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P OfficeJet 700 시리즈 사용자 설명서

(1998 년 7 월 1 일)

HP OfficeJet 시리즈 700 을 구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부분의 의문사항은 HP OfficeJet 시리즈 700 사용자

설명서나 HP OfficeJet 관리자 온라인 도움말 시스템에서

찾아 보면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README.TXT 파일에는 최신 정보여서 사용자 설명서에

포함될 수 없었거나 사용자 설명서용으로는 너무 기술적이어서

포함되지 않았던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기술 정보와 설명서

에 대한 다른 내용은 다음 서비스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HP OfficeJet 시리즈 700 월드 와이드 웹 사이트

  http://www.officejet-support.com/oj700

  HP 팩스 응답 서비스(HP First Documents):

  *  미국           (800) 333-1917

  *  호주           (61-3) 272-2627

  *  프랑스         05-905900

  *  독일           0130-810061

  *  네덜란드       06-0222420

  *  영국          0800-960721

  *  전 유럽        +(31) 20 681 5792

  *  전세계         +1 (208) 344-4809

  주: 전화를 걸 때 +는 국제 전화 접속 번호로 바꾸십시오.

CompuServe -  GO HPPER

(HP First Documents 와 갱신된 드라이버 정보)



기술 지원 센터에 문의해야 할 경우:

문의하기 전에 일련 번호와 HP OfficeJet 모델 번호와

함께 사용중인 컴퓨터 시스템에 관한 기타 정보(모델,

속도, 메모리 용량 등)를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HP 기술 지원 서비스는 여러 나라에 제공됩니다.

전화 회사에서 전화 요금이 부과될 수 있고 HP OfficeJet 의

보증 조건에 따라 기술 지원에 대한 서비스 요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541781-4061/69

호주                 +64 (0) 3 9282 8000

오스트리아 0660 6386

벨기에(네덜란드어) 02 626 8806

벨기에(불어)            02 626 8807

브라질         55 11 709-1444

캐나다(영어)         (208) 323-2551

캐나다(불어)         (905) 206-4383

중국         +86 (0) 10 6505 3888

체코 공화국         42 (2) 471 7321

덴마크         3929 4099

핀란드         0203 47 288

프랑스         01 43 62 34 34

독일         0180 52 58 143

홍콩                 800 96 7729

헝가리         36 (1) 252 4505

인도         +91 (0) 11 682 6035

인도네시아         +62 (0) 21 350 3408

아일랜드 01 662 5525

이탈리아 02 264 10350

일본         +81 (0) 3 3335 8333

한국         +82 (0) 2 3270 0700

말레이시아         +60 (0) 3 295 2566

멕시코 D.F.         326 46 00



멕시코, 과달라자라 669 95 00

멕시코, 몬테리         378 42 40

네덜란드         020 606 8751

뉴질랜드         +64 (0) 9 356 6640

        0800 445 543

노르웨이 22 11 6299

필리핀                 +63 2 867 3551

폴란드         48 22 37 50 65

포르투갈         01 441 7199

러시아         7095 923 50 01

싱가포르         +65 (0) 272 5300

스페인         902 321 123

스웨덴         08 619 2170

스위스                 0848 80 11 11

대만         +886 (0) 2 717 0055

태국                 +66 (0) 2 661 4011

터키         90 1 224 59 25

영국                 0171 512 52 02

영어(영국 이외)         +44 171 512 52 02

미국                 (208) 323-2551

베네주엘라         58 2 239 5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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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설치 및 설치해제 문제 해결

=================================================

Windows 95 와 98 에서 CD-ROM 으로 설치

===========================================

"새 하드웨어 발견" 화면이 표시되면 오른쪽 위 모퉁이에 있는

X 를 누르거나 취소 단추를 눌러 이 화면을 닫으십시오.



HP OfficeJet CD 를 CD-ROM 드라이브에 넣거나, 플로피

디스크가 있으면 디스크 #1 을 플로피 드라이브에

넣습니다. CD 에서 설치하고 있으면 몇 초 뒤에 HP OfficeJet

설치 화면이 표시됩니다.

플로피 디스크에서 설치하고 있으면 Windows 95 시작 메뉴

에서 실행을 선택한 다음 a:\setup.exe 을 입력하십시오.

여기서 "a:"는 플로피 드라이브 문자를 나타냅니다. 확인을

누릅니다.

설치 또는 설치해제 할 수 없음

==============================

설치하거나 설치해제 하는 중에 오류 또는 문제가

발생하면 설치 또는 설치해제를 할 수 없는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려면 다음 단계를 수행하십시오.

1. 문제가 발생한 후 Windows 를 다시 부팅하거나

재시작하지 않았다면 우선 이렇게 하십시오. HP OfficeJet

시리즈 700 CD-ROM 또는 설치 플로피 디스크 #1 에서

"setup.exe"를 다시 실행하고 설치 또는 설치해제를 진행합니다.

2. 재시작 또는 다시 부팅되지 않으면 다음 단계를 수행하십시오.

중요:  이 문서의 나머지 부분을 읽고 난 후 이 지시사항을 따르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되면 HP 고객 지원 센터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십시오. HP 고객 지원 센터의 전화번호는 HP OfficeJet

시리즈 700 사용자 설명서에 나와 있습니다.

a) Windows 95/98 시작 메뉴에서 실행 명령에 다음을 입력합니다.

"regedit.exe".

b) HKEY_LOCAL_MACHINE 을 두 번 누릅니다.

   소프트웨어를 두 번 누릅니다.

   Hewlett-Packard 를 두 번 누릅니다.

   OfficeJet 시리즈 700 을 두 번 누릅니다.



   설치를 한 번 누릅니다.

InstallState 의 값을 살펴 보십시오.  설치할 수 있게 하려면

"InstallState" 값을 "0"으로 설정하십시오. 설치해제 할 수 있게

하려면 "InstallState" 값을 "1"로 설정하십시오.  InstallState 를

누르고 편집, 수정 메뉴 항목을 눌러 InstallState 값을 설정합니다.

새 InstallState 값을 입력하고 확인을 선택합니다.  "x"를

눌러 regedit 를 닫습니다.

c) Windows 를 재시작하거나 PC 를 다시 부팅합니다.

d) HP OfficeJet 시리즈 700 CD-ROM 또는 설치

플로피 디스크 #1 에서 "setup.exe" 를 다시 실행하고

설치 또는 설치해제를 진행합니다.

