를 사용하시려면 
폰에 이 앱을 설치하셔야 합니다.  
 
 
 
 
 
 

폴라로이드 민트 사용하기!
1. 측면에 있는 전원 버튼을 2초 동안 눌러 

프린터를 켜주세요. 
2.  블루투스®을 통해 프린터와 폰을 동기화 

해주세요: 
 
 

 

a. 폰의 블루투스® 설정으로 가면, 보통 
일반  
 설정 메뉴 아래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b.  먼저 프리터가 켜져있는 지 확인하시고,  
 새로운 기기을 위해 폰이 사진을 스캔할  
 수 있도록해 주세요.  
c.  블루투스® 목록에 "폴라로이드 민트"  
 표시를 보게될 것입니다. 이것을 탭하여  
 동기화를 시작하세요.  
d.  2~3초 후에 폰이 "동기화 완료"를 알려  
 줄 것입니다.

3. 폰에서 폴라로이드 민트 애플리케이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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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고, 폴라로이드 포켓 프린터를 
사용하세요! 

제품 규격
• 치수 : 4.5" x 3" x 0.7" / L x W x D  

(116 x 77 x 18mm)
• 무게:  5.7 oz (162g) 
• 색상: 검정, 하얀, 빨강, 파랑, 노랑
• 배터리 용량: 900mAh 
• 배터리 유형: 리튬-폴리머 
• 일회 충전시 프린트 매수: ~50
• 지원되는 사진 용지: 폴라로이드 ZINK® 2x3" 

부착성 뒷면 사진 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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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또는 의문사항이 있으신가요? 연락해 
주세요!
cspolaroid@camarketing.com
1-800-226-6534

배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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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C&A IP Holdings, L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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