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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알림림

이자료에기술된내용은사전통보없이변경될수있습니다.

삼성휴렛팩커드는이자료에서설명한특수용도에대한시장성및적합성등에대하여어떠한보증

도하지않습니다. 삼성휴렛커드는이자료에포함된오류또는이자료의공급이나수행또는사용과

관련되어직접, 간접, 특별히, 우연또는필연적으로손해에대하여어떠한책임도지지않습니다.

삼성휴렛커드는삼성휴렛커드가공급하지않은기기에삼성휴렛커드소프트웨어를사용하여발생하

는문제또는그소프트웨어의신뢰성에대하여책임을지지않습니다.

이 자료에는판권에의해보호되는삼성휴렛커드고유의정보가담겨있습니다. 모든 판권은본사의

소유입니다. 따라서이자료의어떠한부분도사전에삼성휴렛커드와문서상의동의없이복사되거나,

다시생산될수없으며, 또한, 다른언어로번역될수없습니다.

인인쇄쇄내내역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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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프린린터터소소개개

HP DeskJet 560K 프린터는개인용, 전문가용의고품질의프린터이며다음과같

이많은독특한특징들을갖고있습니다.

■고품질흑백및칼라인쇄 : 마이크로소프트윈도우에서600 300 DPI(인치당점

의수)의흑백인쇄와300 300 DPI의칼라인쇄가가능합니다.

■다양한종류의용지지원 : 일반용지, 특수용지, 광택용지, 투명용지. 용지크기

: A4, Letter, Legal, B5, 봉투

■다양한글씨체지원 : DOS 응용프로그램에서명조체, 고딕체, 샘물체, 필기체한

글을사용할수있습니다.

HP DeskJet 560K 프린터는 비충격식 프린터로 이중인쇄 기능을 지원하니 않

습니다. 따라서 먹지(카폰 페이퍼)나 칼라복사지가삽입되어있는양식용지에

인쇄하더라도제일위에있는용지에만인쇄가됩니다.

HP DeskJet 560K 프린터는 낱장 용지만을 지원하지만자동 용지 공급 기능에

의해연속으로인쇄가가능합니다. 연속용지를써야할경우에는낱장으로뜯어

서용지함에넣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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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프린린터터의의각각부부분분이이름름

프린터의각부분이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잠시 새 프린터의 각 부분 이름들과

친숙해지는시간을가지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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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설명명서서에에대대하하여여

이설명서는 HP DeskJet 560K 프린터를 설치하는방법과 프린터 기능을 사용

하는방법에대한설명을담고있습니다.

11  장장프프린린터터설설치치

HP DeskJet 560K 프린터를설치하는방법을설명합니다. 포장을풀고, 프린터

부품들을설치한다음, 자체검사로설치가적절히되어있는지를확인하는방법

을단계별로설명합니다.

22  장장프프린린터터사사용용

HP DeskJet 560K 프린터에대한소개와주요기능을제어하는방법과관련소

프트웨어의설치및사용에대해설명합니다. DIP 스위치설정에대해서도설명

합니다.

33  장장용용지지사사용용

용지에관련하여필요한정보즉지원되는용지의종류와특징, 선택방법에대해

설명하고, 용지를넣고, 용지의종류에따라프린터를적절히준비하는방법에대

해설명합니다.

44  장장잉잉크크카카트트리리지지사사용용법법

잉크카트리지의보관및사용법, 잉크가떨어졌을때잉크카트리지의교환방법

등을설명합니다.

55  장장문문제제해해결결방방안안

인쇄할때발생하는여러문제점에대한해결방법과키패드의오류표시등의의

미를설명합니다.

66  장장기기술술정정보보

HP DeskJet 560K 프린터의 제품 사양과 인터페이스에대한 기술 정보를 제공

합니다. 또한, 프린터 제어 코드를 사용한 프린터 제어와 지원되는 문자 세트의

활용방법에대하여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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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장장고고객객지지원원

제품보증내용과삼성휴렛팩커드의고객지원에대한안내가있습니다. 또한

HP DeskJet 560K 프린터와관련된제품및소품에대한주문정보가있습니

다.

부부록록AA  프프린린터터제제어어코코드드

KSSM 모드 프린터 제어 코드와 행정 전산망용 제어 코드, PCL모드 프린터

제어코드를요약하여설명합니다.

부부록록BB  문문자자세세트트

HP DeskJet 560K 프린터에서지원하는문자세트의코드표를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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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HP DeskJet 560K 프린터를설치하는방법을설명합니다. 포장을풀고, 프린터

부품들을설치한다음, 자체검사로설치가되어있는지를확인하는방법을단계

별로설명합니다.

프프린린터터설설치치

■포장풀기

■전원모듈연결

■인터페이스케이블연결

■용지넣기

■잉크카트리지설치

■프린터자체검사인쇄

■기타



포포장장풀풀기기

프린터포장을다음순서에따라풉니다.

1. 부속용품들, 포장재료, 프린터를상자에서꺼내어프린터를평평하고안전한곳

에놓습니다. 나중에프린터를옮기거나다른속으로보낼때를위하여상자와포

장재료를보관하는것이좋습니다.

2. 프린터에붙어있는테이프를떼어냅니다.

3. 용지함덮개를열고용지나오는곳에있는포장재료를빼냅니다.

1-2 프린터설치



4. 용지함덮개를닫습니다.

5. 프린터의윗덮개를열고잉크카트리지꽂이를보호하는테이프를떼어냅니다. 

6. 프린터윗덮개를닫습니다.

7. 다음그림의부속품들이다있는지확인합니다. 한 가지라도없거나망가져있으

면구입처에문의하십시오.

프린터를 시스템에 연결하는 케이블은 제품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따로 구

입해야합니다. 케이블에대한자세한내용에대해서는 6 장기술정보를참조하

십시오.

프린터설치 1-3

주의



전전원원모모듈듈연연결결

아래와같은순서로프린터와전원모듈과전원콘센트를연결합니다.

1. 전원스위치는확실히꺼져있도록합니다. 

전원스위치는프린터아래왼쪽앞면에있으며, ‘○’은꺼진것을, ‘│’은 켜진

것을표시합니다.

2. 용지함을떼어내어한쪽에놓아둡니다.

3. 프린터를옆으로세워프린터밑바닥이사용자앞으로오도록합니다.

1-4 프린터설치



4. 프린터전원모듈커넥티를프린터전원소켓에단단히끼웁니다.

5. 전원모듈코드의다른쪽끝은전원콘센트에끼웁니다.

되도록 접지 단자가 있는 콘센트를 사용하십시오, 접지 단자가 없을 경우, 접지

플러그를 부러뜨려 사용하여도 사용에 큰 지장은 없으나 프린터의 안정된 작동

을위해서는접지단자가있는곳에서사용하는것이 바람직합니다.

전원모듈은약간의자장을방사합니다. 전원모듈은바닥에놓이도록 하거나

컴퓨터, 디스크드라이브, 하드디스크로부터되도록멀리떨어지 도록설치하

십시오.

6. 프린터인터페이스케이블을연결하도록프린터는계속옆으로세워둡니다.

프린터설치 1-5



인인터터페페이이스스케케이이블블연연결결

프린터와컴퓨터를연결하는데사용되는인터페이스케이블은프린터와함께제

공되지않으므로별도로구입해야합니다. 케이블의종류는 6 장기술정보를참

조하십시오.

1. 프린터와컴퓨터가꺼져있는지확인합니다.

2. 인터페이스케이블의프린터쪽끝을프린터의병렬인터페이스포트에단단히꽂

습니다. 커넥터가 제대로 꽂혔는지 확인하고 양쪽의 클립을 인터페이스 케이블

커넥터에끼웁니다

3. 인터페이스케이블의컴퓨터쪽끝을컴퓨터의병렬인터페이스포트에연결합니

다. 연결이제대로되었는지확인하고커넥터의나사를죄어단단히 고정시킵니

다.  

4. 인터페이스 케이블이나 전원 모듈의 선이 프린터 아래에 눌리지 않게 프린터를

원래대로놓습니다.

5. 용지함을프린터에끼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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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용지지넣넣기기

용용지지에에대대하하여여

좋은인쇄결과를얻으려면좋은용지를선택하셔야합니다. 이프린터는대부분

의용지와잘작동되도록설계되었지만, 용지의지질은인쇄품질과용지공급에

크게 영향을 줍니다. 대체로 고품질 사진 인화지가 가장 좋은 결과를 위해 다음

요령을참고합니다.

다음 절은 용지 공급에 대한 설명입니다. 원활한 용지 공급과 좋은 인쇄 결과를

위해다음요령을참고합니다.

●프린터의용지함에는한번에한종류의용지를사용합니다.

●항상인쇄될면이아래를향하도록공급합니다. 일반용지는포장에있는화

살표, 기호, 문구를보면어느면이인쇄될면인지알수있습니다.

다른종류와크기의용지에대해서는HP DeskJet 560K 프린터사용자설명서3

장용지사용을보십시오.

다음순서에따라일반용지를프린터에공급합니다.

1. 용지함덮개를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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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용지폭조정대를인쇄할용지크기로맞춥니다.

3. 용지길이조정대를앞으로당깁니다.

4. 약 1 ㎝두께의용지를꺼내끝쪽을가지런하게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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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용지들을인쇄될면이아래로하여용지함에끝까지밀어넣습니다. 용지의오른

쪽끝을용지함의오른쪽끝에맞춥니다. (프린터는용지의오른쪽에서부터인쇄

하기때문입니다.)

6. 용지가휘지않게주의하며용지길이조정대를프린터쪽으로밀어넣습니다.

7. 용지함덮개를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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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잉크크카카트트리리지지설설치치

이프린터는두개의잉크카트리지를사용합니다(검정잉크카트리지와칼라잉

크카트리지). 다음순서에따라잉크카트리지두개를모두설치하십시오.

1. 프린터윗덮개를열고잉크카트리지꽂이의보호테이프가제거되었는지확인

합니다.

2. 먼저컴퓨터를켜고, 그다음프린터를켭니다.

프린터가켜져있고잉크카트리지꽂이가비어있을때는잉크카트리지꽂이가

프린터 왼쪽으로 움직입니다. 검정 잉크 카트리지가 비어 있을 때는 ○ 표시에,

칼라잉크카트리지가비어있을때는○ ○ ○ 표시에서불이깜빡입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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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검정정잉잉크크카카트트리리지지설설치치

3. 검정잉크카트리지상자와용기를엽니다. 잉크카트리지의녹색윗부분을잡고

용기에서꺼냅니다.

4. 잉크카트리지의잉크노즐을덮고있는테이프를살며시뗍니다.

잉크노즐이나구리부분은만지지않아야합니다.

5. 잉크 카트리지의녹색화살표가왼쪽잉크카트리지꽂이의검은점을가르키게

하여집어넣습니다.

6. 녹색화살표를검은점쪽으로하여딸깍소리가날때까지밀어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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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칼라라잉잉크크카카트트리리지지설설치치

7. 칼라잉크카트리지상자와용기를엽니다. 잉크카트리지의녹색윗부분을잡고

요기에서꺼냅니다.

8. 잉크카트리지의잉크노즐을덮고있는테이프를살며시뗍니다.

잉크노즐이나구리부분은만지지않는것이좋습니다.

9. 잉크 카트리지의녹색화살표가오른쪽칼라카트리지꽂이의세가지색의점들

을가리키게하여집어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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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녹색화살표를세가지색의점들이있는방향으로하여딸깍소리가날때까

지밀어넣습니다.

11. 프린터키패드의‘카트리지바꿈’단추를누릅니다. 잉크카트리지꽂이가프

린터의오른쪽에있는홈위치로돌아갑니다.

12. 프린터의윗덮개를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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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프린린터터자자체체검검사사인인쇄쇄

프린터의모든설치를끝내고, 프린터가제대로작동되는지확인하기위해자체

검사결과를인쇄해봅니다. 

KKSS//KKSSSSMM  모모드드에에서서의의한한글글한한자자자자체체검검사사인인쇄쇄

1. 프린터를끄고컴퓨터는켜져있는지확인합니다.

컴퓨터가있지않으면프린터는아무작동도하자않습니다.

2. DIP 스위치 뱅크 B의 7 번 스위치가 KS/KSSM모드로되어있는지확인합니다.

(아래로 향해있으면됩니다.) DIP 스위치를 별도로조정하지않았으면기본설

정은KS/KSSM 모드로되어있습니다. 

3. 프린터 키패드의‘글씨체’단추를 누르면서 프린터를 켭니다. 크린터 전원 스위

치를껐다가켜는대신에키패드에서‘초기화’단추와‘글씨체’단 추를동시에

눌러도프린터자체검사인쇄가시작됩니다.

4. 용지가공급되기시작하면‘글씨체’단추를놓습니다. 칼라및흑백프린 터자

체검사패턴과2 바이트심볼, 한글, 한자가인쇄됩니다.

자체검사인쇄가모두끝나기전에중단하려면‘초기화’단추를누릅니다.

자체검사인쇄패턴에서인쇄품질에문제가있으면. 5 장 문제해결방안을보

십시오.

1-14 프린터설치

주의

주의



KKSS//KKSSSSMM  모모드드에에서서의의11  바바이이트트영영문문자자체체검검사사인인쇄쇄

1. 프린터를끄고컴퓨터는커져있는지확인합니다.

컴퓨터가켜져있지않으면프린터는아무작동도하지않습니다.

2. DIP 스위치 뱅크 B 7 번 스위치가 KS/KSSM 모드로 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아래로향해있으면됩니다.) DIP 스위치를별도로조정하지않았으면기본설

정은KS/KSSM 모드로되어있습니다.

3. 프린터키패드의‘용지바꿈’단추를누르면서프린터를켭니다.

프린터전원스위치를껐다가켜는대신에키패드에서‘초기화’단추와 ‘용지

바꿈’단추를동시에눌러도프린터자체검사인쇄가시작됩니다.

4. 용지가공급되기시작하면‘용지바꿈’단추를놓습니다. 칼라및흑백프린터자

체검사패턴과1 바이트영문이인쇄됩니다.

자체가검사인쇄가모두끝나기전에중단하려면‘초기화’단추를누릅 니다.

자체검사인쇄패턴에서인쇄품질에문제가있으면, 5 장 문제해결방안을보

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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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CCLL  모모드드에에서서의의11바바이이트트영영문문자자체체검검사사인인쇄쇄

1. 프린터를끄고컴퓨터는켜져있는지확인합니다.

컴퓨터가켜져있지않으면프린터는아무작동도하지않습니다.