소프트웨어 설치 공간이 부족함

===============================================

HP OfficeJet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려면 최소한 45 MB 의 여유

디스크 공간이 필요합니다. (스캔, 팩스, 인쇄할 때 모든

칼라 기능을 사용하려면 디스크 공간이 상당히 많이 필요

합니다.)

1. 하드 드라이브가 1 개만 있으면 다른 파일을 삭제하여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공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2. 하드 드라이브가 2 개 이상의 있으면 다른 하드 드라이브의

대체 위치로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설치에서

"바꾸기..." 단추를 사용해서 대체 설치 위치를 선택합니다.

그러나 HP OfficeJet 에서 몇몇 파일이 Windows 와 Windows

시스템 디렉토리에 있어야 하므로 Windows 가 설치되어 있는

하드 드라이브에 공간이 부족하여 설치를 수행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다른 파일을 삭제하여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공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소프트웨어 재설치

==========================

다시 설치하고 있는데 다음 메시지가 표시될 경우:



   "HP OfficeJet 시리즈 700 소프트웨어가 설치해제되었는데,

   컴퓨터가 재부팅되지 않았습니다. HP OfficeJet 시리즈

   700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기 전에 다시 부팅하십시오."

우선 시스템이 다시 부팅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다시 설치

하는데 계속해서 이 메시지가 표시되면 하드 드라이브에서

"unstall.hpi" 파일을 찾아 삭제하십시오. 그런 다음 다시

설치해보십시오.

Norton System Doctor 사용

==========================

설치할 동안 Norton System Doctor 에 "CRASH" 창이 표시되면

Norton System Doctor 를 닫고 다시 설치해보십시오.

기타 설치 문제

===========================

HP OfficeJet 시리즈 700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기 전에

모든 프로그램(바이러스 검사 소프트웨어 등)을 닫는

것이 좋습니다.

*****************************************************************

B. ECP 와 양방향 인터페이스

====================================

양방향이 HP OfficeJet 시리즈 700 에서 수행하는 내용

================================================================

일반 프린터는 컴퓨터에서 정보를 받기만 합니다.

이것을 한방향 트랜잭션이라고 합니다. HP OfficeJet 시리즈

700 과 같은 다기능 주변기기는 컴퓨터로 정보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컴퓨터에 정보를 다시 보내려면 양방향 인터페이스가

있어야 합니다.



전환 상자 및 다른 장치와 병렬 포트 공유

============================================================

HP OfficeJet 시리즈 700 이 PC 와의 연결해제와 연결을

허용하도록 설계되어 있긴 하지만 다른 장치와의 병렬

포트 공유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각 제품에 고유한 포트

(예를 들면, LPT1, LPT2 등)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품 상자에 들어 있는 케이블을 사용하여 컴퓨터의 병렬

포트에 HP OfficeJet 시리즈 700 을 직접 연결하십시오.

다른 병렬 제품(예를 들면, CD-ROM 드라이브, 테이프

드라이브, Zip(TM) 드라이브, 또는 외부 하드 디스크)의

통과(pass-through) 포트에 HP OfficeJet 시리즈 700 을

연결하지 마십시오.

병렬 포트 전환 상자를 사용하면 전환 상자를 통하여 같은

병렬 포트에 연결된 OfficeJet 시리즈 700 및 다른 프린터를

사용하는 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환 상자를

사용하지 않으려면 "사용중인 PC 가 노트북 PC 이거나

PC 에서 HP OfficeJet 과의 연결을 자주 끊는다면 PC 에 HP

OfficeJet 시리즈 700 을 설치하십시오."라는 내용의

설치 선택사항을 사용하여 OfficeJet 시리즈 700 소프트웨

어를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OfficeJet 이나 다른 프린터

사용하는 데 문제가 발생하면 언제든지 시스템을 다시 부

팅하고 다시 설치해보십시오.

주: 대부분의 전환 상자와 케이블은 IEEE-1284 표준이

아닙니다. 이것은 양방향 통신에 필요한 신호를 모두

이행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OfficeJet 과 함께

제공된 케이블을 사용하십시오.

IEEE-1284 전환 상자에 대해 자세히 알려면 다음 HP

OfficeJet 시리즈 700 웹 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http://www.officejet-support.com/oj700

Centronics* 또는 표준 병렬 포트(SPP) (기본)



=====================================================

HP OfficeJet 시리즈 700 은 대부분의 표준 병렬 포트에서

양방향 통신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몇몇 PC 모델의

병렬 포트는 양방향 통신에 필요한 신호를 모두 이행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구성에서, 특히 HP OfficeJet 시리즈 700 에서

컴퓨터로 데이터를 전송하고 있을 때 데이터 전송 속도가 가장

낮습니다.  이것은 스캔과 복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양방향(고급)

==============

몇몇 컴퓨터에서 양방향 인터페이스 구성이 데이터 전송 속도

를 조금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 구성에 있는 포트의 전기적

특성은 Centronics (SPP) 구성보다 양방향 작동에 더 적합합니다.

확장 기능 포트(권장)

==========================

ECP(Extended Capabilities Port: 확장 기능 포트)는 IEEE-1284

표준에 의해 설정된 특정 유형의 양방향 인터페이스입니다.

컴퓨터에 ECP 기능이 있으면 일반 양방향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 것보다 빠르게 스캔됩니다.

스캔 속도는 컴퓨터가 펜티엄 또는 486 인지의 여부, 컴퓨터에

설치된 RAM 크기, 하드 디스크 공간 등과 같은 여러 가지

다른 요인에 따라 달라지기도 합니다. 펜티엄은 이미

무척 빠른 프로세서이므로 486 컴퓨터에서 ECP 포트를

사용하면 속도가 매우 향상됩니다. 비 ECP(고급) 포트보다

1 ~ 4 배 정도 속도가 향상됩니다 .

IEEE-1284 병렬 케이블 사용

==================================

HP OfficeJet 스캐너/복사기 시리즈 700 의 양방향 인터페

이스가 제대로 작동되려면 IEEE-1284 케이블을 사용해야

합니다. HP OfficeJet 시리즈 700 과 함께 제공된 케이블은

IEEE-1284 케이블입니다. 케이블을 교체해야 하면 "IEEE-

1284-1994 표준"이라고 찍혀 있는 케이블을 사용하고 케이

블은 3 미터가 넘지 않아야 합니다.



