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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작하기
이 설명서는 장치 사용 방법과 인쇄 문제 해결에 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합니
다.
• 제품에 한 기타 리소스 찾기
• 장애인을 위한 옵션
• 장치 부품 이해
• 여행 시 정보

제품에 한 기타 리소스 찾기
다음 리소스에서 본 설명서에 포함되지 않은 제품 정보 및 추가 문제 해결 리소
스를 얻을 수 있습니다.

리소스 설명 위치

Readme 파일 및 릴리스 노트 최신 정보와 문제 해결 팁을 제
공합니다.

Starter CD에 포함

도구 상자(Microsoft®

Windows®)
잉크 카트리지 상태 정보와 유
지보수 서비스에 한 액세스
를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도구 상자
(Windows)를 참조하십시오.

일반적으로 장치 소프트웨어
와 함께 설치됩니다.

HP 프린터 유틸리티(Mac OS) 인쇄 설정 구성, 프린터 보정,
잉크 카트리지 청소, 자가 진
단 페이지 인쇄, 온라인으로 소
모품 주문 및 웹 사이트에서 지
원 정보를 찾을 수 있는 도구
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P 프린터 유
틸리티(Mac OS)를 참조하십
시오.

일반적으로 장치 소프트웨어
와 함께 설치됩니다.

PDA용 도구 상자 소프트웨어
(Pocket PC 및 Palm OS)

프린터에 한 상태 및 유지보
수 정보를 제공합니다. 잉크량
과 배터리 잔량을 보거나 잉크
카트리지를 정렬하고 장치 표
시등을 이해하며 무선 인쇄를
위해 802.11 및 Bluetooth 무
선 설정을 구성할 수도 있습니
다.

자세한 내용은 PDA용 도구 상
자 소프트웨어(Pocket PC 및
Palm OS)를 참조하십시오.

제어판 작동에 한 상태, 오류 및 경
고 정보를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어판 표시등
참조를 참조하십시오.

로그 및 보고서 발생한 이벤트에 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장치 모니터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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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소스 설명 위치

자가 진단 페이지 • 장치 정보:
◦ 제품 이름

◦ 모델 번호

◦ 일련 번호

◦ 펌웨어 버전 번호

• 설치된 부속품(예: 양면 인
쇄 장치)

• 용지함 및 부속품에서 인
쇄된 페이지 수

• 소모품 상태 인쇄

자세한 내용은 프린터 정보 페
이지 이해를 참조하십시오.

HP 웹 사이트 최신 프린터 소프트웨어, 제품
및 지원 정보를 제공합니다.

www.hp.com/support
www.hp.com

HP 전화 지원 HP에 연락하는 방법에 한
정보를 표시합니다. 보증 기간
중에는 지원 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P 전화 지원
이용를 참조하십시오.

HP 사진 및 이미지 소프트웨
어 도움말

소프트웨어 사용에 한 정보
를 제공합니다.

 

HP Solution Center(Windows) 장치 설정을 변경하고 소모품
을 주문하고 화면 도움말을 시
작하고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설치된 장치에 따라 HP
Solution Center는 HP 사진과
이미지 소프트웨어 및 팩스 설
치 마법사 같은 추가 기능을 제
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HP
Solution Center(Windows) 사
용을 참조하십시오.

일반적으로 장치 소프트웨어
와 함께 설치됩니다.

장애인을 위한 옵션
이 장치에는 장애가 있는 사용자를 위한 다양한 편의 기능이 있습니다.

시각 장애
시각 장애가 있거나 시력이 매우 낮은 사용자도 운영 체제의 장애인을 위한 옵
션과 기능을 통해 장치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화면 판독기, 브라유
점자 판독기, 음성을 문자로 변환하는 응용 프로그램 등과 같은 많이 사용되는
보조 기술도 지원합니다. 색맹이 있는 사용자를 위해 소프트웨어 및 제어판에
사용된 컬러 버튼과 탭에는 해당 의미를 나타내는 간단한 텍스트 또는 아이콘
레이블이 있습니다.