2. DIP 스위치뱅크 B 의 7 번스위치가 PLC 모드로되어있는지확인합니다.(위로

향해있으면됩니다.)

3. 프린터키패드의‘용지바꿈’단추나‘글씨체’단추를누르면서프린터를켭니다.

프린터전원스위치를껐다가켜는대신에키패드에서‘초기화’단추와‘글씨체’

단추를동시에눌러도프린터자체검사인쇄가시작됩니다.

4. 용지가공급되기시작되면‘용지바꿈’단추혹은‘글씨체’단추를놓습니다. 칼

라 및흑백프린터자체검사패턴과1 바이트영문이인쇄됩니다.

자체검사인쇄가모두끝나기전에중단하려면‘초기화단추’를누릅니다.

자체검사인쇄패턴에서인쇄품질에문제가있으면, 5 장 문제해결방안을보

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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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자체체검검사사내내용용

출력된결과를보고다음사항을확인할수있습니다.

●노랑색, 빨강색, 파랑색의사선이다른색의작은문자아함께출력된것 을보

고칼라잉크카트리지의상태를확인합니다.

●검은색사선과수직선들이출력된것을보고겁정잉크카트리지의상태 를확

인합니다.

출력무늬에띄어진건격이있다면, 한개이상의노즐이막힌것입니다.

‘청소‘단추를눌러잉크카트리지노즐을청소할필요가있습니다.

●잉크카트리지 ID 를인쇄하여설치된잉크카트리지를확인합니다.

●프린터펌웨어(firmware; 프린터내부의기기작동프로그램) 버전과날짜를확

인합니다.

프린터에문제가발생할경우에이펌웨어버전과날짜를고개지원센타로알려

주면, 고객지원에크게도움이됩니다.

●프린터내부에들어있는내부글씨체들을검사종류에따라인쇄합니다.

자자체체검검사사의의인인쇄쇄중중지지

자체검사인쇄를멈추려면‘초기화’단추를누릅니다.

프린터가자체검사인쇄를하지않으면, 5장문제해결방안을참조하여조치하

도록합니다. 보통의경우컴퓨터가꺼져있는지확인할필요가있으며, 인쇄 무

늬에결함이있으면‘청소‘단추를눌러잉크카트리지를청소하거나, 잉크가다

떨어진잉크카트리지를교환하면해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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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타타

프프린린터터드드라라이이버버의의설설치치

이제는프린터드라이버를설치하여HP DeskJet 560K 프린터가잘작동하도록

합니다. 프린터드라이버는프린터를제어하고사용자의소프트웨어에서프린터

가가진기능을쉽게이용할수있게해줍니다.

MMSS  WWiinnddoowwss  33..00  또또는는이이후후버버전전사사용용자자

마이크로소프트윈도우용HP DeskJet 500시리즈프린터드라이버설치설명서

를참고하여, 프린터와함께제공되는마이크로소프트윈도우용프린터드라이버

를설치합니다.

윈도우용프린터드라이버를사용할때, 프린터는 PCL 모드로설정되어야합니

다. PCL 모드의설정은 2장의프린터키패드단추나 DIP 스위치절을참조하십

시오.

DDOOSS  사사용용자자

2 장프린터사용에서프린터드라이버설치절을참조하십시오.

칼칼라라인인쇄쇄

사용설명서를참고하여칼라지정요령과일부응용소프트웨어에서의사용방

법을익힐수있습니다.

구구입입증증명명확확인인

프린터바닥의인터페이스포트밑에는두부분으로된레이블이있습니다. 윗부

분이‘구입증명’이며떼어낼수있습니다. 사용자가프린터를구입했음을확인

할때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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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HP DeskJet 560K 프린터에 대한 소개와 주요 기능을제어하는 조작법과 관련

소프트웨어의설치및사용에대한설명을합니다. DIP 스위치설정에대해서도

설명합니다.

프프린린터터사사용용

■프린터키패드

■프린터키패드단추

■프린터키패드표시등

■키패드기능키

■프린터드라이버설치

□프린터드라이버

□프린터드라이버선택

□영문소프트웨어에서인쇄

□한글소프트웨어서인쇄

■DIP 스위치

■자주사용되는프린터기능



프프린린터터키키패패드드

프린터키패드의단추로프린터의작동을제어합니다. 그러나, 응용 프로그램에

서새로다른모드를설정하면프린터키패드로설정한것이무시되고응용프로

그램에서설정된대로작동합니다. 키패드의표시등은프린터의상태와오류상

태를나타냅니다.

‘글씨체’단추는KS/KSSM 모드(검정색)와PCL 모드(파랑색)에서다르게동작

합니다. 그의미는프린터키패드표시등에서자세히설명되어있습니다.

2-2 프린터사용



용지바꿈

글씨체

온라인

프프린린터터키키패패드드단단추추

용지를프린터에넣거나프린터에서배출시킵니다.

이 단추를누른채프린터를켜면프린터자체검사를시작합니다. 이에대해서

는키패드기능키절에자세한내용이있습니다.

KS/KSSM 모드에서는명조체, 고딕체, 샘물체, 필기체에서하나의글씨체를선

택합니다.

PCL 모드에서는포트레이트또는랜드스케이프인쇄모드를선택합니다.

어떤글씨체가선택되었는지는표시등을보고알수있으며. 모드에따라표시등

의의미도달라집니다. 자세한내용은프린터키패드표시등절을참조하십시오.

‘글씨체’단추로사용자는글씨체를마음대로바꿀수있습니다. 응용 프로그램

에서프린터제어코드로글씨체를다시지정하면글씨체표시등에표시되어있

던글씨체가아닌프린터제어코드에의한글씨체가선택되고글씨체표시등도

그에따라바꿉니다.

프린터를껐다가켜거나‘초기화’단추를누르거나, 초기화 명령을프린터로보

내면, 글씨체는 KS/KSSM 모드일때명조체로, PCL 모드에서는포트레이트(세

로방향) 인쇄가됩니다.

이 단추를누른채프린터를켜면프린터자체검사를시작합니다. 이에대한자

세한내용은키패드기능키절이나, 1장프린터설치에있는프린터자체검사인

쇄절을참조하십시오.

프린터를오프란인상태(정보를받을수없음)나온라인상태(정보를받을준비

가되어있음)로만듭니다.

인쇄중잠시멈추려면이단추를누릅니다.

이단추를다시누르면인쇄가다시계속됩니다.

프린터가온라인모드로설정되어있을때, 프린터는컴퓨터가보내는정보를받

아서인쇄합니다. 프린터가오프라인모드로설정되어있을때는, 프린터는인쇄

를시작하지않습니다. 프린터는컴퓨터가보내는정보를받기만하고프린터의

수신 버퍼가 가득 찰 때까지 그 정보를 버퍼에 저장합니다. 인쇄를 시작하려면,

다시‘온라인’단추를누릅니다.

프린터사용 2-3



2-4 프린터사용

인쇄품질

초기화

청소

인쇄중용지함에용지가없을때, 프린터는오프라인되고키패드에있는‘준비’

표시등이깜박입니다. 용지함에용지를넣은다음‘온라인’단추를누르면용지

가다시공급되어인쇄가계속됩니다.

고속인쇄모드나고품질인쇄모드를선택합니다.

초기 값은고품질인쇄모드에서는 1 초에 165 자(CPS), 6.67 CPI 한글을 110

CPS로인쇄하며, 고속인쇄모드에서는영문은240 CPS, 한글은 160 CPS로인

쇄합니다.

10CPI 기준으로 고품질인쇄모드에서는 1초에 165자(CPS), 6.67 CPI 한글을

110CPS로인쇄하며, 고속인쇄모드에서는영문은240CPS, 한글은160 CPS로

인쇄합니다.

프린터의설정값을DIP 스위치값으로돌려놓으며, 중간에걸려있는용지를배

출하고, 수신기억공간을초기화하여프린터를인쇄할수있는상태로준비시킵

니다.

소프트웨어서인쇄하던것을중지하려면, 먼저소프트웨어를종료한다음, ‘초기

화’단추를눌러야합니다. 인쇄 도중‘초기화’단추를누르면, 인쇄를기다리는

데이타를잃게됩니다.

청소 잉크카트리지의청소작업을시작합니다.

점과선의인쇄결과가좋지않을때, 이단추를눌러잉크카트리지의잉크노즐

을청소하면, 인쇄품질을회복하는데도움이됩니다.

주의

주의



프린터사용 2-5

인쇄위치조정

카트리지바꿈

페이지축소

(=초기화+청소)

KS/KSSM/PCL

(=초기화+

인쇄위치조정)

잉크카트리지정렬검사를하여검정및칼라잉크카트 리지를인쇄에맞게정

렬합니다.

잉크카트리지를다시설치할때는언제나이단추를사용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4 장 잉크 카트리지 사용법이나 키패드 기능키 절을 참조하십시

오.

잉크카트리지꽂이를프린터의왼쪽으로옮겨주어잉크 카트리지꽂이를쉽게

다룰수있게해주거나‘홈’위치로되돌아가게해줍니다.

칼라잉크카트리지중하나라도빠져있으면‘카트리지표시등(     )이, 검정잉

크카트리지가빠져있으면검정잉크카트리지표시등( )이깜박입니다.

두가지카트리지중하나라도빠져있으면‘카트리지바꿈’단추를다시눌러도

잉크카트리지꽂이는‘홈’위치로돌아가지않습니다. 반드시빈잉크카트리지

라도꽂아놓아야합니다. 잉크카트리지를왼쪽으로옮겨놓은상태가2-3분계

속되면, 프린터는자동적으로잉크카트리지꽂이를‘홈’위치로복귀시킵니다.

잉크카트리지가‘홈’위치에있지않으면잉크가말라잉크카트리지가제기능

을발휘하지못하게됩니다.

’초기화’단추와‘청소‘단추를동시에누르면페이지축소

모드가설정됩니다.

자세한내용은키패드기능키절을보십시오.KS/KSSM 모드에서만지원됩니다.

프린터 제어 모드(KS/KSSM/PCL)변경해 줍니다. ‘초기단추를 동시에 누르면

DIP스위치에서설정한모드부터시작하여다음과같은순서로순환하여전환됩

니다.

KS 모드-� KSSM 모드-� PCL 모드-� KS모드

이 모드 설정도프린터를껐다가 켜면 DIP스위치를 바꾸지않고원하는 모드를

선택할수있습니다.

주의



프프린린터터키키패패드드표표시시등등

2-6 프린터사용



PPCCLL  모모드드선선택택상상태태일일때때

KKSS//KKSSSSMM  모모드드선선택택상상태태일일때때

오류가생기면프린터키패드의표시등은다른방식으로깜박입니다. 5 장의 프

린터표시등이깜박일때절을보고오류의내용을확인하고해결하십시오.

프린터사용 2-7



키키패패드드기기능능키키

‘‘인인쇄쇄위위치치조조정정’’단단추추

이단추를누르면‘KS/KSSM/PCL/위치조정’표시등이깜박이며인쇄위치조

정모드로들어갑니다. 이모드에서다음과같은단계를거쳐검정잉크카트리지

인쇄기준선과칼라잉크카트리지인쇄기준선을조정하여두가지잉크카트리

지의인쇄위치가서로정확히일치되도록합니다.

‘인쇄위치조정’단추를누르면우선아래와같은내용이인쇄됩니다.

PCL 모드일때는영문자가인쇄됩니다.

일곱가지이중수직선분중에서검정수직선분과빨강수직선분이가장잘일

치되는것밑에표시된숫자에따라, 그아래인쇄된키패드그림을참고하여, 프

린터키패드에서그숫자가표시된단추를누르면됩니다.이것으로두가지잉크

카트리지의세로방향인쇄위치조정이된것입니다.

2-8 프린터사용



인쇄패턴을선택하면(해당숫자단추를누르면) 프린터는다시다음과같은내

용을인쇄합니다.

PCL 모드일때는영문자가인쇄됩니다.

일곱가지수평선분중에서검정수평선분과빨강수평선분이가장잘일치되

는것밑에표시된숫자에따라, 그아래에인쇄된키패드그림을참고하여, 프린

터키패드에서그숫자가표시된단추를누르면됩니다. 이 것으로두가지잉크

카트리지의가로방향인쇄위치조정이된것입니다.

조조정정결결과과인인쇄쇄

수평기준선을선택하고나면프린터는다음과같은내용을인쇄하여, 사용자가

선택한두가지잉크카트리지의인쇄기준선에따라인쇄된결과가어떤가를보

여줍니다.결과가만족스럽지못하면, ‘인쇄 위치조정’단추를다시눌러처음

부터다시시작할수있습니다.

PCL 모드일때는영문자가인쇄됩니다.

프린터사용 2-9



‘‘청청소소‘‘단단추추

이단추를누르면프린터는프린터내부에있는장치로칼라잉크카트리지의노

즐 부분을 여러 차례 청소합니다. 청소한 결과 인쇄 품질이 나아졌는지 확인 할

수있도록프린터는다시다음과같은색채무늬띠들을인쇄합니다. 결과가만족

스럽지못하면, ‘청소‘단추를다시눌러칼라잉크카트리지의노즐청소를다시

할수있습니다. 그러나이작동은잉크를많이소모시키므로불필요하게반복하

지않는것이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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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글씨씨체체’’단단추추

이단추의동작은프린터가PCL 모드인가, 아니면KS 모드나KSSM 모드인가에

따라다르게동작합니다. 프린터를껐다가켜면일정한값으로초기화되며, 그에

따라글씨체표시등들이켜집니다. 사용자는이단추를눌러글씨체를마음대로

바꿀수있습니다. 응용프로그램에서프린터제어코드로글씨체를다시지정하

면 글씨체 표시등에 표시되어 있던 글씨체에 맞게 바뀝니다. 이 단추를 누른 채

프린터를켜면프린터자체검사를시작합니다. 프린터자체검사에대한자세한

내용은1 장의프린터설치에있는프린터자체검사인쇄절은참조하십시오.

’글씨체’단추를누르면포트레이트인쇄부터시작하여다음과같은순서로순환

하여바뀝니다. 포트레이트인쇄가기본설정값입니다.

프린터사용 2-11

PCL 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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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씨체’단추를누르면 명조체에서 다음과같은순서로순환하여바뀝니다.

‘고딕’과‘명조’표시등이동시에켜지면필기체가선택되었다는뜻입니다. 명조

체가기본설정값입니다.

KSSM 모드

주의



‘‘페페이이지지축축소소‘‘단단추추

페이지축소모드는 HP DeskJet 프린터에서스프레드시트(예를 들어‘로터스’

의출력물)와같은폭이넓은출력물을인쇄할수있게합니다. 이모드는A4 용

지한페이지에4 배까지의정보를압축하여인쇄할수있습니다.