중요: 이 문서의 나머지 부분을 읽고 난 후 이 지시사항을 따르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되면 HP 고객 지원 센터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십시오. HP 고객 지원 센터의 전화번호는 HP OfficeJet

시리즈 700 사용자 설명서에 나와 있습니다.

양방향 또는 ECP 켜기

================================

양방향 및 ECP 모드에 대해 컴퓨터 자체를 점검하려면

BIOS, CMOS, 또는 하드웨어 구성이라고 하는 시스템 구성을

점검해야 합니다. 이것을 점검하고 설정을 바꾸는 데 도움이

되는 지시사항은 이 설명서 뒷부분에 있습니다.

컴퓨터 설명서를 확인하거나 컴퓨터 제조업체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주:  DMA1 또는 DMA3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다면 다른

장치들과 덜 충돌하는 DMA3 을 선택하십시오

ECP 카드 구입

==================

카드를 구입하고 컴퓨터에 설치하여 병렬 포트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스캔을 많이 수행하려고 하는데 컴퓨터에 ECP

모드가 없거나 둘 이상의 병렬 제품을 연결해야 하면 병렬

입출력 카드를 구입하여 컴퓨터에 ECP 포트를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HP 는 다음 카드를 추천합니다.

추천 카드:

중요:  입출력은 복잡한 문제이고 몇몇 카드는 일부 컴퓨터

에서 작동하지 않습니다. 카드를 구입할 때 시스템에서

작동하지 않을 경우 반품할 수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SIIG IO-1809 [but not the IO-1818] High Speed I/O, I/O

  Professional  (여분의 직렬 포트 2 개 포함)



+Promise Tech Pro

컴퓨터 설치 정보 사용

===========================================

병렬 포트의 ECP 또는 양방향 설정을 바꾸려면 컴퓨터의

설치 정보를 사용해야 합니다. 컴퓨터 제조업체에 따라

정보가 설치, 구성, CMOS, 또는 BIOS 아래에 있습니다.

설치로 가는 일반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작 프로세스의 특정 지점에서 F1, F2 또는 삭제 키를

   누르십시오.

+Ctrl-Alt-Esc 와 같은 특수 키 세트를 사용하여 컴퓨터를

   재시작하십시오.

+설치 프로그램으로 가게 하는 특수한 시작 디스켓을

   보관하십시오.

일단 설치 프로그램으로 가면 병렬 포트에 대한 섹션을

찾고 왼쪽/오른쪽 화살표 또는 F7/F8 과 같은 키를 사용하여

설정을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컴퓨터의 구성 유틸리티로 갈 수 없거나 설정을 바꾸는데

도움을 받아야 한다면 컴퓨터 제조업체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십시오. 또한 최신 정보는 다음 HP OfficeJet 시리즈 700

웹 사이트에서 확인하십시오.

http://www.officejet-support.com/oj700

BIOS/CMOS 로 가기

==========================

이 정보는 1998 년 1 월 공용 웹 사이트에서 얻었습니다.

이것은 정보용으로 제공됩니다.

HP 는 이 정보에 대한 어떠한 보증이나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컴퓨터 제조업체에 문의하십시오.

Acer

www.acer.com

Aspire

1. ctrl-alt-esc 키를 사용하여 다시 부팅합니다.

2.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System Security'을 강조표시하고

Enter 키를 누릅니다.

3. 'On Board Communication Ports'를 찾은 다음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Operation Mode'를 강조표시합니다.

4. 왼쪽/오른쪽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작동 모드를 'Extended

Capabilities Port'로 설정합니다.

5. Esc 키를 누르고 설정을 저장할지 묻는 메시지가 나오면

'Yes'를 선택합니다.

Compaq

www.compaq.com

Presario 7100

1. 시스템을 켭니다(또는 다시 부팅합니다).

2. <DEL> 키를 눌러 시스템 설치 프로그램으로 갑니다.

3. Advanced System Settings 을 선택합니다.

4. Integrated Peripherals 을 선택합니다.

5. LPT Extended Mode 를 선택합니다.

6. 스페이스 키를 눌러 ECP 를 선택합니다.

7. F10 키를 누르고 YES 를 선택하여 저장하고 종료합니다.

Dell

www.dell.com

Dell 의 웹 페이지에는 각 컴퓨터에 대한 지시사항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예로서 다음을 수행하십시오.

1. 시스템을 켭니다(다시 부팅합니다).

2. 프롬프트가 표시되면 즉시 <DEL> 키를 눌러 시스템 설치

로그램으로 갑니다.

3. Alt-P 를 눌러 화면 2 로 갑니다.

4. Tab 키를 사용하여 Parallel Mode 로 이동합니다.

5.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Parallel Mode 를 ECP 로 설정합니다.



   (컴퓨터에 ECP 가 없으면 모드를 PS/2 로 설정하여 양방향

   기능을 얻으십시오. )

6. Esc 키를 눌러 시스템 구성을 종료합니다.

Gateway 2000

www.gw2k.com

사용자가 가진 BIOS 유형을 알려면 컴퓨터를 다시 부팅하고

화면을 주의해서 살펴 봅니다. 처음 표시되는 단어(화면의

왼쪽 위 모퉁이에) 중 하나가 Phoenix, Award, 또는 AMI이면

그것이 사용자가 가진 BIOS 유형입니다.

Phoenix BIOS 일 경우

1. Windows 에 있으면 DOS 로 나갑니다.

2. Ctrl+ALT+Esc 키를 누릅니다.  작동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를 따르십시오.

3. 컴퓨터를 켠 채 키를 사용하여 키보드를 잠급니다.

4. 컴퓨터 정면에 있는 초기화 단추를 누릅니다. 키보드 잠금

   해제를 묻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5. 키보드의 잠금을 해제하고 F2 키를 누릅니다.

AMI 또는 Award BIOS 일 경우

1. 컴퓨터 정면에 있는 초기화 단추를 누르고 화면을 살펴

   봅니다. 메모리 계산이 끝난 후 Delete 키를 눌러 설치

   프로그램으로 가려고 할 때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2. Delete 키를 누릅니다. 잠시 후에 메시지가 화면에 표시됩니다.

