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 -

1. 구성물(기종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음)

    
Ver.2015072701

잉크미디어 캐논 pgi-1900 / pgi-2900 모델호환

pgi-2900 : MB5090 / MB5390 / IB4090 
pgi-1900 : MB2390

무선이지키트 설명서

정품잉크카트리지는 무한키트로 교체해서 보관해주세요. 추후 a/s나 테스트용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①캐논 프리미엄 잉크 110ML×4색 1set ②무선이지카트리지 1SET(잉크내장)

③이지키트 충전전용 마개 1set ④라텍스장갑 1켤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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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프린터(혹은 복합기)에 무선이지키트 설치

3 충전용 메가포토 잉크에 이지키트용 충전전용마개 결합

  - 참고 - 잉크를 다쓴 후에 충전전용마개는 버리지 마십시오. 추가잉크 구매 후 재사용 시 필요합니다.

그림 2-1 그림 2-2 그림 2-3

노란 테이프를 제거합니다.

프린터를 준비해서 전원연결을 하고
전원 버튼을 누른 후 프린터 덮개를

열어주세요.
그러면 카트리지 헤드가 이미지처럼 

이동해서 멈춥니다.

카트리지를 색상에 맞게 순서대로 넣

어줍니다. 우선 노란색부터 딸깍 소리

가 날때까지 밀어넣어 줍니다.

그림 2-4 그림 2-5 그림 2-6

그리고 화면에 ‘다음’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카트리지가 다시 한 칸 이동

합니다.

순서대로 하나 넣어주고 ‘다음’을 터치해주세요.
노랑→검정→파랑→빨강 순입니다.

설치완료입니다. 프린터 덮개를 닫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림 3-1 그림 3-2 그림 3-3

칼을 이용하여 은박실링을 

제거합니다.
이지키트 전용 충전마개입니다.

충전잉크에 마개를 돌려 결합합니다.

힘 있게 정확히 닫아주셔야 잉크가 누수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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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잉크 충전하는 방법

 

* 충전이 완료된 카트리지는 바로 장착하여 사용하지 마시고 1분정도 안정화 시간을 가진 후 장착하여 사용하십시오.

* 충전이 완료된 카트리지는 정품과 동일한 방법으로 프린터에 장착한 후 사용하십시오.

6. 사용상 주의사항

1. 인쇄물에 줄이 생길 경우 카트리지의 잉크잔량을 확인해 주십시오. 잉크잔량이 부족하면 인쇄품질이 

   저해될 수 있습니다.

2. 무리한 헤드청소는 헤드손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헤드청소는 3회이상 연속으로 실시하지 마십시오.

3. 연속 3회 헤드청소 후에도 노즐안정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1시간 정도 전원이 켜진 상태로 기다려주십시오.

   노즐에 공기가 빠지고 잉크가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4. PIGMENT BLACK의 경우 잉크잔량이 없는 상태에서 연속 출력 될 경우 헤드손상이 심할 수 있습니다.

　 사용 중 블랙색상에 줄이 생기면 잉크잔량을 꼭! 확인해주십시오.

5. 사용상의 응급처치 및 해결 방법은 잉크미디어 홈페이지(inkmedia.co.kr) 기술자료 게시판에 게지되어 있으니

   참조 부탁드립니다.

※ 여러 차례 세척 후 정확하게 장착을 해보아도 개선되지 않을 경우 IC CHIP의 손상으로 의심되므로 

   A/S는 당사홈페이지 www.inkmedia.c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차후 보충잉크 구매 및 제품에 관한 문의, A/S는 당사홈페이지 www.inkmedia.c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림 5-7 그림 5-8

사진의 고무마개를 열어준 다음 잉크를 충전해주세요.

잉크가 손에 묻을 수 있으므로 동봉된 라텍스 장갑을 착용

해주세요.

충전은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카트리지의 80% 정도까
지만 채워주세요. 과할 경우 잉크 공급구로 잉크가 셀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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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매뉴얼은� 180그램�양면� 무광� 매트(matte)지를�사용했습니다.

잉크미디어
02-701-9222 내선 21

inkmedi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