페이지축소모드가설정되면프린터는문자와전체인쇄물의크기를반으로압

축합니다.

예로, 큰 스프레드시트를가지고있으면페이지축소기능으로 A4 용지한페이

지에인쇄할수있습니다. A2 용지한페이지(또는A3 용지두페이지)의분량을

A4 용지한페이지에압축하여인쇄할수있습니다.

프린터사용 2-13



페이지축소기능을사용하려면프린터에서 KS/KSSM 모드를선택해야만합니

다. HP DeskJet 500 시리즈 마이크로소프트윈도우용프린터드라이버는페이

지축소기능을지원하지않습니다.

다음절차에따라페이지축소기능을사용할수있습니다.

1. 응용프로그램에서인쇄할부분을선택합니다.

2. ‘초기화’와‘청소‘단추를함께누릅니다. ‘준비’표시등이깜박거릴때까지계

속단추들을누르고있어야만합니다.

3. 문서를인쇄합니다.

4. 페이지축소기능을해제하려면‘초기화’단추를누릅니다.

PCL 모드에서는이기능을지원하지않는대신, 글씨체선택에서축소글씨체를

지원하므로, ‘글씨체’항목을참조하여사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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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숨겨겨진진단단추추들들

HP DeskJet 560K 프린터 키패드에서는, 전원스위치를 끄고 특정 단추를 누른

상태에서전원을넣으면일반적인단추사용과는다른기능을작동시킬수있습

니다. 그런 기능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 때 전원을 끄지 않아도,

‘초기화’단추를누른직후해당단추를누르면같은효과를얻을수있습니다.

프린터의모든설치를끝내고, 프린터가제대로작동되는지확인하기위해자체

검사결과를인쇄해봅니다.

다음과같은자체검사들을통하여프린터작동상태와잉크카트리지의상태를

검사할수있습니다.

컴퓨터가꺼져있으면프린터는아무작동도하지않습니다.

여기서 모드는 DIP스위치 뱅크 B 의 7 번 스위치에 의해 결정됩니다. 스위치가

아래로향할때는KS/KSSM 모드, 위로향할때는PCL 모드입니다.

자체검사인쇄를멈추려면‘초기화’단추를누릅니다.

각검사에서확인할수있는내용들과검사절차를자세히알려면1 장프린터설

치를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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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지바꿈’단추와‘글씨체’단추를같이누른상태에서전원을넣으면16 진수

덤프인쇄모드가됩니다. 이 모드에서는컴퓨터가보내는모든데이터가 16 진

수로출력되어, 프린터로나가는여러가지제어코드를포함한모든코드가인쇄

결과로확인할수있습니다. 

‘초기화’단추를누러면정상상태로돌아갑니다.

다음은16 진수덤프인쇄모드로출력한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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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프린린터터드드라라이이버버설설치치

응용프로그램에서문서를인쇄할때보통인쇄하기전에우선프린터드라이버

를설정해야할필요가있습니다. 응용프로그램들은여러가지프린터모델에대

해각각에적합한프린터드라이버(구동프로그램)를제공합니다. 올바른프린터

드라이버를선택한다는것은프린터가가진모든기능을사용할수있는데아주

중요한작업입니다. 프린터드라이버를잘못선택하면그프린터가가진기능중

일부밖에활용하지못하게됩니다. 

마마이이크크로로소소프프트트윈윈도도우우33..00  또또는는이이후후버버전전사사용용자자

프린터와같이제공되는HP DeskJet 500시리즈마이크로소프트윈도우용 프린

터 드라이버를 사용할 때 가장 좋은 인쇄 결과를 얻게 됩니다. 프린터 드라이버

설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용 프린터 드라이버 설치 설

명서를참조하십시오. 윈도우3.0 또는그이전버전사용자는윈도우3.1로갱신

하여야합니다.

DDOOSS  사사용용자자

응용프로그램이 HP DeskJet 560K 프린터용 드라이버를사용할 수 있는지 확

인하십시오. HP DeskJet 560K 프린터드라이버와그때지원되는내용을확인하

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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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프린린터터드드라라이이버버

워드프로세서나스프레드시트와같은소프트웨어에서프린터로인쇄할때는인

쇄할데이터뿐만아니라인쇄에필요한정보를프린터로보내줍니다. 이러한인

쇄환경정보를이용하여프린터를제어하는것이프린터드라이버입니다. 즉, 프

린터드라이버는프린터를제어하고글씨체칼라인쇄등과같은인쇄선택항목

을사용할수있도록하는제어파일입니다.

윈윈도도우우소소프프트트웨웨어어용용

윈도우소프트웨어에서 HP DeskJet 560K 프린터로인쇄할때, 가장좋은인쇄

품질을얻는방법은윈도우용프린터드라이버를설치하고, PCL 모드에서인쇄

하는것입니다.

프린터와 함께 제공되는 윈도우용 프린터 드라이버 디스켓을 사용하여 필요한

프린터드라이버를설치하십시오. 설치와그에따른인쇄환경의설정방법은마

이크로소프트윈도우용프린터드라이버설치설명서를참조하십시오.

DDOOSS  소소프프트트웨웨어어용용

사용할소프트웨어에서HP DeskJet 560K 또는HP DeskJet 560C 프린터용프

린터 드라이버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대부분의 DOS 소프트웨어에서는 PCL

모드의프린터드라이버가지원됩니다.

윈도우소프트웨어나DOS 소프트웨어에서인쇄할때필요한HP DeskJet 560K

프린터용프린터드라이버는다음에설명되는프린터드라이버선택을참조하십

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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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프린린터터드드라라이이버버선선택택

대부분의소프트웨어들은자체의프린터드라이버를사용하여다양한프린터를

지원할수있습니다. 소프트웨어에서HP DeskJet 560K 프린터를사용하여인쇄

하려면, HP DeskJet 560K 프린터용프린터드라이버를선택해야합니다. 프린

터드라이버를선택하는기준은지원돼는프린터제어코드입니다.

HP DeskJet 560K 프린터는세종류의프린터제어코드를지원합니다.

■휴렛팩커드의프린터들에사용되는PCL

■EPSON 프린터계열에서주로사용되는KSSM

■행정전산망용프린터에사용되는KS

이프린터제어코드의기능은비슷하지만호환성이없습니다. 따라서정확한인

쇄를위해서프린터의DIP 스위치에서설정한프린터제어모드와소프트웨어에

서선택한프린터의제어모드를일치시켜야합니다.  

HP DeskJet 560K 프린터에서지원되는프린터제어모드는DIP 스위치로선택

할수있을뿐아니라, 키패드에서‘초기화’단추와‘인쇄위치조정’단추를동시

에눌러도선택을바꿀수있습니다. 키패드조작과표시등의의미에대해서는앞

의절들을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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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L 모드

휴렛팩커드에서만든프린터제어코드인 PCL을사용합니다. 이프린터제어코

드는현재지원되는기능에따라레벨1에서5까지정의되어있습니다. HP Desk

Jet 560K 프린터는레벨3을사용합니다.

윈도우를비롯하여대부분의영문소프트웨어에서는PCL 모드를지원하고있으

며, 한글소프트웨어들도점차로이모드를지원하고있는추세입니다. 소프트웨

어에서프린터를설정하는메뉴에다음과같은프린터들이있으면, 이 소프트웨

에에서는PCL 모드가지원됩니다. 

■HP DeskJet Plus

■HP DeskJet Family

■HP DeskJet 500

■HP DeskJet 500C

■HP DeskJet 560C

■HP DeskJet 500K

■HP DeskJet 505K

■HP DeskJet 560K

사용하는소프트웨어에서PCL 모드를지원하면, KS/KSSM 모드보다는 PCL 모

드로인쇄하는것이보다좋은인쇄품질을얻을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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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할소프트웨어가PCL 모드를지원하면, 다음과같이 HP DeskJet 560K 프

린터를설정하고, 소프트웨어에서해당프린터드라이버를선택하십시오.

1. 프린터를끄십시오.

2.DIP 스위치B7을위로설정하십시오.

3. 프린터를켜십시오.

4. 소프트웨어의 프린터 설정 항목에서 HP DeskJet 560K 또는 HP DeskJet

560C 프린터를선택하십시오.

사용할소프트웨어에HP DeskJet  560K가없으면, HP DeskJet  500등앞에설

명된다른프린터드라이버를선택하십시오.

PCL 모드에서는한글이직접지원되지않으므로, 모듈 방식으로한글을인쇄할

수는없습니다. 이 모드를지원하는소프트웨어들은그래픽방식을이용하여한

글을인쇄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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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SS  모모드드

국가표준인KSC 5601에정의된행정전산망용문자코드및제어코드를사용

합니다. 이모드는워드프로세서를비롯하여행정전산망용소프트웨어들이지원

하고 있습니다. 사용하는 한글 소프트웨어에서 설정할 수 있는 프린터 중에 KS

Printer 또는KS mode란항목이있으면, KS 모드가지원됩니다.

사용할소프트웨어가행정전산망용이면다음과같이HP DeskJet 560K 프린터

를설정하고, 소프트웨어에서해당프린터드라이버를선택하십시오.

1. 프린터를끄십시오.

2. DIP 스위치A1을아래로, B7을아래로설정하십시오.

3. 프린터를켜십시오.

4. 소프트웨어의프린터설정항목에서KS Mode를선택하십시오.

KS모드를지원하는다른이름의프린터드라이버를선택해도좋습니다.

KS/KSSM 모드에서는한글문자코드도설정하여야합니다. 사용할소프트웨어

가지원하는한글코드에맞추어프린터의 DIP 스위치 A2를완성형(↓)이나조

합형(↑)으로조정하십시오.

KS/KSSM 그래픽 제어 코드는 180 DPI를 지원합니다. 여기에 HP DeskJet

560K 프린터는 300 DPI 그래픽지원확장명령들을추가로정의합니다. 따라서

HP DeskJet 560K 프린터에서는 KS/KSSM 모드에서 300 DPI 해상도로 칼라

및흑백그래픽인쇄를할수있습니다. 부록A 프린터제어코드에있는300 DPI

확장제어코드를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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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SSSSMM  모모드드

삼보컴퓨터에서기존의ESC/P 사양을기본으로정의한제어코드를따르며, 대

부분의도트프린터에서지원하는모드입니다. 소프트웨어에서프린터를설정하

는 메뉴에 다음과 같은 프린터들이 있으면, 이 소프트웨어에서는 KSSM모드가

지원됩니다.  

■EPSON 프린터계열(예: LQ-57H, LQ-1550H, LQ-2550H 등)

■LQ/KSSM

HP DeskJet 560K는 80-column 프린터입니다. 그러므로 136-column을인쇄

할수있게만들어진LQ-1550H나 LQ-2550H 등의프린터드라이버를선택하

면, 한줄에인쇄되는문자의수가제한되므로주의하십시오.

LQ-2550H 드라이버를선택한경우에칼라인쇄를하려면, HP DeskJet 유틸리

티를이용해야합니다.

사용할소프트웨어가KSSM 모드를지원하면다음과같이HP DeskJet 560K 프

린터를설정하고, 소프트웨어에서해당프린터드라이버를선택하십시오,

1. 프린터를끄십시오.

2. DIP 스위치A1을위로, B7을아래로설정하십시오.

3. 프린터를켜십시오.

4. 소프트웨어의프린터설정항목에서LQ/KSSM을선택하십시오.

KSSM 모드를지원하는다른이름이프린터드라이버를선택해도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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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영문문소소프프트트웨웨어어에에서서인인쇄쇄

영문소프트웨어를사용하여HP DeskJet 560K 프린터로인쇄하려면, 먼저해당

프린터제어모드를지원하는프린터드라이버를선택해야합니다.

KS/KSSM 모드와PCL 모드에서프린터드라이버선택이다르므로다음사항을

참조하십시오.

KKSS//KKSSSSMM  모모드드로로인인쇄쇄

HP DeskJet 560K 프린터가KS/KSSM 모드로설정되어있으며, 영문소프트웨

어에서제공하는프린터드라이버들즉HP DeskJet 500, HP DeskJet Plus, HP

DeskJet Family 등을 선택한 경우에도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인쇄되지 않습니

다. 이프린터드라이버들은HP의PCL을지원하지만, HP DeskJet 560K 프린터

KSSM 또는KS(행정전산망용) 모드로설정되어있기때문입니다.

PCL 모드를 선택하지 않고 영문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려면, HP DeskJet 560K

프린터의 DIP 스위치 B7을 아래로, A1을 위로 올려 KSSM 모드로 설정하십시

오. 또한 영문 소프트웨어에서 EPSON 24-핀 프린터 즉,LP 1550 또는 LQ

2550을선택하십시오. 

PPCCLL  모모드드로로인인쇄쇄

HP DeskJet 560K 프린터의DIP 스위치B7을위로올려PCL 모드로설정한경

우에는 HP DeskJet 500, HP DeskJet Plus, HP DeskJet 500C(칼라), HP

DeskJet 500C 또는HP DeskJet Family 프린터드라이버를선택하십시오.

영문소프트웨어에서인쇄할때에 PCL 모드로사용하면, 훨씬좋은인쇄품질로

인쇄할수있습니다.

사용하는소프트웨어에서 HP DeskJet 560C 드라이버가있으면그드라이버를

선택하십시오. HP DeskJet 560C 드라이버가없다면다음순서로선택하십시오.

HP DeskJet 500C →HP DeskJet 500 →HP DeskJet 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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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한글글소소프프트트웨웨어어에에서서인인쇄쇄

워드프로세서나스프레드시트등의한글소프트웨어에서 HP DeskJet 560K 프

린터를사용하는경우, 프린터의환경설정과각한글소프트웨어의환경설정이

필요합니다.

여기서는지원되는프린터제어모드별로한글소프트웨어를분류하여, 각 모드

에대한HP DeskJet 560K 프린터의환경설정방법을설명합니다.

소프트웨어에서도인쇄환경설정이필요합니다. 사용하는소프트웨어의설명서

를 참조하여 프린터의 환경 설정과 맞도록 조정하십시오. 특히, 프린터 제어 모

드, 한글코드및용지크기등에주의하십시오.

한한글글관관련련DDIIPP  스스위위치치

AA33: HP DeskJet 560K 프린터는DIP 스위치A3가아래로내려진상태, 즉한글

프린터로 설정되어 제공됩니다. (DIP 스위치 A3가 위로 올려지면, 한글이 인쇄

되지않는영문전용프린터가됩니다.)