3. 강조표시 막대를 RUN CMOS SETUP 로 옮기고 Enter 키를

   누릅니다. Standard 또는 Extended 설치를 선택하라는 메시지가

   나오면 Standard 를 선택하십시오.

EISA 컴퓨터일 경우

컴퓨터 정면에 있는 초기화 단추를 누른 다음 메모리 계산이

시작되면 즉시 Ctrl+Alt+Esc 키를 누릅니다. 대개 EISA 버스

컴퓨터에서는 별도의 디스켓이나 CD-ROM 이 있어야 시스템 구성을

영구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Ctrl+Alt+Esc 키가 작동하지 않으면 Ctrl+Alt+S 키를 눌러



보십시오.

HP

www.hp.com

HP Vectra 일 경우

1. 컴퓨터를 다시 부팅합니다.

2. HP 시스템 하드웨어 검사 화면이 맨 아래에 표시되면 F2

   키를 누릅니다.

3.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병렬 포트 모드를 강조표시합니다.

4. F7 키와 F8 키를 사용하여 설정을 전환합니다.

   Bi-directional ECP(사용 가능일 경우)

      Bi-directional (필요할 경우)

   로 설정하십시오

HP Pavilion 일 경우

1. 시작, 시스템 종료, 재시작 순으로 선택합니다.

2. HP Blue 화면에서 F1 키를 눌러 CMOS 로 갑니다.

3.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해당 설정을 강조표시합니다.

4. F10 키를 사용하여 저장하고 종료한 후 Enter 키를

   누릅니다.

IBM

www.ibm.com

Aptiva 일 경우

1.다음 3 가지 방법을 사용하여 부팅합니다.

a) ctrl-alt-del 키를 누릅니다.

b) Windows 95 에서 시작, 시스템 종료를 누르고 재시작을

          선택하고 예를 누릅니다.

c) 컴퓨터를 끄고 30 초 기다린 후 다시 켭니다.

2. Blue IBM 화면과 메모리 계산이 시작되면 F1 키를 눌러

   구성 유틸리티로 갑니다.

3. 일단 구성 유틸리티로 가면 많은 선택항목이 있습니다.

a) 위쪽과 아래쪽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병렬 포트 모드를

           강조표시합니다.

b) 왼쪽과 오른쪽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Extended Capabilities Port

           (ECP) 모드가 강조표시될 때까지 선택항목을 바꾼 후



           Enter 키를 누릅니다.

Micron

www.micron.com

Phoenix BIOS 일 경우

1. ctrl-alt-del 키 또는 초기화 단추를 사용하여 다시 부팅합니다.

2. POST 검사(메모리 계산) 중에 F2 키를 누릅니다.

제조업체에서 BIOS 업그레이드 얻기

=============================================

컴퓨터에 켜져 있는 ECP 모드가 있고 ECP 를 인식하는데 여전히

문제가 있으면 컴퓨터에 BIOS 업그레이드가 필요합니다.

컴퓨터 제조업체와 함께 확인하십시오.

예를 들어 HP Vectra XU 5/90 가 HP OfficeJet 시리즈 700 과

함께 제대로 작동하려면 ECP 모드에 대한 BIOS 업그레이드가

필요합니다. HP Vectra XU 5/90 에 대한 BIOS 업그레이드는

HP 의 웹 사이트인 www.hp.com 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제조업체에서 이런 ECP 비호환성을 해결하는 BIOS 업그레이드를

제공하지 않으면 HP 고객 지원 센터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십시오.

HP 고객 지원 센터 전화번호는 HP OfficeJet 시리즈 700 사용자

설명서에 나와 있습니다.

*****************************************************************

C. 전원 관리를 지원하는 PC 와 함께 사용

=============================================

전원 관리를 지원하는 PC 는 얼마동안 사용하지 않을 때

저전력 상태가 되도록 구성될 수 있습니다("휴면 모드"로 가기).

이런 낮은 전력 상태에서는 OfficeJet 이 PC 와 통신할 수

없습니다. 즉, PC 가 이런 상태에 있을 동안 OfficeJet 은

칼라로 팩스를 받지 않고 PC 로 직접 보내지도 않습니다

(대신 팩스가 인쇄됨). PC 종류에 따라, PC 가 정상 상태

("작동 모드")로 되돌아오더라도 다른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PC 의 전원 관리 기능을 사용하려면 "사용중인 PC 가 노트북

PC 이거나 PC 에서 HP OfficeJet 과의 연결을 자주 끊는다면

PC 에 HP OfficeJet 시리즈 700 을 설치하십시오."라는 내용

의 설치 선택사항을 사용하여 OfficeJet 시리즈 700 소프트

웨어를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PC 의 전원 관리 기능을 끄려면 "전원 관리"에 대한 Windows

도움말 정보나 PC 의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전원 관리에 대한 최신의 정보는 다음 HP OfficeJet 시리즈

700 웹 사이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http://www.officejet-support.com/oj700

*****************************************************************

D.  Windows NT 4.0 사용시 메모리 요구사항

===========================================

칼라 이미지 작업에는 많은 용량의 메모리가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칼라 이미지 인쇄, 스캔, 복사, 또는 팩스

송수신 등이 포함됩니다.)

사용중인 컴퓨터의 메모리 용량과 Windows NT 스왑 파일

설정에 따라 메모리 부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스왑 파일 크기를 늘리십시오. 다음은 몇 가지 지침입니다.

주: 다음 정보는 Windows 95 나 Windows 98 이 아닌 Windows

NT 4.0 에만 적용됩니다.

64 MB 의 RAM 을 사용할 경우 권장되는 가상 메모리 설정은

75 MB(최소)/125 MB(최대)입니다. 그러나 64 MB 미만의 RAM

으로 메모리를 많이 차지하는 파일을 작업하거나 운영체제

에서 자원 경고 메시지를 받을 경우 이 권장 설정을 더



높은 값으로 늘려야 합니다.

인쇄 - 대부분의 인쇄 작업에 권장되는 설정을 사용해야

합니다.

일부 메모리를 많이 차지하는 문서를 인쇄할 경우 값을

100 MB/150 MB 로 늘려야 합니다.

스캔 - 대부분의 스캔 작업(최고 300dpi)에는 권장 설정을

사용해야 합니다. 더 높은 dpi 값으로 스캔할 경우, 600dpi

스캔에 대해서는 50 MB/250 MB 로, 1200dpi 스캔에 대해서는

300 MB/550 MB 로 가상 메모리 설정을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복사 - 대부분의 복사 작업에는 권장 설정을 사용해야

합니다.