이동 장애
이동 장애가 있는 사용자를 위해 장치 소프트웨어 기능을 키보드 명령으로 실
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이 소프트웨어는 고정키, 토글키, 필터키 및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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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우스키와 같은 Windows 장애인을 위한 옵션을 지원합니다. 장치 덮개, 버튼,
용지함 및 용지 조정 는 팔힘이 약하거나 팔뻗기가 제한된 사용자도 조작할
수 있습니다.

지원

이 제품의 장애인을 위한 옵션 및 장애인의 편리한 이용을 위한 HP의 노력에 
한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HP 웹 사이트 www.hp.com/accessibility를 방문하십
시오.

Mac OS의 장애인을 위한 옵션에 한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Apple 웹 사이트
www.apple.com/accessibility를 방문하십시오.

장치 부품 이해
• 정면도

• 뒷면 및 옆면
• 제어판

• 바닥면

정면도

1 입력 용지함 확장 (일부 국가/지역 모델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슬라이드를 위로 밀면
리갈 크기의 인쇄 용지를 넣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용지 공급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를 방지합니다.

2 입력 용지함 - 용지를 넣는 곳입니다. 프린터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용지를 제거하고 용지
함을 닫습니다.

제 1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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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폭이 넓은 용지 조정  - 레터, 리갈 및 A4 용지를 이 조정 에 닿게 넣습니다.

4 용지 너비 조정  - 다양한 용지 크기에 맞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폭이 좁은 용지를 사용할
때는 오른쪽으로 밉니다. 이렇게 하면 폭이 좁은 용지 조정 가 자동으로 왼쪽으로 이동하
여 용지가 인쇄 여백에 맞게 정렬됩니다.

5 폭이 좁은 용지 조정  - 용지 너비 조정 를 오른쪽으로 밀면 폭이 좁은 용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이 조정 가 왼쪽으로 이동합니다.

6 잉크 카트리지 래치 - 이 래치를 들어올리면 잉크 카트리지를 쉽게 제거하고 끼울 수 있습
니다.

7 잉크 카트리지 소켓 - 잉크 카트리지를 끼우는 곳입니다.

8 앞면 덮개 - 잉크 카트리지에 접근하여 용지 걸림을 제거할 때 사용합니다. 인쇄를 시작하
려면 이 덮개를 닫아야 합니다.

9 출력 슬롯 - 이곳을 통해 용지가 프린터에서 나옵니다.

10 출력 도어 - 프린터가 켜지면 자동으로 출력 도어가 내려갑니다. 그러면 프린터에서 용지
를 뺄 수 있습니다.

뒷면 및 옆면

1 배터리 접촉부 - 선택 사양 배터리를 사용해서 전원을 공급할 때 배터리가 닿는 부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HP 소모품 및 부속품을 참조하십시오.

2 배터리 덮개 - 선택 사양 배터리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배터리 접촉부를 보호합니다.

3 배터리 슬롯 - 여기에 배터리를 설치합니다.

4 PictBridge/USB 호스트 포트 - 디지털 카메라, USB 플래시 드라이브, 802.11 장치, USB 장
치와 같은 PictBridge 장치를 연결합니다.

5 USB 포트 - 여기에 USB 케이블을 연결합니다.

6 무선 프로파일 스위치 - 최  세 개의 802.11 컴퓨터 또는 네트워크의 설정을 저장합니다.
이 스위치를 사용하면 프린터를 집에서 사무실로 또는 세 개의 무선 네트워크 환경들 간에
쉽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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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전원 커넥터 - 여기에 전원 코드를 연결합니다.

8 보안 잠금 슬롯 - 여기에 보안 잠금 장치를 연결합니다.