AA22: 또한 한글 코드는기본적으로완성형코드를사용하도록 DIP 스위치 A2가

아래로설정되어있습니다. �글과같은소프트웨어에서특별히조합형한글코

드를인쇄하려면, DIP 스위치A2를위로올려사용할수있습니다. 

BB77과과AA11:: 프린터제어모드와관련된DIP 스위치는B7과A1입니다.

DIP 스위치 B7으로 KS/KSSM 모드와 PCL 모드를구분합니다. DIP 스위치 B7

이위로올려진경우는PCL 모드로설정된것이고, 내려진경우는KS/KSSM 모

드입니다.

DIP 스위치설정에대한자세한내용은DIP 스위치절을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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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SS//KKSSSSMM  모모드드지지원원

다음은HP DeskJet 560K 프린터로KS/KSSM 모드를사용하고자할때필요한

환경설정값들입니다. 이것들은우선DIP 스위치조정이필요합니다.

HP DeskJet 560K 프린터는키패드에서‘초기화’단추와‘인쇄위치조정’단추

를동시에눌러DIP 스위치에서설정한프린터제어코드모드를바로바꾸어줄

수있는기능이있습니다. 두단추를동시에눌러주기만하면다소번거로운DIP

스위치조작없이도마음대로모드변환을할수있습니다. 초기모드부터시작하

여다음과같은순서로순환하여바꿉니다.

KS 모드→KSSM 모드→PCL 모드→KS 모드

이모드설정은프린터를켜면 DIP 스위치로설정된값으로돌아갑니다. 따라서

가장많이쓰는모드로DIP 스위치를조정하여두는것이편리합니다. 공장출하

시의모드는KS 모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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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각모드를지원하는한글소프트웨어의보기입니다.

■KS 모드지원

□MY-글벗, 버전2. 0

□한글로터스쌈지1. 0

□하나, 버전2. 82F

(하나워드프로세서, 하나스프레드시트, 하나데이터베이스포함)

■KSSM 모드지원

□보석글V

□�글, 도트버전1. 51

■KS 모드와KSSM 모드지원

□MY-글벗플러스, 버전3. 0

□한글WORKS, 버전2. 1

□팔란티어-G, 버전1.0

□팔란티어워드프로세서, 버전1. 5

■PCL 모드지원

□한글, 버전2. 1

□MY-DTP PCL, 버전1. 5

□틀마름이, 버전1. 5

□사임당, 버전2. 1

□윈도우응용소프트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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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IIPP  스스위위치치

DIP 스위치는용지크기, 프린터모드, 한글코드등기본적이인쇄환경을설정

하는HP DeskJet 560K 프린터의중요장치입니다.

HP DeskJet 560K 프린터의DIP 스위치는프린터앞용지함아래에두개의뱅

크로이루어져있습니다. 다음그림을참조하십시오.

왼쪽이뱅크A, 오른쪽이뱅크B입니다.

각뱅크는여덟개의스위치가 1부터8까지의번호를갖고있습니다. DIP 스위치

는뱅크이름과스위치번호로구분합니다. 예를 들어, 왼쪽 뱅크의왼쪽에서둘

째스위치는A2이고, 오른쪽뱅크의왼쪽에서셋째스위치는B3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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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초기기설설정정밑밑조조정정

HP DeskJet 560K 프린터가 출하될 때 모든 스위치가아래로 설정되어 있습니

다. DIP 스위치 설정을 바꾸려면 펜이나 연필을 사용하여 원하는 위치(위 또는

아래)로설정하십시오. 인쇄중표시등이꺼져 있는동안에는언제든지바꿀수

있습니다.

PCL 모드나 KS/KSSM 모드로프린터제어모드를변환하는 B7을바꿀경우에

는반드시프린터를끄고설정하십시오. 즉, 프린터를끄고 DIP 스위치 B7을 위

또는아래로바꾼다음프린터를다시켜야합니다.

프린터제어를위한인쇄환경의설정은소프트웨어나키패드의설정값이우선

적용됩니다. 따라서DIP 스위치의설정과다르게프린터가작동할수있습니다.

프린터를 껐다가 다시 켜거나 키패드의‘초기화’단추를 누르면, 소프트웨어나

키패드이설정을지우고DIP 스위치의설정값으로돌아갑니다.

DIP 스위치는KS/KSSM 모드와PCL 모드에서각각다른기능을같습니다. DIP

스위치B7이아래로설정되어있으며(초기설정) KS/KSSM 모드에서사용되는

프린터기능을위한것이며, B7이위로올려진경우에는PCL 모드에서사용하기

위한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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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SS//KKSSSSMM  모모드드의의DDIIPP  스스위위치치

뱅크B의 7번 DIP 스위치가내려져있으면, KS/KSSM 모드입니다. 이것이출하

될때의기본설정값입니다. KS/KSSM 모드에서 DIP 스위치는다음과같이작

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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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한글글제제어어모모드드((AA11))

DIP 스위치B7으로KS/KSSM 모드가선택된다음, KS와KSSM 모드를구분하

는 DIP 스위치입니다. KS 모드(A1:↓)는 행정전산망용으로이기준에따른소

프트웨어에서지원됩니다. KSSM 모드(A1:↑)는삼보 KSSM 제어코드를지원

하는소프트웨어에서지원됩니다.

한한글글코코드드((AA22))

한글코드는KSC 5601 완성형(A2:↓)이나상용조합형(A2:↑)이지원됩니다.

전전용용선선택택((AA33))

한글을 인쇄할 경우에는 DIP 스위치 A3를 아래로 두십시오. 위로 올리면, 영문

전용프린터로인식합니다. 영문 전용모드에서는모든문자를 1바이트영문코

드로읽기때문에한글은읽을수없는글자로인쇄합니다.

다음은한글을인쇄한보기입니다. 영문전용으로설정(A3:↑)하고한글을인쇄

한것과, 한글프린터로설정(A3:↓)하고인쇄한것입니다.

영문소프트웨어를사용할경우에만영문전용프린터(A3:↑)를설정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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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자동동줄줄바바꿈꿈((AA44))

자동줄바꿈은한줄의데이터가끝나며, 자동적으로다음줄의첫째칸으로이

동하는것입니다. 자동줄바꿈이설정(A4:↑)되면, 첫째칸으로돌아가는CR 제

어에 대해 줄 이동 제어 LF가 추가 수행됩니다. 자동 줄 바꿈 모드가 해제(A4:

↓)되면, 칸이동제어CR만수행되어다음줄로넘어가지않습니다. 즉, 줄은이

동하지않고해당줄의첫째칸으로돌아갑니다. 이경우에는다음줄로이동시키

는제어데이터를받을때만다음줄로이동합니다.

고고속속인인쇄쇄((AA55))

고속인쇄를선택하면, 고품질모드로인쇄하는것보다인쇄품질은조금나빠지

지만인쇄속도가빨라지고, 잉크카트리지의수명이길어집니다.

DIP 스위치 A5로 고속 인쇄(A5:↑)나 고품질 인쇄(A5:↓)모드가 설정되어 있

을때, 키패드의고속인쇄키를누르면, DIP 스위치A5설정에따라, 다른영문글

씨체가인쇄됩니다.

전용선택이한글프린터(A3:↓)인경우에는고품질영문자가인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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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축소소인인쇄쇄((AA66))

영문전용프린터(A3:↑)로설정된경우에적용되는기능입니다.

축소인쇄(A6:↑)가선택되면, 축소글씨체가선택되어인쇄됩니다. 다음은축소

인쇄와정상인쇄의글씨체를비교하는보기입니다.

영영문문확확장장보보드드((AA77))

영문전용프린터(A3:↑)를설정된경우에적용되는기능입니다.

ASCⅡ의 확장 코드 부분에 확장그래픽 문자가 연결된문자 세트(A7:↓)를 선

택하거나이탤릭문자가연결된문자가연결된문자세트(A7:↑)를선택할수있

습니다. 코드표는부록B 문자세트를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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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줄간간격격((AA88))

인쇄되는 줄의 간격을설정합니다. 6 LPI(A8:↓)는 1인치에 6줄이 인쇄되고, 8

LPI(A8:↑)는8줄이인쇄됩니다.

다음은6 LPI와 8 LPI로인쇄한보기입니다.

제제어어모모드드((BB77))

프린터의 제어 모드를 KS/KSSM 모드(B7:↓)나 PCL 모드(B7:↑)로 구분합니

다. 이DIP  스위치에따라다른DIP 스위치들의작동이바꿉니다.

프린터의 제어 모드를 바꾸려면 프린터를 끄고, DIP 스위치를 올리거나 내려야

합니다. 프린터를다시켤때변경된제어모드로작동됩니다.

또는 키패드이‘초기화’단추와’인쇄위치조정’단추를동시에눌러도됩니다.

이경우는프린터를끌때원래모드로돌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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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줄초초과과데데이이터터((BB66))

한줄에인쇄할수있는글자수보다많은데이터가있을때이것을다음줄에인

쇄(B6:↓)하거나, 아니면무시하여인쇄하지않도록(B6:↑) 설정할수있습니다.

다음줄에이어서인쇄하는것이기본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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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용지지선선택택((BB22,,  BB33,,  BB44))

뱅크 B의 2, 3, 4번 세 개의 스위치를조합하여사용할용지의크기를설정합니

다. HP DeskJet 560K 프린터에서는A4크기를사용하는것이기본설정입니다.

다른크기의용지를사용하려면, 다음과같이세개의DIP 스위치를바꾸십시오.

인인쇄쇄시시작작위위치치((BB11))

윗 여백을 설정하여 인쇄 시작 위치를 알려줍니다. 19 mm(B1:↓)로 설정하면

Letter 크기에 59줄, A4크기에 63 줄을인쇄할수있고, 6.5mm로설정하면(B1:

↑) Letter 크기에62줄, A4 크기에66줄을인쇄할수있습니다.

워드프로세서등의소프트웨어로인쇄할문서를만들경우, 한페이지의줄수를

페이지길이에맞추어야합니다. 페이지길이는위, 아래 여백과본문의줄수를

합한것입니다.

페이지길이= 위여백+ 본문+ 아래여백

윗여백과아래여백을2 줄씩주고본문을Letter 크기인경우는55 줄, A4 크기

인경우는59 줄로만드는것이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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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CCLL  모모드드의의DDIIPP  스스위위치치

뱅크 B의 7번 스위치를위로올리며, PCL 모드로바꿉니다. PCL 모드에서 DIP

스위치는다음과같이작동합니다.

PCL 모드에서는한글이지원되지않습니다. �글등의 PCL 모드지원소프트웨

어는 그래픽 방식으로 한글을 인쇄합니다. 따라서 DIP 스위치를 조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영문소프트웨어에서인쇄할경우에만필요한기능을설정하십시오.

자동줄바꿈과제어모드는KS/KSSM 모드의설명을참조하십시오. 

프린터사용 2-37

주의



그그래래픽픽해해상상도도((AA33))

그래픽을좋은인쇄품질로인쇄하려면, 300 DPI(A3:↑)를 선택하십시오. 기본

적으로75 DPI(A3:↓)가설정되어있습니다.

기기본본문문자자세세트트설설정정((AA55,,  AA66,,  AA77,,  AA88))

뱅크A의 5, 6, 7, 8번 DIP 스위치네개의조합으로문자세트를선택합니다. 기

본문자세트를선택하기위한DIP 스위치설정값은다음과같습니다.

2-38 프린터사용



용용지지선선택택((BB22,,  BB33,,  BB44))

뱅크 B의 2, 3, 4번 DIP 스위치세개의조합으로사용할용지크기를설정합니

다. 수동으로공급하는표준크기이외의용지의경우에도실제용지크기에관계

없이, DIP 스위치에설정되어있는용지크기에따라인쇄영역이달라집니다.

페페이이지지길길이이와와윗윗여여백백((BB55,,  BB11))

페이지길이는 DIP 스위치 B5에의해 63줄(B5:↓)이나 66 줄(B5:↑)로설정됩

니다.

이 설정은 윗 여백을 조절하는 DIP 스위치 B1의 설정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Letter 크기의용지에60 줄보다많은데이터를인쇄하려면, 위여백을없음(B1:

↑)으로선택해야합니다. 위여백없이인쇄하며, 66 줄(B5:↑) 또는 63 줄(B5:

↓)을 인쇄할수있습니다. 윗 여백을 13mm(B1:↓)로 설정한경우에는 DIP 스

위치B5 설정에상관없이모두60 줄이인쇄되지만63 줄(B5:↓)로설정된경우

가좀더촘촘하게인쇄됩니다. 

A4 크기의 용지는 위 여백을 없음(B1:↑)으로 설정하면, 70 줄(B5:↑), 68 줄

(B5:↓)까지 인쇄됩니다. 윗 여백을 13mm(B1:↓)로 설정한 경우에는 64 줄

(B5:↓)이인쇄됩니다. 이경우, DIP 스위치B5를위로올리면두페이지로나누

어인쇄됨으로주의하십시오.

가로 방향으로인쇄할경우에는페이지길이를 66 줄로 설정할수없습니다. 또

한 윗 여백을 없음(B1:↑)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문자와 그래픽을 함께 인쇄할

때는페이지길이를63 줄(B5:↓)로설정하십시오.

프린터사용 2-39

주의



자자주주사사용용되되는는프프린린터터기기능능

다음포는자주상용되는HP  DeskJet 560K 프린터기능을제어방법에따라분

류한것입니다.

1. 이 기능의 지원 여부는 소프트웨어에따라 다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워드프로

세서가이기능을지원하고있습니다. 사용중인소프트웨어설명서를참조하십시

오.

2. 최신의일부소프트웨어패키지는이기능을지원합니다.

3. 괄호안의DIP 스위치는KS/KSSM 모드를기준으로한것입니다.

4. PCL 모드에서글씨체선택키를사용하여지원되는기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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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용지에관련하여필요한정보즉지원되는용지의종류와특징, 선택방법에대해

설명하고, 용지를넣고, 용지의종류에따라프린터를적절히준비시키는방법에

대해설명합니다.

용용지지사사용용

■용지선택

□일반용지선택

□다른종류의용지선택

□봉투선택

□용지보관

■용지공급

□A4, Letter 또는Legal 브기용지공급

□B5 용지공급

□봉투공급

■B5 용지와봉투꺼내기

■용지표시등

■지원되는용지크기

■인쇄영역용지사용



용용지지선선택택

용지 선택에 필요한 도움말을 참고하면 HP DeskJet 560K 프린터에서 최선의

성능을얻을수있습니다.