PC 팩스 - PC 로 받아 프린터로 직접 보낸 대부분의 팩스

에는 권장 설정을 사용해야 합니다. 팩스 기록부에서 칼라

팩스를 인쇄할 경우에는 가상 메모리 설정을 100 MB/300 MB 로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협력업체 응용프로그램(예를 들면,

MS Word)을 사용하여 문서를 팩스로 보낼 경우에는 가상

메모리 설정을 150 MB/250 MB 로 늘려야 합니다.

이 설정을 바꾸려면 제어판에서 시스템 아이콘을 두 번

누르고 "성능" 탭을 선택하십시오. 그런 다음 가상 메모리

부분에서 "바꾸기"를 누릅니다. 그리고 현재 페이징 파일이

있는 드라이브를 선택하십시오. "선택한 드라이브에 대한

페이징 파일 크기" 상자에서 위에서 권장한 대로 최소 및

최대 크기를 설정하십시오.

*****************************************************************

E. 응용프로그램 노트 인쇄

=============================

HP OfficeJet 시리즈 700 프린터 드라이버가 발표되었을 때



다음과 같은 응용 소프트웨어 제한이 있었습니다.

인쇄 작업이 Windows 스풀러에서 취소될 때 HP OfficeJet

시리즈 700 에서 현재 페이지 인쇄를 계속합니다. 남아 있는

모든 페이지는 취소됩니다. HP OfficeJet 키패드에서

정지를 눌러 인쇄를 취소하면 인쇄가 중단되기 전에 잠깐

멈춥니다.

DOS 인쇄: HP OfficeJet Series 700 은 DOS 에서 인쇄, DOS

응용프로그램에서 인쇄, 또는 Windows 의 DOS 상자에서

인쇄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QUICKEN 5.0

Quicken 이 설치되면 문서는 기본적으로 흑백으로 인쇄됩니다.

칼라 출력을 만들려면 File/Print/Printer Setup/ Report

& Graph Printer Setup 으로 가서 "Print Reports and Graphs

in color"를 선택하여 보고서 및 그래프 프린터를 설정을

수정하십시오.

MICROSOFT EXCEL 7.0

몇몇 채우기 패턴이 제대로 인쇄되지 않습니다.

AMIPRO 3.1

봉투가 들어가서 인쇄되지 않고 튀어 나옵니다. Print Envelope

기능이 HP OfficeJet 시리즈 700 에서 제대로 작동되지 않

습니다.  봉투에서 인쇄하려면 표준 Print... 기능을 사용하고

용지 크기 설정에서 Landscape 방향과 해당 봉투 크기를 선택하십시오.

OMNIPAGE LIMITED

Windows NT 환경에서는 이 응용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인쇄할

수 없습니다.

LOTUS FREELANCE GRAPHICS 97

인쇄 등록정보가 Windows NT 에서 작동되지 않습니다.

이 응용프로그램의 인쇄 등록정보를 바꾸려면 시작, 설정,

프린터를 차례대로 누른 다음 OfficeJet 시리즈 700 를



오른쪽 마우스로 누르십시오. 문서 기본값을 선택하고

원하는 설정을 바꾸십시오.

BRODERBUND FAMILY TREE MAKER

인쇄 등록정보가 Windows NT 에서 작동되지 않습니다.

이 응용프로그램의 인쇄 등록정보를 바꾸려면 시작, 설정,

프린터를 차례대로 누른 다음 OfficeJet 시리즈 700 를

오른쪽 마우스로 누르십시오. 문서 기본값을 선택하고

원하는 설정을 바꾸십시오.

Windows 응용프로그램 노트

==========================

출력 가로 영역을 훨씬 벗어나는 인쇄 행을 처리할 때 HP

OfficeJet 시리즈 700 프린터 드라이버는 인쇄를 중단하고

"LPT1 에 쓰기 오류" 메시지를 표시합니다.  인쇄하려는데

응용프로그램에서 이 오류를 표시하면 오른쪽으로 화면이동

하여 문서의 가로를 확인하고 가능하다면 가로를 줄이십시오.

*****************************************************************

F. 팩스 주제

================

전화 호출 카드 사용

=============================

HP OfficeJet 시리즈 700 팩스 소프트웨어는 받는 사람의

팩스번호를 표지에 자동으로 기입합니다. 소프트웨어에서

팩스번호의 8 번째 자리 뒤에 4 개 이상의 멈춤을 발견하면

멈춤 뒤에 오는 것은 표지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야 전화 호출 카드 번호가 표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반

드시 쉼표(,)를 사용하여 멈춤을 나타내십시오.  전화 호출

카드를 사용하고 있고 전화를 걸 팩스 번호의 일부로 전화



호출 카드 번호가 지정되었다면 팩스를 보내기 전에 전화

호출 카드 번호가 표지에 없는지 미리 보아서 확인해야

합니다.

지국 ID

============

대부분의 모든 표준 팩스에는 지국 ID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이 컴퓨터 팩스 모뎀에 반드시 있는 것은 아닙니다.

OfficeJet 이 팩스 또는 이 기능이 없는 컴퓨터 팩스 모뎀에

연결되면 지국 ID 가 팩스 내역에 표시되지 않습니다.

표지

===========

표지 선택 대화상자에는 선택한 표지의 작은 미리보기

상자가 표시됩니다.  사용자가 만든 표지를 선택하면

미리보기 상자에 아무것도 표시되지 않습니다.  표지를

미리 보려면 팩스 보내기 대화상자에서 팩스 미리보기를

선택하십시오.

존재하지 않는 파일을 가리키는 비트맵이 포함된 표지와

함께 팩스를 보내면 팩스 보내기에 실패합니다. 표지를

만들어 비트맵을 포함시킬 경우 파일 없음에 관한 오류

메시지가 표시되면 표지를 사용하기 전에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표지의 선명도를 너무 낮게 설정(-100 ~ -80)하여 표지를

만들지 마십시오. 받거나 볼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표지를 보관하고 OfficeJet 시리즈 700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제한 다음 나중에 소프트웨어를 다른 위치에

다시 설치하면 이전에 저장한 표지가 틀린 팩스 정보의

위치를 가리킵니다. 표지를 열면 요구한 파일이 없음을

나타내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이미지 영역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고 "등록정보"를 선택한 다음 "찾아보기"

단추를 눌러 원하는 이미지 파일을 찾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표지의 메시지 영역에는 표지에 실제로 서식화되는 대로

글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전체 메시지가 페이지에 맞는지

확인하려면 팩스를 보내기 전에 팩스 미리보기를 선택하십시오.