일일반반용용지지선선택택

HP DeskJet 560K 프린터는대부분의용지와잘작동하도록설계되었지만용지

의지질은인쇄품질과용지공급에크게영향을줍니다. 용지의특성은용지제

조회사에 따라다르며휴렛팩커드가권장하는용지에대해서만용지의품질에

대해서관리하고있습니다.

대개의경우고품질복사용지가가장좋은결과를나타냅니다. 공문서를인쇄할

때는면섬유가들어있는용지가가장좋습니다. 다음의도움말을참고하여용지

를선택하십시오.

■대량으로 구입하기전에 용지가적당한지검사합니다. (양쪽 면 모두 인쇄해봅

니다.)

■용지의밀도는60-135 g/㎡의범위가좋습니다. 칼라인화지, 공문서용지, 양식

용지등모두이범위의밀도를가진것이좋습니다.

■찢어지지않고, 잡티, 구김, 가장자리의접힘등이없는지확인합니다.

다다른른종종류류의의용용지지선선택택

칼라인쇄를할때다음표에있는용지를사용할것을권장합니다.

위의용지들은A4크기로사용할수있습니다.

3-2 용지사용



사사용용하하지지말말아아야야할할용용지지

용지공급과인쇄품질의문제를예방하려면다음과같은용지는사용하지않는

것이좋습니다.

■135 g/㎡이상이나60 g/㎡이하의용지

■추천하는종류이외의다른잉크젯용지

■오려내거나구멍이있는용지

■추천하는종류이외의다른투명필름

■여러장으로되어있는양식용지

■접착레이블

■거칠거나우들두들한용지

■손상되거나, 휘거나, 구겨진용지

■표준규격이상으로너무크거나너무작은크기의용지

용지사용 3-3



봉봉투투선선택택

몇가지봉투형태들은인쇄에보다적합한구조로되어있어서다른것들보다인

쇄가잘됩니다.

■대량으로구입하기전에봉투가적당한지검사합니다.

■밀도가75-90 g/㎡범위내에드는용지로만든봉투를선택합니다.

■폭이 105-124mm 범위내에드는봉투를사용할때가장좋은인쇄결과를얻

으실수있습니다.

■얇고잘접혀진고품질의봉투를사용합니다.

피피해해야야할할봉봉투투

다음의특성을갖는봉투를집어넣으면인쇄도중에프린터내부에걸리는등문

제를일으킬가능성이많으므로되도록사용하지않는것이좋습니다.

■밀도90g/㎡이상또는75g/㎡이하의종이로만든봉투

■가장자리가두껍거나흰봉투

■손상되거나, 구겨지거나, 휘거나, 모양이불규칙한봉투

■너무반짝이거나우들두둘한봉투

■실을거는고리나투명창이있는봉투

■펼쳐서종이백을만들게되어있는구조나반듯하게접히지않는주름이있는봉

투

용용지지보보관관

사용하기전까지는포장된상태로용지를보관합니다. 극한 온도와습도에서보

관하지않는것이깔끔한인쇄나원활한용지공급을위해필요합니다. 습도가높

을때는플라스틱재료로단단히싸서보관합니다.

3-4 용지사용



용용지지공공급급

HP DeskJet 569K 프린터에서용지는다음그림에있는방향으로진행합니다.

용지함에공급된용지또는봉투는아래쪽면이인쇄됩니다. 또한, 문구가인쇄되

어있는용지를사용할경우에는프린터안쪽에들어있는부분부터인쇄되는점

을고려하여야합니다. 위쪽을프린터안쪽에들어있는부분부터인쇄되는점을

고려하여야합니다. 위쪽을프린터안쪽으로향하고바로보인상태에서옆으로

뒤집어용지함에넣으면됩니다.

모든용지와봉투는인쇄될면이아래를향하도록프린터의용지함에넣어줍니

다. 원활한용지공급과선명한인쇄결과를얻기위해참고가될도움말을다음

과같이정리하였습니다.

■프린터용지함에는한번에한종류의용지를넣으시고용지가용지함에가지런

히되도록합니다.

■용지중에는인쇄면과배면(반대면)이서로다른것들이있습니다. 포장이나표

시를참고하여인쇄될면이반드시아래를향하도록하여용지함에넣습니다.

■용지를한꺼번에두께1cm 이상용지함에넣지않도록합니다.

■용지나오는곳이프린터에제대로끼워져있는지확인합니다.

용지사용 3-5

귀띔



AA44또또는는LLeeggaall  크크기기용용지지공공급급

1. 용지함덮개를엽니다.

2. 용지길이조정대를잡아당깁니다.

용지함에서용지를모두꺼냅니다.

3. 용지폭조정레버를용지크기대로조정합니다.

4. 양 1 cm 뒤께의용지를꺼내짧은끝쪽을가지런하게정리합니다.

5. 용지들을인쇄될면이아래로하여용지함에끝까지밀어넣습니다. 용지의오른

쪽끝을용지함의오른쪽끝에맞춥니다. (용지의오른쪽에서부터인쇄되기때문

입니다.)

3-6 용지사용



■일반용지는포장에있는화살표, 기호, 문구를보면어느면이인쇄될면인지

알수있습니다. 인쇄될면이아래를향하도록넣습니다.

■공문서용지는회사나기관의표장이나, 표시부분이아래와프린터안쪽을향

하도록넣습니다.

■LX Jet 시리즈투명필름은거친면이아래를향하고줄부분이프린터안쪽을

향하도록넣습니다.

■CX Jet 시리즈낱장용지는용지의오른쪽가장자리의화살표를찾아화살표

가있는면이위와프린터안쪽을향하도록넣습니다.

■LX Jet 시리즈광택용지는광택이있는면이아래로향하도록넣습니다.

6. 용지가휘지않게주의하며용지길이조정대를프린터쪽으로밀어넣습니다.

7. 용지함덮개를닫습니다.

용지사용 3-7

주



BB55  용용지지공공급급

1. 용지길이조정대를잡아당기고용지함에서용지를모두꺼냅니다.

2. 용지함덮개를엽니다.

3. 용지폭조정대를적당한용지크기로움직입니다.

4. 약 1 cm 두께의용지를꺼내끝쪽을가지런하게정리합니다.

5. 용지들은인쇄될면이아래로하여용지함에녹색봉투멈춤대를넘어끝까지밀

어넣습니다.

6. 용지의오른쪽끝을용지함의오른쪽끝에맞춥니다.

3-8 용지사용



7. 녹색의봉투멈춤대를올립니다.

8. 용지가휘지않게주의하며용지길이조정대를프린터쪽으로밀어넣습니다.

9. 용지함덮개를닫습니다.

용지사용 3-9



봉봉투투공공급급

봉투는20 장까지넣을수있습니다.

1. 용지길이조정대를잡아당기고, 용지함에서용지함에서용지를모두꺼냅니다.

2. 용지함덮개를엽니다.

3. 용지폭조정대를봉투크기대로조정합니다.

4. 최고20 장까지의봉투를꺼내끝쪽을가지런하게정리합니다.

3-10 용지사용



5. 봉투를주소적는면을아래로하여용지함에녹색봉투멈춤대를넘어끝까지밀

어넣습니다. 봉투의접힌부분을용지함의오른쪽끝에맞춥니다.

6. 녹색의봉투멈춤대를올립니다.

7. 봉투가휘지않게주의하며용지길이조정대를프린터쪽으로밀어넣습니다.

8. 용지함덮개를닫습니다.

9. 봉투에 인쇄할 때는 랜드스케이프 인쇄(수평 인쇄, 가로 방향 인쇄)를 선택해야

합니다. 윈도우에서 인쇄할 때는 인쇄 관리자에서봉투 인쇄만 선택하면 자동으

로랜드스케이프인쇄가설정됩니다.

PCL 모드에서는 랜드스케이프 인쇄를 선택하고 KS/KSSM 모드에서는 HP

DeskJet 유틸리티를사용해야합니다.

용지사용 3-11

주의



BB55  용용지지와와봉봉투투꺼꺼내내기기

1. 용지나오는곳을떼어낸다음, 용지나봉투를꺼냅니다.

2. 녹색의봉투멈춤대를집어넣고용지나오는곳을다시끼어넣습니다.

3-12 용지사용



용용지지표표시시등등

용지가다사용된경우, ‘준비’표시등이깜박거리고프린터는오프라인됩니다.

프린터가오프라인되었을때도인쇄될내용은기억되고있습니다. 용지함에용지

를넣고, 키패드의‘온라인’단추를누르면인쇄를계속합니다. 그러나, 프린터를

끄거나‘초기화’단추를누르면인쇄될내용이없어집니다.

용지선택과관련된DIP 스위치B2, B3, B4는공급하려는용지에맞추어설정되

어야합니다. 제 2 장의 DIP 스위치에서용지선택에관련된 DIP 스위치의설명

을참조하십시오.

용지사용 3-13

주의



지지원원되되는는용용지지크크기기

HP DeskJet 560K 프린터에서는 다음과 같은 크기의 낱장용지와 봉투를 사용

할수있습니다.

용지크기는DIP 스위치, 소프트웨어또는프린터제어코드에의해지정되며. 소

프트웨어에서지정된값이다른값들보다우선합니다.

표표준준용용지지함함사사용용

표준용지함에용지를넣고자동으로공급하여인쇄할수있는용지와봉투의크

기는다음과같습니다.

수수동동으으로로공공급급

한번에한장씩용지나봉투를공급할때, 사용할수있는용지나봉투의범위는

다음과같습니다.

■용지폭 : 100 mm - 241 mm

■용지길이 : 90 mm -356 mm

■두께 : 0.086 mm - 0.107 mm

3-14 용지사용

주의



인인쇄쇄영영역역

HP DeskJet 560K 프린터에서인쇄할때인쇄할수있는최대크기는실제용지

크기보다조금작습니다. 최소한다음영역에는인쇄할수없기때문입니다.

■윗여백 : 6.5 mm

■아래여백 : 12.7 mm

■왼쪽, 오른쪽여백 : 3. 175 mm

다음은HP DeskJet 560K 프린터의인쇄영역을나타내는그림입니다.

용지사용 3-15



소프트웨어에서위, 아래, 오른쪽, 왼쪽 여백을 설정하여인쇄할때설정된여백

과데이터가인쇄영역을벗어나지않도록주의하십시오.

3-16 용지사용

주의



44

잉크카트리지의보관및사용법, 잉크가떨어졌을때잉크카트리지의교환방법

등을설명합니다.

잉잉크크카카트트리리지지사사용용법법

■잉크카트리지사용

■잉크카트리지바꿔끼우기

■잉크카트리지정렬(인쇄위치조정)

■잉크카트리지에서마른잉크제거



잉잉크크카카트트리리지지사사용용

이프린터는두개의잉크카트리지를사용합니다. 검정및칼라잉크카트리지의

사용과관련된도움말을다음과같이정리합니다.

■사용하기전까지는잉크카트리지를상온에서밀봉된용기안에보관합니다.

■잉크카트리지를‘홈’위치(프린터의오른쪽)에두어잉크카트리지의잉크가

마르는것을방지합니다.

■ 인쇄가끝나기전에프린터를끄면잉크카트리지가‘홈’위치에서벗어나게

되므로인쇄가끝나기전에프린터를끄지않는것이좋습니다.

■잉크카트리지를다시설치하거나바꿔끼울때는언제나잉크카트리지정렬

검사를합니다. 이것으로검정및칼라잉크카트리지가정렬됩니다.

잉크카트리지의잉크가다없어지면빈잉크카트리지를바꾸어야합니다. 새잉

크카트리지가없으면바꿔끼울때까지는빈잉크카트리지를잉크카트리지꽂

이에그대로꽂아두십시오. 잉크카트리지를한개만끼어놓은채인쇄하면빈

잉크카트리지꽂이의접촉부분이더럽혀질수있습니다.

잉크 카트리지를한 개만 끼어놓은 채 인쇄하려면‘인쇄 품질’단추를누른 채

‘카트리지바꿈’단추를누르십시오.

잉크 카트리지의 잉크는 휴렛팩커드사가 정교하게 성분을 조합한 것으로 이 배

합성분에의해품질과여러프린터모델에서사용될수있는호환성이보장되는

것입니다. 잉크 카트리지의변형이나잉크카트리지에잉크를다시채워서사용

한 경우에 발생한 프린터와 잉크 카트리지의 손상은 휴렛팩커드가 책임지지 않

습니다.

4-2 잉크카트리지사용법

경고



잉잉크크카카트트리리지지바바꿔꿔끼끼우우기기

1. 프린터가켜져확인합니다.

2. 프린터의윗덮개를엽니다.

3. 키패드의‘카트리지바꿈’단추를누릅니다.

잉크카트리지꽂이가프린터왼쪽으로움직입니다.

4. 빈잉크카트리지의윗부분을잡고잉크카트리지의윗부분을사용자쪽으로톡

빠질때까지잡아당깁니다.

잉크카트리지사용법 4-3



5. 잉크카트리지꽂이에서빈잉크카트리지를빼어냅니다.

새잉크카트리지나빈잉크카트리지는어린이의손이닿지않는곳에보관해야

합니다.

6. 잉크카트리지용기를엽니다. 잉크카트리지의녹색윗부분을잡고용기에서꺼

냅니다.

7. 잉크카트리지의잉크노즐을덮고있는테이프를살며시뗍니다. 잉크카트리지

에는한개이상의테이프가있을수있습니다. 잉크노즐이나구리부분은만지지

않도록주의합니다.

4-4 잉크카트리지사용법

주의



8. 잉크카트리지의녹색화살표가카트리지꽂이위의점들을가리키게하여빈잉

크카트리지꽂이에집어넣습니다.

9. 녹색화살표를점이있는방향으로하여딸깍소리가날때까지밀어넣습니다.

잉크카트리지사용법 4-5



10. 키패드의‘카트리지바꿈’단추를누릅니다.

잉크카트리지꽂이가홈위치로돌아갑니다.

11. 프린터의윗덮개를덮습니다.

12. 인쇄 위치가 정확하게 조정되도록 잉크 카트리지 정렬 검사를 합니다. 다음 절

잉크카트리지정렬에있는절차에따릅니다.

4-6 잉크카트리지사용법



잉잉크크카카트트리리지지정정렬렬((인인쇄쇄위위치치조조정정))

잉크카트리지를다시설치하거나바꿔끼울때는언제나‘인쇄위치조정’단추

를눌러검정및칼라잉크카트리지의정렬을검사해야합니다.

1. 프린터가켜져있고‘준비‘표시등에불이들어왔는지확인합니다.

2. 프린터키패드의‘인쇄위치노정’단추를누릅니다. 번호가매겨진패턴이프린

터 단추그림과함께인쇄됩니다. 단추는각각에해당되는인쇄위치조정패턴의

번호가매겨집니다.

잉크카트리지사용법 4-7



3. 조정이가장잘되패턴을고르고해당하는키패드이단추를누릅니다. 또 하나의

번호가매겨진패턴이프린터단추그림과함께인쇄됩니다.

4-8 잉크카트리지사용법



4. 조정이가장잘된패턴을고르고해당하는키패드의단추를누릅니다. 인쇄위치

토정작업이끝나면사각형과십자가패턴이인쇄됩니다.

잉크카트리지사용법 4-9



잉잉크크카카트트리리지지에에서서마마른른잉잉크크제제거거

잉크카트리지가 공기중에 오랫동안 노출되면 잉크 카트리지의 노즐에 마른 잉

크층이형성됩니다. 프린터에잉크카트리지를설치하기전에마른잉크를이크

카트리지의노즐에서제거하십시오.

1. 잉크카트리지의녹색카트리지의윗부분을잡습니다. 

2. 잉크카트리지의노즐이폐기함을향하도록 폐기함 위에서잉크카트리지를잡

습니다.

3. 마른 잉크가폐기함으로덜어지도록딱딱한카드끝등을사용하여마른잉크를

제거합니다. 이때노즐에손상을주지않도록세심하게주의해야합니다.

4. 마른잉크가제거되면, 잉크카트리지를다시설치합니다.

5. ‘청소‘단추를누르면, 잉크카트리지노즐을청소할수있습니다.

6. 청소한잉크카트리지를사용하여인쇄합니다.

인쇄품질을검사하십시오. 잉크 카트리지가너무오래노출되었다면인쇄품질

이개선되지않으므로교체합니다.

잉크카트리지는항상프린터의홈위치에보관하고, 칼라와검정잉크카트리지

를교체하여사용할경우는보관용기에보관하십시오. 잉크 카트리지가공기중

에노출되면잉크가증발하여인쇄품질이떨어지는원인이될수있습니다.

잉크가손이나옷을더럽힐수있습니다.

4-10 잉크카트리지사용법

경고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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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할때발생하는여러문제점에대한해결방법과키패드의오류표시등의의

미를설명합니다.

문문제제해해결결방방안안

■프린터가작동하지않을때

■프린터표시등이깜박일때

■인쇄문제점

□문서인쇄문제점

□인쇄품질문제점

■용지문제점

■용지걸림

■잉크카트리지문제점

■프린터정비

■도움이더필요하면



프프린린터터가가작작동동하하지지않않을을때때

용지를넣었는데도프린터가작동하지않을때는다음내용에따라문제를해결

합니다.

5-2 문제해결방안



문제해결방안 5-3



프프린린터터표표시시등등이이깜깜박박일일때때

몇가지프린터오류는키패드의표시등을켜거나다른방식으로깜박이게합니

다

5-4 문제해결방안



인인쇄쇄문문제제점점

이절은문서인쇄상문제점과인쇄품질상문제점에대한해결책을제공합니다.

문문서서인인쇄쇄문문제제점점

문서가원하던대로인쇄되지않을때다음내용에따라해결합니다.

문제해결방안 5-5



인인쇄쇄품품질질문문제제점점

몇가지인쇄품질상문제점은사용하는용지또는잉크카트리지의문제로생깁

니다. 흐리게인쇄되거나색이바래서인쇄되는것등다른문제점들은응용프로

그램에서설정을바꿔야합니다.

5-6 문제해결방안



문제해결방안 5-7



용용지지문문제제점점

5-8 문제해결방안



문제해결방안 5-9



5-10 문제해결방안



용용지지걸걸림림

1. 프린터를끕니다.

2. 프린터윗덮개를열고용지나오는곳을떼어냅니다.

3. 걸린용지를프린터에서빼냅니다.

걸린용지가찢어졌으면모든조각들을빼냅니다.

작은용지조각들이남아있으면용지투입이기울어지게되거나다시 다른용

지걸림의원인이되는등문제를일으킵니다.

4. 구겨지거나찢어진용지는용지함에서꺼냅니다. 용지걸림으로용지가기울어지

면용지를다시넣습니다.

5. 용지나오는곳을다시끼어넣고프린터윗덮개를 닫습니다.

6. 프린터를켭니다.

표시등이계속깜박이면결린용지를프린터에서완전히꺼냈는지확인합니다.

문제해결방안 5-11



잉잉크크카카트트리리지지문문제제점점

인쇄품질에문제가있으면, 규격외의용지를사용한것이아닌지확인합니다. 규

격품이라하더라도인쇄면과배면(반대면)이구분되어있는용지가있습니다. 용

지포장지에있는화살표같은표식을참조하여인쇄면이아닌곳에인쇄된것이

아닌지확인합니다.

다음절차에따라잉크카트리지의문제점을해결합니다.

1. 잉크카트리지를꺼내고다시설치합니다.

2. 프린터자체검사를해인쇄품질을측정합니다. ‘카트리지바꿈’단추를눌러잉

크카트리지청소가이뤄지게하는동작을몇번반복하면인쇄품질이개선됩니

다. 인쇄품질이나아지면잉크카트리지정렬검사를한후인쇄를계속합니다.

칼칼라라잉잉크크카카트트리리지지청청소소

칼라잉크카트리지를다시설치했는데도인쇄품질이나아지지않으면칼라잉

크카트리지를청소합니다.

1. 우선용지함에A4 크기의용지가들어있는지확인합니다.

2. 프린터키패드의‘청소‘단추를누릅니다. 칼라인쇄패턴이인쇄됩니다. 필요없

이잉크카트리지를청소하지않는것이좋습니다. 잉크카트리지수명이줄어듭

니다. 인쇄품질이나아지지않으면청소작업을반복하거나잉크카트리지를바

꿉니다.

5-12 문제해결방안



인인쇄쇄품품질질이이나나아아지지지지않않으으면면다다음음과과같같이이합합니니다다..

1. 잉크 카트리지를꺼내고기포고무나이소프로필알콜을적신부드러운천으

로잉크카트리지와꽂이의접촉부분을살살닦습니다.

잉크노즐은만지지않는것이좋습니다. 잉크카트리지에손상이갑니다.

2. 잉크카트리지를다시설치하고잉크카트리지자체검사를합니다. 인쇄품질

이나아지지않으면잉크카트리지를바꿉니다.

3. 문서를인쇄합니다. 인쇄품질이나아지면잉크카트리지정렬검사를한후인

쇄를계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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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프린린터터정정비비

HP DeskJet 560K 프린터는 최상의 작업 상태를 유지하는데정비가 거의 필요

없습니다.

■물을적신부드러운천으로프린터외부의먼지, 때, 얼룩등을닦아냅니다.

■프린터의내부는청소할필요가없습니다. 프린터내부에는액체를가까이하지

않는것이좋습니다.

■사용하기전까지는잉크카트리지를상온에서밀봉된용기안에보관합니다.

■잉크카트리지는항상잉크카트리지꽂이에둡니다.

■인쇄가끝나기전에는프린터를끄지않는것이놓습니다. 잉크카트리지의잉크

가마를수있습니다. 

■잉크카트리지를한개만끼어놓은채인쇄하지않는것이놓습니다. 빈잉크카

트리지꽂이의접촉부분을더럽힐수있습니다. 한잉크카트리지의잉크가없어

도새것으로바꾸기전까지는카트리지꽂이에빈잉크카트리지를놓아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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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움움이이더더필필요요하하면면

이장의내용은일반적인문제점의해결책을제시합니다. 프린터가제대로작동하

지않고이장의내용으로해결되지않으면삼성휴렛팩커드고객지원센터로연

락하십시오. 7 장고객지원을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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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이장에서는 HP DeskJet 560K 프린터의 제품 사양과인터페이스에 대한 기술

정보를제공합니다. 또한프린터사용과관련된참고정보를설명합니다. 여기에

는글씨체, 문자세트및프린터제어코드의도움말이포함됩니다. 

기기술술정정보보

■제품사양

■인터페이스

■글씨체도움말

■문자세트활용방안

■프린터제어코드사용방법



제제품품사사양양

인인쇄쇄방방식식

보통 용지 드롭 디맨드 열전사 잉크젯(Drop-on-Demand Thermal

InkJet) 인쇄

인인쇄쇄모모드드

■ 양방향(문자)

■ 당방향(그래픽)

인인쇄쇄속속도도

■ 한글모드(6.67 CPI)

□고품질인쇄모드: 110 CPS

□고속인쇄모드: 160 CPS

영영문문모모드드((1100  CCPPII))

□고품질인쇄모드: 165 CPS

□고속인쇄모드: 240 CPS

칼칼라라인인쇄쇄속속도도

■ 마이크로소프트윈도우에서인쇄할때페이지당3~7분

■ DOS에서의인쇄는문서의종류, 응용프로그램의종류, 시스템구성에 따

라다릅니다.

한한글글비비트트맵맵패패턴턴

40 ×40 (가로×세로)

사사용용자자다다운운로로드드기기능능문문자자((코코드드범범위위))

■ 한글: 94 문자(FEA1+FEFEH)

■ 영문: 106 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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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인쇄쇄해해상상도도

최대600 × 300 DPI

그그래래픽픽해해상상도도((DDPPII))

■ KS/KSSM: 60, 80, 90, 120, 180, 240, 360  

■ PCL: 75, 100, 150, 300

프프린린터터제제어어코코드드

■ KS 모드

■ KSSM 모드

■ PCL 모드

KKSS//KKSSSSMM  모모드드내내부부글글씨씨체체

■ 한글모드: 명조체, 고딕체, 샘물체, 필기체

■ 영문모드: 로만체

PPCCLL  모모드드내내부부글글씨씨체체

■ Courier

■ CG Times

■ Letter Gothic

표표준준인인쇄쇄문문자자크크기기

■ 2-바이트코드문자:

■ 9.6 포인트, 6.67 CPI, 고정피치

■ 1-바이트코드문자:

■ 9.6 포인트, 10 CPI, 12 CPI, 15 CPI의고정피치및비례피치

문문자자세세트트

■ 2-바이트문자세트: 한글문자세트, KSC-5601(1987)

■ 1-바이트문자세트: 국제문자세트, 확장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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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용지지크크기기

■ A4 (210 × 297mm)

■ Letter/A(216 × 279mm. 8.5 × 11인치)

■ Legal (203 × 356mm. 8.5 × 14인치)

■ B5 (182 × 257mm)

■ Executive (7.25 × 10.5인치)

■ NO. 10 (4.125 × 9.5인치)

■ DL (220 × 110mm)

■ A4/A 투명필름

수수동동공공급급용용지지크크기기

■ 폭: 110mm - 241mm

■ 길이: 90mm - 356mm

용용지지의의두두께께

0.086mm - 0.107mm

인인터터페페이이스스

센트로닉스병렬

용용지지공공급급방방식식

■ 내장된낱장용지공급기(최대100매)

■ 내장된봉투공급기(최대20매)

버버퍼퍼크크기기

16KB 수신버퍼

전전원원

■ 전전원원모모듈듈: 입력전압(전원모듈에따라결정)

220(+10%, -10%)

주주파파수수
220 VAC/60Hz(+/-3Hz)

220 VAC, 60Hz에서의소비전력

□ 인쇄하지않을때: 최대8 W

□ 인쇄중일때: 25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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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환경경조조건건

■ 작동온도범위:  5℃- 40℃

■ 최고의인쇄품질을얻기위한작동온도: 15℃(59℉) -35℃(95℉)

■ 보관온도: -40℃(-40℉) - 60℃(140℉)

■ 습도: 10-80%, 비압축

■ ISO 9296에 의한 음향 레벨: 음압(音壓) 레벨 LPA(거리 1m에서

dB(A))

외외형형크크기기

■ 폭 : 443 mm (17. 5 인치)

■ 높이: 206 mm (8. 2 인치)

■ 깊이: 389 mm (15. 3 인치)

■ 중량: 6. 6 Kg (14. 51b)

신신뢰뢰성성및및예예상상수수명명

■ 수명60,000 페이지. MTBF 20,000 시간

■ 전원 수명 시간 2000 시간 및 연간 12,000 페이지 인쇄, 월간 1,000페

이지, 칼라인쇄시월간160 페이지

■ 평균1일20 - 25페이지, 최대1일50 페이지

제제품품보보증증

■ 형식승인:  1종전기용품

■ EMI 보증:

전원모듈이있는프린터:

EMI(B)-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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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인터터페페이이스스

HP DeskJet 560K 프린터는 표준 데이터 통신 인터페이스인 센트로닉스 병렬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컴퓨터에 연결됩니다. 여기에서는 센트로닉스 인터페이

스에대한핀할당, 프로토콜, 신호사양에대하여설명합니다.

병병렬렬인인터터페페이이스스

병렬 인터페이스는 보통 컴퓨터나 프린터에서의 설정 명령 또는 특수한 구성이

필요없습니다.

프린터의병렬인터페이스커넥터는두개의부속와이어고정클립이부착된표

준36-핀암페놀타입의커텍터입니다.

핀핀의의할할당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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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프린린터터의의타타이이밍밍다다이이어어그그램램

아래의타이밍다이어그램은 1 데이타바이트를컴퓨터에전송할때의데이타와

핸드쉐이크라인을보여줍니다. DATA 0부터DATA 7과Strobe 라인은온라인

컴퓨터에의해조작됩니다.

Acknlg 라인은프린터에의해가동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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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문자자세세트트

HP DeskJet 560K 프린터는다음과같은문자세트를지원합니다.

■ KS/KSSM 문자세트

□1 바이트문자세트(KS)

영문모드 : 8비트로마문자부호1,2

한글모드 : 7비트로마문자부호

□1 바이트문자세트(KSSM)

확장그래픽문자세트

이탤릭문자세트

□2 바이트문자세트

완성형한글, 한자및특수문자세트

조합형한글, 한자및특수문자세트

■ PCL 문자세트

□7 비트문자세트(128)

ISO 표준정의문자세트

□8 비트문제세트(256)

ASCⅡ표준과확장문자세트

각문자세트에대한코드표는부록B, 문자세트를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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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문자자세세트트선선택택

한한글글및및한한자자문문자자세세트트

KS/KSSM 모드에서한글이나한자를인쇄할경우에는2 바이트문제세트인환

성형이나조합형을선택할수있습니다.

이것은한글커드를위한 DIP 스위치 A2를조정하면됩니다. A2를아래로내리

면완성형문자세트가선택되고, A2를 위로올리면조합형문자세트가선택됩

니다. 사용하려는소프트웨어가지원하는문자세트에따라DIP 스위치A2를조

정하고인쇄하면, 바른인쇄결과를얻을수있습니다.