팩스를 칼라로 보낼 경우 사용중인 OfficeJet 시리즈 700 에서

우선 칼라로 보내봅니다. 수신 팩스기에서 표준 칼라 팩스

프로토콜을 지원하지 않음이 감지되면 메시지를 표시하고

같은 팩스를 흑백으로 자동으로 다시 보냅니다. 메시지를

보지 못했다면 다른 응용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거나 PC 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흑백으로 다시 보냈음을 알지

못해서 일 것입니다. 팩스가 칼라 또는 흑백으로 보내졌

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려면 팩스 기록부를 확인하십시오.

(팩스 기록부를 찾으려면 OfficeJet 시리즈 700 관리자를

불러와서 "설정" 단추를 누르고 "팩스 기록부"를 선택하

십시오.)

OfficeJet 시리즈 700 은 한 번에 많은 것을 수행할 수 있습

니다. 작업을 취소하려면 장치의 현재 상태를 점검하여

잘못된 작업을 취소하지 않았는지 확인하십시오. 예를

들어, 많은 인쇄 작업이 스풀되어 있고 장치에서 현재

그 작업 중 하나를 인쇄하고 있을 경우 취소를 여러 번

입력하면 받고 있는 칼라 팩스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팩스 기록부에는 팩스를 정상적으로 받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팩스를 보려고 하면 이 팩스에 대한 데이터

찾기에 오류가 있었음을 나타내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다음 절차를 따라 팩스 파일을 수동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1) OfficeJet 시리즈 700 소프트웨어를 설치한 디렉토리에서

디렉토리 "faxes"를 찾습니다. (기본 설치 위치는

   c:\Program Files\HP OfficeJet Series 700 입니다.)

2) 팩스(팩스 기록부의 항목에서 찾을 수 있음)를 받은

시간과 가장 가까운 날짜 및 시간이 있는 "R"자로 시작하는

디렉토리를 찾습니다.

3) OfficeJet 시리즈 700 뷰어를 사용하여 이 디렉토리에서

파일(들)을 엽니다. (OfficeJet 시리즈 700 소프트웨어를



설치한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 HPOVWR03.EXE 를 실행하여

뷰어를 올릴 수 있습니다. )

*****************************************************************

G. 이미지 스캔 및 보기

==============================

OCR 스캔한 다음 워드 프로세서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다른

OCR 파일 포맷을 쓰시오.  HP OfficeJet 관리자로 가서

'설정 및 유지보수 '를 열고 소프트웨어 탭을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OCR 결과에 대한 파일 형식 ' 에서 파일 포맷을

바꾸십시오.

HP OfficeJet 시리즈 700 스캔 소프트웨어는 TWAIN

표준을 사용하여 응용프로그램에 직접 스캔하므로

이미지를 열린 문서에 직접 추가할 수 있습니다.

문서를 그레이스케일로 스캔할 경우 각 페이지에는

8 MB 의 메모리가 필요합니다. 칼라 이미지에는

최고 24 MB 의 메모리가 필요합니다.

응용프로그램에서 페이지를 여러 번 복사할 수 있는데

이 작업을 수행하는 데는 많은 용량의 메모리가 있어야

합니다.  추가 시스템 메모리를 사용하는 다른 프로그램을

동시에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뷰어 작업의 시작과 수행 속도는 이미지의 크기와 해상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미지의 크기가 크고 해상도가 높으면

뷰어의 수행 속도가 떨어집니다.

256 색의 디스플레이 모드를 사용하면 이미지 뷰어에 이미

지가 좋지 않은 품질로 표시됩니다. 스캔 뷰어를 사용할

경우 하이 컬러 또는 트루 컬러와 같이 높은 색상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캔 뷰어를 사용할 경우 800 x 600 픽셀 이상의 디스플레이

해상도("바탕 화면 영역")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칼라와 그레이스케일 스캔은 한 페이지로 제한됩니다.

여러 페이지의 문서를 칼라나 그레이스케일로 스캔하려면

각 페이지를 따로 스캔해야 합니다.  여러 페이지의 문서는

흑백, 2 색(문자 설정)으로 스캔하고 저장할 수 있습니다.

HP OfficeJet 스캐너는 항상 스캐너의 전체 가로에 걸쳐

스캔합니다. 이 이미지를 자르지 않고 인쇄하면 이미지가

프린터의 출력 영역 안에 맞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HP

OfficeJet 인쇄 드라이버는 용지의 바깥 가장자리는 인쇄

하지 않습니다.  공간은 여백으로 제공됩니다.  따라서

뷰어 소프트웨어에서 자동으로 이미지를 줄여 출력 영역에

맞춥니다.  이 자동 축소가 수행되지 않게 하려면 인쇄하기

전에 뷰어 소프트웨어에서 이미지를 잘라야 합니다. 이미

지는 약 5 ~ 8% 잘라야 합니다.

이미지를 자동으로 잘라 똑바로 하는 스캔 설정(예를 들면,

"사진만")은 스캔 문서의 길이를 리갈 크기의 용지로 제한

합니다. 사용자 정의 스캔 설정을 "자르기/똑바로 사용

안함"으로 바꾸면 세로가 최고 22 인치인 문서를 스캔할

수 있습니다.

이들 파일 형식이 다르고 때로는 호환되지 않는 버전이어서

뷰어 소프트웨어에서 저장한 파일을 읽을 수 없기도 합니다.

이럴 경우 사용중인 응용프로그램에서도 읽을 수 있는 다른

파일 형식을 사용하여 이미지를 저장하십시오.

복사 보내기 기능은 비트맵 이미지를 허용하는 응용프로그램

에서만 수행됩니다.  비트맵 이미지를 지원하지 않는 응용

프로그램으로 이미지를 전송해야 하면 이미지를 파일에

저장하여 그 파일을 열거나 가져오십시오.

스캔 응용프로그램 노트

==========================



HP OfficeJet 시리즈 700 소프트웨어가 발표되었을 때 다음과

같은 스캔 응용 소프트웨어 제한사항이 있었습니다.