영영문문문문자자세세트트

1 바이트 문자 세트는 영문 인쇄를 위한 것입니다. KS 모드에서는 프린터 제어

코드를직접입력하여확장그래픽문자세트Ⅰ이나Ⅱ를선택합니다. 사용되는

프린터제어코드는다음과같습니다.

Esc 6    확장그래픽문자세트Ⅰ

Esc 7    확장그래픽문자세트Ⅱ

KSSM 모드에서는 DIP 스위치 A7을조정하여확장그래픽이나이탤릭문자세

트중에서선택할수있습니다. A7을아래로내리면확장그래픽문자세트가선

택되고, A7을올리면이탤릭문자세트가선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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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CCLL  영영문문문문자자세세트트

PCL 모드로 영문을 인쇄할 때는 보다 다양한 문자 세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PCL 모드로설정된경우, DIP 스위치A5, A6, A7, A8의조합으로선택할수있

습니다. 제 2 장의DIP 스위치설명을참조하십시오.

PCL 제어코드에서다음과같은형식의문자세트선택제어코드를사용하여이

들을선택할수도있습니다.

Esc  ( 문자세트 ID

기본적으로문자세트 ID가‘10U’인문자세트가선택되어있습니다.

ASCⅡ 문자 세트로 영문을 인쇄할 수 있지만, 프랑스어나, 독일어 등의 특수한

영문자를인쇄하려면, 프랑스어(ISO 6P, 문자세트 ID는‘1F’)를선택하거나, 독

일어(ISO 21, 문자세트 ID는‘1G’)를선택해야합니다.

보보기기

Esc  (  1F    프랑스어문자세트

Esc  (  1G    독일어문자세트

이러한용도로다른문자를인쇄할때PCL 모드에서제공되는다양한문자세트

를사용하십시오.

문자세트선택을위한프린터제어코드보기에있는빈칸을읽기쉽게하기위

한것입니다. 실제로사용할때는빈칸없이입력하십시오.

기술정보 6-11

주의



IISSOO  문문자자세세트트대대조조표표

ISO 문자 세트는다음에표시되어있는위치에있는문자를제외하고는 ASCⅡ

문자세트와같은문자들로구성되어있습니다. 이 표를사용하여 ANSI ASCⅡ

문자세트에있는문자와다른 ISO 문자값을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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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글씨씨체체도도움움말말

이절은HP DeskJET 560K 프린터의내부글씨체를설명하기위하여사용될용

어들을설명합니다. 이미전문용어들에익숙해져있다면, 이절을생략하여도좋

습니다.

서서체체

같은모양이나골격을가진문자나기호집합. 예를들면, 명조체, 고딕체등

문문자자스스타타일일

같은서체의문자모양을다양하게하기위하여굵기와음영같은여러가지특성

을추가할수있는데이러한특성을문자스타일이라고합니다.

한글과같은워드프로세서로문서를작성할때, HP DeskJet 560K 프린터가지

원하는대부분의문자스타일을사용할수있습니다. 그러나소프트웨어자체에

서제공하는프린터드라이버의제한사항때문에어떤문자스타일들은사용될

수없습니다.

소프트웨어 패키지는 다운로드 할 수 있는 다양한 문자 스타일들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HP DeskJet 560K 프린터는몇가지제한사항을제외하고는소프트웨

어는다운로드한글씨체를수용하고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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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글씨씨체체

여러가지서체, 문자스타일로된문자와기포집합. 예를들면, 로만체 10 포인

트, 명조9.6 포인트등

문문자자간간격격

문자간격은문자와문자사이의수평간격을말합니다. 한글과같은2 바이트정

방형문자에서는항상문자간격이일정합니다.

반면에, 영문자는고정또는비례문자간격으로선택할수있습니다. 예를들어,

비례모드의로만체를인쇄하며, “W”의폭이“Ⅰ”보다넓게인쇄됩니다. 비례모

드의인쇄에서는프린터가자동으로문자간격을실제문자폭에따라조절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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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문자자크크기기

문자의크기는그문자의높이(포인트)와 폭(피치 또는인치당문자수, CPI)에

이하여결정됩니다. 1인치는72 포인트입니다.

10 피치글씨체는포인트크기에의해측정됩니다. 비례모드에서는문자마다폭

이다르기때문에폭은고정문자간격글씨체에서만측정단위로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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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문자자비비트트맵맵패패턴턴

문자 비트맵 패턴은 문자를 구성하는 도트의 수로 표현합니다. HP DeskJet

560K 프린터의인쇄물해상도는300 DPI입니다. 이프린터에는인쇄품질과관

련하여 두 가지 인쇄 모드가 있습니다. 고품질 인쇄 모드로 인쇄된 문자는 고속

모드로인쇄된문자보다진합니다. 고속모드로인쇄하면인쇄속도가빠르고, 잉

크카트리지의수명이길어집니다.

인인쇄쇄품품질질

인쇄된문자의해상도를말하는것으로, 인쇄 품질은인치당도트수(DPI)로 측

정됩니다. HP DeskJet 560K 프린터의인쇄물해상도는300DPI입니다. 이프린

터에는인쇄품질과관련하여두가지인쇄모드가있습니다. 고품질인쇄모드로

인쇄된문자는고속모드로인쇄된문자보다진합니다. 고속모드로인쇄하면인

쇄속도가빠르고, 잉크카트리지의수명이길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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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문자자세세트트

언어또는그래픽이나수학기호등의모든요소들로이루어진문자와기호의집

합입니다.

새로작성된데이터는컴퓨터와소프트웨어에따라1 바이트또는2 바이트코드

형식으로저장되게됩니다. 1 바이트는 8 비트로, 기본통신단위입니다. 영문자

와기호는 1 바이트코드로표현되나, 한글과같은아시안문자는특수성때문에

2 바이트로표현됩니다. 한글소프트웨어에서작업하는경우, 작성되는데이터는

2 바이트형식입니다.

영문자, 숫자및특수기호로구성되는알파뉴메릭문자는ASCⅡ문자세트에서

는 1 바이트코드로, KS C 5601 문자세트에서는 2 바이트코드로표현될수있

습니다.

예를 들어, “A”는 ASCⅡ 문자 세트 코드 표에서는 십진수“65”또는 16진수

“41”로 표현되지만, 2 바이트 KS C 5601 문자 세트 코드표에서는 16진수

“A3C1”으로표현됩니다.

십진수와 16진수는다른기수로표현되는수로 16진수는컴퓨터프로그램에주

로사용됩니다.

각문자와기호에대한코드는부록B 문자세트를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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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프린린터터제제어어코코드드

프린터는프린터제어코드에의해제어됩니다. 소프트웨어의메뉴항목으로인

쇄선택항목을선택하면, 프린터드라이버가이선택에따라프린터제어코드를

만들어줍니다. 대부분의소프트웨어는메뉴형식으로필요한기능들을제공하여

프린터제어코드를사용자가직접사용하지않고도원하는기능으로인쇄할수

있도록해줍니다.

메뉴형식으로제공되지않는기능을이용하려하거나, 프린터제어보드에익숙

한경우에는사용자가직접프린터를제어하는프린터제어코드를만들어줄수

있습니다.

스프레드시트나 문서 편집기 등에서는 작성하는 파일에 사용자가 직접 프린터

제어코드를입력할수있습니다. 이때는사용하는소프트웨어의설명서를참조

하여지원되는프린터제어코드와입력방법을따라야합니다.

프린터제어코드를사용할때는다음사항들을주의하십시오.

■ DIP 스위치B7, A1을사용하려는프린터제어코드와같은프린터모드로설정

하십시오.  

■ 프린터제어코드는부록A, 프린터제어코드를참조하여정확히입력해야합

니다.

□제어코드사이에는빈칸을넣지마십시오. 빈칸도제어코드의일부로인식

되어잘못된인쇄결과를만듭니다.

□대, 소문자를구분하여입력하십시오.

□영문자1과숫자1 영문자O와숫자0을구분하여입력하십시오.

■ 프린터제어보드로프린터의작동을바꾸면그기능을해제할때까지계속유

지됩니다. 예를들어굵은글씨체인쇄를선택하면, 그것을 해제하는제어코드

를받을때까지모든인쇄를굵은글씨체로합니다.

■ 프린터를껐다가켜거나키패드의‘초기화’단추를누르면프린터의 DIP 스위

치설정값으로돌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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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읽읽는는방방법법

프린터제어모드별제어코드표는부록A를참조하십시오.

■ 1 바이트제어

■ 프린터기능제어

■ 1 바이트문자글씨체제어

■ 2 바이트문자글씨체제어

■ 1 바이트및2 바이트문자글씨체제어

■ 비트맵, 이미지, 그래픽제어

보기

제제어어코코드드: 매개변수가 있으며(n) 이탤릭체로 표시합니다. 이 매개변수 값을 범

위를설명란에서알려줍니다.

1100진진및및1166진진코코드드: 제어코드를10진과16진코드로바꾼것입니다. 매개변수는

표시되지않습니다.

설설명명: 제어코드의기능을요약설명합니다. 매개변수가있는경우는값의범위나

특정값의의미를알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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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프린린터터제제어어보보드드프프로로그그램램보보기기

다음은프린터제어모드별프린터제어코드의사용방법을보여주는프로그램

입니다.

KKSS  모모드드

다음은KS 모드에서기본적인문자속성과줄간격을설정하는간단한보기입니

다. DIP 스위치A1(↓: KS 모드), A2(↓: 완성형코드), B7(↓: KS/KSSM 모드)

의설정상태를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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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프로그램을실행한인쇄결과는다음과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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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SSSSMM  모모드드

다음은KSSM 모드에서문자크기설정과180 DPI 그래픽을실행하는기본적인

프로그램입니다. DIP 스위치 A1(↑: KSSM 모드), A2(↓: 완성형), B7(↓:

KS/KSSM 모드)의설정상태를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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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프로그램을실행한인쇄결과는다음과같습니다.

기술정보 6-23



PPCCLL  모모드드

래래스스터터그그래래픽픽칼칼라라인인쇄쇄

그래픽명령을사용하여 75 DPI의 해상도로화살표모양을칼라로인쇄하는프

로그램입니다. DIP 스위치B7(↑: PCL 모드)을확인하고, 칼라잉크카트리지를

설치하십시오.

래스터그래픽은비트이미지로데이터를보냅니다. 다음그림에있는화살표모

양을바이트별로구분하여10진수로변환한데이터를만들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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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6-26 페이지의이지데이터를프린터로보내는프로그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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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그림은이보기프로그램의인쇄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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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CCLL  내내부부글글씨씨체체선선택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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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그림은이보기프로그램의인쇄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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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이장에서는주문정보와제품보증에대한정보를제공합니다.

고고객객지지원원

■ 주문정보

■ 제품보증



주주문문정정보보

소소모모품품및및부부속속품품 HHPP  부부품품번번호호

잉크카트리지(검정잉크) 15608A

잉크카트리지(대용량검정잉크) 51626A

잉크카트리지(칼라잉크) 51625A

CX Jet Series 낱장용지(Letter) 51630Y

CX Jet Series 낱장용지(A4) 51630Z

LX Jet Series 투명용지(Letter) 51636F

LX Jet Series 투명용지(A4) 51636G

LX Jet Series 광택용지(Letter) 51636H

LX Jet Series 광택용지(A4) 51636J

특수용지종합(Setter) 51643A

특수용지종합(A4) 51643B

전전원원모모듈듈

한국, 220 VAC/60Hz 9100-5050

인인터터페페이이스스

36-pin male ~ 25-pin male HP24542D

참참고고문문헌헌

사용설명서(User’s Manual) C2627-90021

사용설명서키트(User’s Manual Kit) C2627-60050

Technical Reference Guide C2121-90101

마이크로소프트윈도우용 C2627-90023

프린터드라이버설치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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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품품보보증증서서((WWAARRRRAANNTTYY  CCAARRDD))

다다음음과과같같이이보보증증합합니니다다..

1. 본 제품은휴렛팩커드의엄정한품질관리및검사과정을거펴서만든것입니다. 제품수리및교환에

대한보상기준은경제기획원고시‘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따릅니다.

2. 사용자의정상적인사용상태에서고장이발생하였을경우, 삼성휴렛팩커드서비스센터에서보증기간

동안무상으로수리해드립니다.

3. 보증기간인경우에도이보증서에설명된유상서비스안내에해당되면, 수리비용을받습니다.

4. 수리할때는꼭이보증서를보여주십시오.

5. 이보증서는재발행하지않으므로소중히보관하십시오.



*보증코드에대한보증기간및서비스받을수있는곳은다음과같습니다.

서서비비스스를를받받는는요요령령

■ 삼성휴렛팩커드에연락하기전에사용설명서를다시한번확인하여주십시오.

■ 사용설명서로해결되지않으면삼성휴렛팩커드의고객지원센터로전화하여주십시오.

■ 고객지원센터 : TEL : 769-0600

무무상상서서비비스스안안내내

■ 구입한날로부터무상보증기간내에제품자체에이상이있을경우, 이보증서를보여주시면, 무상

으로수리해드립니다.

유유상상서서비비스스안안내내

■ 다음에해당하는고장수리에대해서는수리비용(부품비+수리비등)을받습니다.

· 무상에보증기간에지났을때

· 사용자의취급부주의

· 삼성휴렛팩커드의서비스센터또는공인대리점이아닌곳에서 수리하여고장났을때

· 전기용량이틀릴때

· 이동또는낙하등에의한고장이나손상

· 천재지변(화재, 염해. 가스해, 수해, 기타)

· 부품자체의수명이다한경우

■ 서비스문의처

· PC 및주변기기하드웨어서비스센터 :TEL : 769-0687~9



AA

프프린린터터제제어어코코드드



A-2 프린터제어코드

KKSSSSMM  제제어어코코드드



프린터제어코드 A-3



A-4 프린터제어코드



프린터제어코드 A-5



A-6 프린터제어코드



프린터제어코드 A-7



A-8 프린터제어코드



프린터제어코드 A-9



A-10 프린터제어코드



프린터제어코드 A-11



A-12 프린터제어코드



프린터제어코드 A-13



A-14 프린터제어코드



프린터제어코드 A-15

KKSS  제제어어코코드드



A-16 프린터제어코드



프린터제어코드 A-17



A-18 프린터제어코드



프린터제어코드 A-19



A-20 프린터제어코드

330000  DDPPII  확확장장제제어어코코드드



프린터제어코드 A-21



A-22 프린터제어코드



프린터제어코드 A-23



A-24 프린터제어코드

PPCCLL  모모드드프프린린터터제제어어코코드드

11  바바이이트트제제어어

이 제어 코드는 프린터 기능을 초기화하는 문자입니다. 예를 들어 CR, LF 등의

기능을정하는것등입니다. 제어코드는제어(CTRL) 키를누른채로한문자를

누름으로써 만들어집니다. BASIC에서는 제어 코드를 CHR$(n)으로 표현합니

다.(n=0~32). 예를들어,              +  은CHR$(14)로표현합니다.CTRL



프프린린터터제제어어코코드드((EEssccaappee열열))

HP DeskJet 560K 프린터는 HP PCL 레벨 3의프린터제어코드를지원합니다

ESC 제어코드를여기서는Ec로표기합니다.