COREL PRINTHOUSE 1.1

진행중인 스캔을 중단하면 Corel PrintHouse 1.1이 중단됩

니다.  진행중인 스캔은 중단하지 말고 전체 문서가 스캔

되는 동안 기다리십시오.

스캔 해상도가 300 x 300 dpi 로 설정되면

Corel Printhouse 1.1에서 그레이스케일 스캔이 수행되지

않습니다.  200 x 200 과 150 x 150 dpi 스캔은 아무 문제

없이 처리됩니다.

COREL PRINTHOUSE MAGIC 3.0

서비스 팩 3 를 사용하는 Windows NT 환경의 Corel PrintHouse

Magic 3.0 에서 TWAIN 스캔(이미지 포착)이 시스템 오류가

발생하면서 실패합니다. 이 응용프로그램에서 TWAIN 스캔하

려면 서비스 팩 3 를 삭제하거나 최신 서비스 팩으로 업그레

이드하십시오.

MICROSOFT WORD 6.0

HP OfficeJet 시리즈 700 뷰어 소프트웨어로 저장된 .TIF,

.JPG, 또는 .GIF 파일이 열리지 않습니다.  .PCX 와 .BMP 는

잘 열립니다.  Word 7.0 에서는 모든 뷰어 이미지 파일 형식이

열립니다.

TEXTBRIDGE PRO

그레이스케일 스캔으로 GPF 가 생성됩니다.  이 응용프로그램

에서는 그레이스케일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흑백 스캔만

선택하십시오

XEROX PAGIS PRO SCAN

75 또는 100 dpi 의 흑백으로 이미지를 포착하는 것은 지원

되지 않습니다. 더 높은 해상도의 흑백을 사용하십시오.

문자 설정을 사용하여 스캔하고 OfficeJet 시리즈 700 뷰어



의 복사 보내기 기능을 사용하여 이 응용프로그램으로 복사

하면 이미지를 검정색 배경에 흰색 문자로 응용프로그램에

붙여넣습니다. OfficeJet 시리즈 700 뷰어의 복사 보내기

기능을 사용하여 이 응용프로그램으로 복사한 스캔은 Pagis

Pro Editor 응용프로그램이 열려 있을 경우 수행되지 않

습니다.

VISONEER PAPERPORT DELUX

OfficeJet 시리즈 700 뷰어의 복사 보내기 기능을 사용하여

이 응용프로그램으로 복사한 스캔이 완료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이런 오류가 자주 발생하지 않을 것 같으면

다시 작업해보십시오.

*****************************************************************

H. 전자우편 스캔 노트

===========================

전자우편 스캔은 MAPI 호환 전자우편 응용프로그램과

America Online 버전 4.0 과 3.0(32 비트 버전만)에서만

지원됩니다.

Windows 3.1 에서 Windows 95 로 업그레이드한 후

아직 America Online 을 다시 설치하지 않았다면 America

Online 으로 전자우편 스캔을 사용하기 전에 다시 설치해야

합니다. 전자우편 스캔을 사용하려면 32 비트 버전의 America

Online 을 설치해야 합니다.

MAPI 클라이언트로 전자우편 응용프로그램 구성

===============================================

America Online 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전자우편 응용프로그램이

MAPI 클라이언트로 작동하도록 구성해야 합니다.



모든 전자우편 응용프로그램이 MAPI 를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America Online 을 제외한 전자우편 응용프로그램에서 이

응용프로그램이 MAPI로 구성되지 않으면 전자우편 스캔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응용프로그램에서 MAPI 를 지원하는지

여부와 MAPI 클라이언트로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면 전자우편 패키지에 대한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전자우편 응용프로그램을 MAPI 클라이언트로 구성하는 방법은

다음 단락에 나옵니다. 추가 정보도 다음 HP OfficeJet

시리즈 700 월드 와이드 웹 사이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http://www.officejet-support.com/oj700

MAPI 는 워드 프로세서, 스프레드시트, 그래픽 응용프로그램

등과 같은 MAPI 호환 응용프로그램에서 전자우편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인터페이스입니다. 다음은 일부 전자우편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지시사항입니다.

주: 이 절의 정보는 단지 정보용입니다. 이 절의 지시사항은

사용할 수 있는 제품 정보에서 발췌하였고 각 응용프로그램

에서 검사를 거쳤습니다. 그러나 HP 는 어떤 형태로든 이

정보를 보증하거나 지원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전자우편 패키지의 제조업체로 문의하십시오.

NETSCAPE 4.03 MESSENGER

Windows 95/98/NT 4.0 에 적용됩니다.

HP OfficeJet 700 소프트웨어에서 Netscape Messenger 로

전자우편 첨부파일을 보낼 수 있도록 Netscape Communicator 를

설정하려면 다음 단계를 수행하십시오.

1. 모든 Communicator 창의 편집 메뉴에서 기본사항

(Preferences)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기본사항(Preferences)

대화상자가 열립니다.

2. 우편 서버(Mail Servers)를 누릅니다. 우편 서버 기본사항

(Mail server preferences) 대화상자에서 메시지를 보낼 때

사용할 우편 서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전자우편 메시지를

보내려면 우편 서버(Mail server) 대화상자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올바르고 완벽해야 합니다.



3. 우편 서버 패널(Mail Server Panel)에서 추가 선택사항

(More Options)...을 누릅니다.

4. "MAPI 기반 응용프로그램에서 Netscape Messenger 사용

(Use Netscape Messenger from MAPI-based applications)"

을 선택합니다.

   

OUTLOOK EXPRESS 4.72.X

Windows 95/98/NT 4.0 에 적용됩니다.

HP OfficeJet 700 소프트웨어에서 Outlook Express 로

전자우편 첨부파일을 보낼 수 있도록 Outlook Express 를

설정하려면 다음 단계를 수행하십시오.

1) 인터넷 연결 마법사(Internet Connection Wizard)를

사용하여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로 전자우편 등록을 설정합

니다.

2) 도구(Tools) 메뉴에서 선택사항(Options)을 누릅니다.

3) 일반(General) 탭을 누르고 "Outlook Express 를 기본

전자우편 프로그램으로 설정(Make Outlook Express my

default e-mail program)"을 선택한 다음 "Outlook Express

를 간단한 기본 MAPI 클라이언트로 설정(Make Outlook

Express my default simple MAPI client)"을 선택합니다.

OUTLOOK 97

Windows 95/98/NT 4.0 에 적용됩니다.

HP OfficeJet 700 소프트웨어에서 Outlook 97 로 전자우편

첨부파일을 보낼 수 있도록 Outlook 97 을 설정하려면 다음

단계를 수행하십시오.

새 사용자 초기화 파일 만들기

 1) Outlook 의 파일(File) 메뉴에서 "종료후 로그오프(Exit

and Log Off)"를 누릅니다.

 2) Windows 작업 표시줄에서 시작을 누르고 설정을 가리킨

다음 제어판을 누릅니다.

 3) 제어판에서 편지(또는 편지와 팩스) 아이콘을 두 번

누릅니다.

 4) 서비스 탭에서 초기화 파일 보기를 누릅니다.

 5) 추가를 눌러 우편함 설치 마법사를 시작합니다.



 6) 원하는 정보 서비스를 눌러 선택하고 다음을 누릅니다.

 7) 초기화 파일 이름 상자에 새 초기화 파일의 이름을 입

력합니다.

 8) 우편함 설치 마법사로 선택한 각 서비스를 계속 설치

합니다.

 주: 인터넷 편지는 MAPI 호환에 필요한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Outlook 으로 설치되지만 사용자가 초기화 파

일에 추가해야 합니다.

 9) 이제 새 초기화 파일이 나열됩니다.

    "Microsoft Windows 메시지 기능을 시작할 경우 사용"

설정을 방금 작성한 새 초기화 파일로 바꾸십시오.

 10) 새 초기화 파일을 사용하려면 Outlook 을 다시 시작합

니다.

  a) 도구 메뉴에서 선택사항을 누릅니다.

  b) 일반 탭을 누르고 "이 초기화 파일 항상 사용" 필드

에서 새 초기화 파일이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OUTLOOK 98 (8.5.5104.6)

Windows 95/98/NT 4.0 에 적용됩니다.

HP OfficeJet 700 소프트웨어에서 Outlook 98 로 전자우편

첨부파일을 보낼 수 있도록 Outlook 98 을 설정하려면 다음

단계를 수행하십시오.

 1) 다음 전자우편 서비스 선택사항 중 하나와 함께

Outlook 98 을 설치합니다.

  a) 인터넷만 선택사항으로 설치한 경우

     Outlook 에 전자우편 등록을 설정합니다.

     (1) 도구(Tools) 메뉴에서 등록(Accounts)...을

누릅니다.

     (2) 편지(Mail) 탭을 누른 다음 추가(Add) 단추를

누르고 편지(Mail)를 선택합니다.

  b) 공동 작업 그룹/기타(Corporate Workgroup/Other)

선택사항으로 설치한 경우

     새 사용자 초기화 파일 만들기

 1) Outlook 의 파일(File) 메뉴에서 "종료후 로그오프(Exit



and Log Off)"를 누릅니다

 2) Windows 작업 표시줄에서 시작을 누르고 설정을 가리킨

다음 제어판을 누릅니다.

 3) 제어판에서 편지(또는 편지와 팩스) 아이콘을 두 번

누릅니다.

 4) 서비스 탭에서 초기화 파일 보기를 누릅니다.

 5) 추가를 눌러 우편함 설치 마법사를 시작합니다.

 6) 원하는 정보 서비스를 눌러 선택하고 다음을 누릅니다.

 7) 초기화 파일 이름 상자에 새 초기화 파일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8) 우편함 설치 마법사로 선택한 각 서비스를 계속 설치

합니다.

 주: "인터넷 편지"는 MAPI 호환에 필요한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Outlook 으로 설치되지만 사용자가 초기화

파일에 추가해야 합니다.

 9) 이제 새 초기화 파일이 나열됩니다.

    "Microsoft Windows 메시지 기능을 시작할 경우 사용"

설정을 방금 작성한 새 초기화 파일로 바꾸십시오.

 10) 새 초기화 파일을 사용하려면 Outlook 을 다시 시작

합니다.

  a) 도구 메뉴에서 선택사항을 누릅니다.

  b) 우편 서비스 탭 탭을 누르고 "이 초기화 파일 항상

사용" 필드에서 새 초기화 파일이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

합니다.

EUDORA PRO 4.0/ EUDORA LIGHT 3.0.5

Windows 95/98/NT 4.0 에 적용됩니다.

HP OfficeJet 700 소프트웨어에서 Eudora 로 전자우편 첨부

파일을 보낼 수 있도록 Eudora 를 설정하려면 다음 단계를

수행하십시오.

1) 도구(Tools) 메뉴에서 선택사항(Options)...을 선택하고

MAPI 범주를 누릅니다("선택사항 대화상자, MAPI" 절 참조).

2) 항상 실행 또는 Eudora 가 실행될 경우에만 실행하도록

설정합니다. 이들 두 선택사항은 선택하는 즉시 Eudora MAPI

서버를 엽니다.



COMPUSERVE MAIL

Windows 95/98 에 적용됩니다.

HP OfficeJet 700 소프트웨어에서 CompuServe Mail 로 전자

우편 첨부파일을 보낼 수 있도록 CompuServe Mail 을 설정

하려면 MS Exchange 기본 초기화 파일에 CompuServe 를

추가해야 합니다.

1) CompuServe Mail Service 드라이버를 설치합니다(최신

드라이버와 설치 정보는 WinCim 포럼에서 찾아 보십시오).

2) Microsoft Exchange 에서 CompuServe Mail 설정을 완료

합니다.

*****************************************************************

I.  호환되지 않는 인쇄 관리자 오류 메시지

========================================

HP OfficeJet 시리즈 700 가 설치된 다음 HP 레이저젯 4 프린터

드라이버가 설치되면 "호환되지 않는 인쇄 관리자" 오류 메시지

가 나옵니다.  HP OfficeJet 시리즈 700 소프트웨어를 다시 설치

해야 합니다.

*****************************************************************

J. 상표 정보

===================

America Online 의 저작권은 America Online, Inc 에 있습니다.

Lotus(R)1-2-3(R)는 Lotus Development Corporation 의 미국

등록상표입니다.

Microsoft 는 Microsoft Corporation 의 미국 등록상표입니다.

Windows 는 Microsoft Corporation 의 상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