프린터제어코드 A-25



A-26 프린터제어코드



프린터제어코드 A-27



A-28 프린터제어코드



프린터제어코드 A-29



A-30 프린터제어코드



프린터제어코드 A-31



A-32 프린터제어코드



BB

이장에서는문자세트의코드표를소개합니다.

문문자자세세트트

■ KS 모드

□1 바이트문자세트

□2 바이트문자세트

■ KSSM 모드

□1 바이트문자세트

□2 바이트문자세트

■ PCL 모드

□8 비트문자세트

□7 비트문자세트



B-2 문자세트

KKSS  모모드드문문자자세세트트

11--바바이이트트문문자자세세트트

한한글글모모드드에에서서의의77  비비트트로로마마문문자자부부호호



문자세트 B-3

영영문문모모드드에에서서의의88비비트트로로마마문문자자부부호호11



B-4 문자세트

영영문문모모드드에에서서의의88비비트트로로마마문문자자부부호호22



22  바바이이트트문문자자세세트트

완완성성형형한한글글,,  한한자자및및특특수수문문자자세세트트

문자세트 B-5







B-6 문자세트

완완성성형형한한글글,,  한한자자및및특특수수문문자자세세트트







문자세트 B-7

완완성성형형한한글글,,  한한자자및및특특수수문문자자세세트트







B-8 문자세트

완완성성형형한한글글,,  한한자자및및특특수수문문자자세세트트







문자세트 B-9

KKSSSSMM  모모드드문문자자세세트트

11--바바이이트트문문자자세세트트

확확장장문문자자세세트트



B-10 문자세트

이이탤탤릭릭문문자자세세트트



문자세트 B-11

22--바바이이트트문문자자세세트트

조조합합형형한한글글문문자자세세트트



B-12 문자세트

한글2-바이트코드는다음과같이구성됩니다.



문자세트 B-13

조조합합형형한한자자및및특특수수문문자자세세트트



B-14 문자세트



문자세트 B-15



B-14 문자세트

조조합합형형한한자자및및특특수수문문자자세세트트



문자세트 B-15



B-16 문자세트



문자세트 B-15

PPCCLL  모모드드문문자자세세트트

이절에서는DeskJet 560K 프린터가 PCL 모드로설정되어있을경우에프린터

에서사용할수있는문자세트들을보여줍니다. 또한ASCⅡ에대한10진수, 16

진수값을나타내는표와, ASCⅡ코드와다른 ISO 문자세튿ㄹ의코드대조표가

있습니다. MS 윈도우문자세트와HP Legal 및 8 비트문자세트들의코드표도

제공됩니다.

문자세트에는다음과같이두종류가있습니다.

■ 128 문자세트, 7 비트문자세트

이문자세트는문자바이트의일곱개비트만으로한문자를지정할수있기때

문에 7 비트 문자 세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문자 세트는 국제 표준화 조직인

ISO가정한표준정의에따르고있습니다.

7 비트문자세트에는다음과같은종류가있습니다.

영국영어(ISO  4)

독일어(ISO 21)

프랑스어(ISO 69)

이탈리아어(ISO 15)

노르웨이어1 (ISO 60)

노르웨이어2 (ISO 61)

스웨덴식이름(ISO 11)

■ 236 문자세트, 8 비트문자세트

문자바이트의여덟번째비트가사용되어256 문자모두를나타낼수있습니다.

이문자세트의처음128 문자는ASCⅡ에표준화되어있습니다.

8 비트문자세트에는다음과같은종류가있습니다.

PC-8

HP 로만어8

PC-8 덴마크어/노르웨이어

PC-850

ECMA-94 라틴어1



B-16 문자세트

88--비비트트문문자자세세트트

PPCC--88  문문자자세세트트



문자세트 B-17

HHPP  로로만만어어88  문문자자세세트트



B-18 문자세트

PPCC--88  덴덴마마크크어어//노노르르웨웨이이어어문문자자세세트트



문자세트 B-19

PPCC--885500  문문자자세세트트



B-20 문자세트

EECCMMAA--9944  라라틴틴어어11  문문자자세세트트



문자세트 B-21

IISSOO  문문자자세세트트대대조조표표

ISO 문자 세트는아래에표시되어있는위치에있는문자를제외하고는 ASCⅡ

문자세트와같은문자들로구성되어있습니다. 이표를사용하여ANSⅠASCⅡ

문자세트에있는문자와다른 ISO 문자값을참조하십시오.



B-22 문자세트

77--비비트트문문자자세세트트

HHPP  LLeeggaall  문문자자세세트트



문자세트 B-23

MMSS  윈윈도도우우기기호호세세트트
이문자세트는마이크로소프트윈도우를위한 HP DeskJet Series v2.1 프린터

드라이버를통하여사용됩니다.



B-24 문자세트

AASSCCIIII  1100진진1166진진변변환환표표

다음표는HP 로만어8 문자세트의각문자에대한 10진값과 16진값을나타냅

니다. 프린터명령을10진또는16진값으로바꿀때참조하십시오.



문자세트 B-25

AASSCCIIII  1100진진1166진진변변환환표표((계계속속))





용어-1

용용어어

1166진진수수

기수 16으로표현되는숫자(0-9, A-F),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자주 사용되면‘hex’로 표시합니

다.

AASSCCIIII  문문자자

영문자, 숫자, 특수 문자, 제어 코드 등으로 구성

된1-바이트문자세트.

CCPPII

인치 당 문자 수, 또는 피치, 가로 1 인치내에 인

쇄되는문자의수를말합니다. 예를들어, 10 피치

는1 인치당10 문자를인쇄합니다.

다름표현 : Characters Per Inch

CCPPSS

초당인쇄할수있는문자수로 1 초당 줄바꿈없

이인쇄되는문자의수를말합니다. 인쇄속도측

정하는데사용됩니다.

DDIIPP  스스위위치치

사용자가 인쇄 기능을 변경할 수 있도록 만들어

진 스위치입니다. DeskJet 500K에는 두 개의

DIP 스위치뱅크가있으면가DIP 스위치에는여

덟개의스위치가있습니다. 스위치를위또는아

래로바꾸어인쇄기능을바꿀수있습니다.

DDPPII

인치당 도트 수로 1 인치 내에 인쇄되는 도트의

수를 말합니다. DPI는 해상도의 측정 단위로 사

용됩니다.

EESSCC//PP

EPSON Standard Code for Printer의약자. 프린

터에 대한 EPSON 표준 코드를 말합니다. 이 코

드를이용하여다양하게인쇄할수있습니다.

KKSS  문문자자

한국표준규격에의해정의되는문자와기호세

트. 라틴 문자. 기호, 한글, 한자를포함하여공업

진흥청에서제어하였습니다.

가가로로방방향향인인쇄쇄

문자들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90도 회전하여 왼

쪽에서 오른쪽으로 인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

쇄방향이용지의긴쪽을가로지르게됩니다. 풍

경화와 같은 모양이라 하여 랜드스케이프 인쇄

(Landscape Printing) 라고도합니다.

간간격격

각각 인쇄된 문자간 간격을 말합니다. 모든 글씨

체는고정또는비례간격을가집니다.



용어-2

고고정정간간격격

문자사이에같은간격을가집니다. 한글, 한자등

은고정간격입니다.

다른표현 : 고정피치, Fixed Pitch Spacing

구구성성

프린터가 설정 값을 변경하는 과정으로, 프린터

가 컴퓨터와 적절하게 통신하도록 합니다. 하드

웨어 구성은시위치설정값을변경함으로써, 소

프트웨어 구성은 새로운 데이터 또는 설정 문자

열을입력함으로써변경될수있습니다.

다른표현 : Configuration

글글씨씨체체

같은 문자 스타일과 서체를 같은 문자와 기호의

집합. (“문자 스타일”참조.) 글씨체는 프린터의

내부 글씨체 또는 외부 카트리지에 저장된 글씨

체를사용할수있습니다.

다른표현 : 글꼴, Font

참고 : 문자스타일, 서체

글글씨씨체체굵굵기기

글씨체의굵기또는흐리거나짙은인쇄밀도

글글씨씨체체다다운운로로딩딩

컴퓨터의하드디스크나플로피디스켓에저장된

글씨체를프린터의메모리로전송하는것을말합

니다. 전송된 글씨체는 프린터의 전원이 꺼지거

나하드웨어에의해리셋될때까지프린터에남

아있게됩니다.

내내부부글글씨씨체체

프린터가만들어질때, 프린터내에들어있는글

씨체로내장글씨체라고도합니다.

다른표현 : 내장 글씨체, Built-in Font,

Embedded Font

데데이이터터통통신신

컴퓨터와프린터사이의정보교환

도도트트매매트트릭릭스스프프린린터터

가장보편적으로사용되는프린터가운데하나입

니다. 인쇄할때에인쇄헤드가용지를치게되므

로여러겹의용지를동시에인쇄할수있습니다.

그러나인쇄할때소음이많습니다.

다른표현 : Dot-Matrix Printer, SIDM

Printer(Serial Impact Dot-Matrix Printer)

문문자자

문자는인쇄할수있는숫자, 기호, 한글, 한자, 영

문자등을말합니다.

다른표현 : 글자, Character

문문자자세세트트

한글씨체내에모든문자를표현한고유의집합.

다른표현 : 글자, Character Set

문문자자스스타타일일

같은모양, 굵기, 경사로표현되는문자와기호의

특성

다른표현 : 글자, Character Set



용어-3

문문자자크크기기

문자 크기는 문자의 높이와 폭에 의해 정해집니

다. 문자높이는포인트에의하여정해지고, 문자

폭은 피치나 CPI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한글 모

드에서 표준 문자 크기는 9.6 포인트, 즉 6.67

CPI이며가로두배확대, 세로두배확대, 가로세

로두배확대, 1/2 축소, 1/4 축소 크기가제공됩

니다.

다른표현 : Character Size, Font Size

바바이이트트

8 비트로구성되는통신의기본단위입니다.

한글은 2-바이트 형식으로 표현되고, ASCII 문

자는1-바이트형식으로표현됩니다.

버버퍼퍼

컴퓨터나 프린터 기억 장치의 일부분으로 입력

또는출력데이타가처리될때까지보관됩니다.

다른표현 : Buffer

비비례례문문자자간간격격

비례문자 모드에서 각 문자의 폭은 다양합니다.

예를들어, “W”폭은“I”보다넓습니다.

다른표현 : Proportional Spacing

비비트트

2진수로 표현되며 1(on) 또는 0(off)의 전기적

상태를 나타내고 컴퓨터는 주변기기에서 사용되

는디지털정보의가장작은단위입니다.

다른표현 : bit

서서체체

문자의인쇄디자인. 예를들어, 한글에는명조체,

고딕체등이있습니다.

다른표현 : Typeface

세세로로방방향향인인쇄쇄

문자들이 용지의 짧은 쪽을 가로 질러 인쇄되는

것을 말합니다. 인물화나 초상화와 같다고 해서

포트레이트인쇄(Portrait Printing)라고합니다.

다른표현 : 수직출력, 포트레이트인쇄, Portrait

Printing

센센트트로로닉닉스스병병렬렬인인터터페페이이스스

센트로닉스병렬인터페이스는프린터와다른주

변기기들을 컴퓨터에 연결시키는 표준 인터페이

스입니다. 병렬 인터페이스는 한번에 1-바이트

의데이터를전송합니다.

다른표현 : Centronics parallel interface



오오프프라라인인((OOffff  LLiinnee))

프린터의온라인표시등이꺼져있을때를말합니
다. 프린터가 오프라인되면 인쇄가 되지 않습니
다.

다른표현 : off Line

온온라라인인((OOnn  LLiinnee))

프린터가 온라인일 때, 프린터는 컴퓨터로부터
데이터를받습니다.

다른표현 : on Line

인인쇄쇄시시작작위위치치

인쇄가 시작되는 페이지의 행으로 위 여백 다음
의처음행을말합니다.

인인쇄쇄캐캐리리지지

프린터 내의 움직이는 장치로 잉크 카트리지 꽂
이를지탱하여주고, 날라줍니다.

잉잉크크젯젯프프린린터터

새 기법으로 만들어진 프린터로 고 해상도의 인

쇄 품질을 제공하며, 소음이 적도록 설계되었습

니다. 인쇄할때에잉크카트리지안에있는잉크

가용지에뿜어나오면서인쇄가됩니다. 인쇄헤

드가용지에닿지않습니다.

다른표현 : InkJet Printer

잉잉크크카카트트리리지지

인쇄에사용되는잉크를보관합니다.

다른 표현 : 인쇄 카트리지, 잉크통, Print
cartridge

초초기기설설정정

공장에서초기의DIP 스위치의값을설정하는것

을 말합니다. 사용장가 임의로 DIP 스위치를 설

정할수있습니다. 프린터 키패드나프린터제어

코드에의하여해당값이설정되면DIP 스위치에

의하여설정된값이무시됩니다.
다른표현 : Initial Setting

포포인인트트((PPooiinntt))  크크기기

글씨체의 높이로써, 문자 크기를 측정하는 단위
입니다. 1 인치는72포인트입니다.

다른표현 : Point

프프린린터터제제어어코코드드

다양한인쇄기능을제공하기위한코드. 예를들
어, 후렛팩커드의 PCL과 EPSON의 ESC/P는 프
린터제어코드입니다.

다른표현 : 프린터구동기, 프린터구동프로그램,
Printer Driver

프프린린터터드드라라이이버버

소프트웨어패키지에서프린터의기능을사용하
기위하여제공되는파일.

다른표현 : Printer Control Code

피피치치

가로1인치내에인쇄되는문자의수.

지를명확히표현하는데사용되는단위입니다.

다른표현 : Pitch

해해상상도도

인치당도트수(DPI)로표현되며, 이미가얼마나
명확히 표현될 수 있는가를 나타낼 때 사용되는
단위입니다.

다른표현 : Resolution

용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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