9 SD, MMC 슬롯 - 여기에 디지털 이미지 인쇄를 위한 MMC(Multimedia Card)나 SD(Secure
Digital) 카드를 꽂습니다.

10 USB 슬롯 - 여기에 802.11 또는 Bluetooth 무선 USB 부속품을 꽂습니다.

제어판

1  (취소 버튼) - 현재 인쇄 작업을 취소합니다. 작업을 취소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은 인
쇄 작업의 크기에 따라 다릅니다. 인쇄 기열에 있는 작업을 취소하려면 이 버튼을 한
번만 누릅니다.

2  (재시작 버튼) - 기 중이거나 인쇄 용지 추가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중단된 인
쇄 작업을 다시 시작합니다.

3 재시작 표시등 - 인쇄 작업이 기 중일 때 노란색 표시등이 켜지고, 용지 교체 또는 사
용자가 직접 조작해야 하는 경우 표시등이 깜박거리거나 켜집니다.

4 배터리 충전 표시등 - 배터리가 충전 중일 때 초록색입니다.

5 왼쪽 잉크 카트리지 표시등 - 왼쪽 잉크 카트리지가 없거나 제 로 작동하지 않을 때 깜
박거립니다. 잉크가 부족하거나 비어 있으면 켜진 상태로 유지됩니다.

6 오른쪽 잉크 카트리지 표시등 - 오른쪽 잉크 카트리지가 없거나 제 로 작동하지 않을
때 깜박거립니다. 잉크가 부족하거나 비어 있으면 켜진 상태로 유지됩니다.

7  (전원 버튼) - 프린터를 켜거나 끕니다.

8 전원 표시등 - AC 어댑터 또는 배터리 잔량이 41 - 100%인 배터리를 사용하여 프린터
를 켜면 녹색으로 켜집니다. 배터리에 의한 전원 공급 시, 배터리 잔량이 10 - 40%일 경
우 노란색이고 10% 미만일 경우 적색입니다. 인쇄 중일 때는 깜박거립니다.

제 1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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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면

1 카드 홀더 - 네임 카드나 명함을 끼우는 곳입니다.

2 교체 가능한 잉크 서비스 모듈 덮개 - 이 덮개를 열면 잉크 서비스 모듈에 접근할 수 있습니
다. (잉크 서비스 모듈 교체 참조.)

여행 시 정보
프린터를 가지고 여행할 경우 아래의 정보를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여분의 검정색 잉크 카트리지나 포토 잉크 카트리지를 가지고 가는 경우, 다
음 지침을 따르십시오. 일부 사용한 검정색 잉크 카트리지, 또는 일부 사용
하거나 전혀 사용하지 않은 포토 잉크 카트리지의 경우 잉크가 새지 않도록
여행용 홀더(인쇄 소모품 보관 참조)에 넣어 운반하십시오. 새로 개봉한 검
정색 잉크 카트리지의 경우 비행기 내부와 같이 고도가 높은 곳에서는 잉크
가 약간 샐 수도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려면 목적지에 도착한 후 새로운 카
트리지를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는 원래 포장지
의 테이프를 뜯지 마십시오.

• 프린터는 휴 용 케이스에 넣어 운반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P 소
모품 및 부속품을 참조하십시오. 운반용 케이스에는 노트북과 프린터의 보
관함이 따로 있습니다. 노트북과 프린터를 따로 운반할 때에는 보관함을 분
리할 수도 있습니다.

•  (전원 버튼)을 사용하여 프린터를 끄십시오. 이렇게 하면 잉크 카트리지
가 원래 위치인 프린터의 왼쪽으로 다시 고정됩니다.

경고 프린터 손상을 방지하려면 모든 표시등이 완전히 꺼진 후에 배터
리나 전원 코드를 빼야 합니다. 모든 표시등이 완전히 꺼지는 데는 약 16
초가 걸립니다.

• 장치 케이블 및 전원 어댑터를 프린터에서 제거하십시오. 입력 용지함 확장
를 아래로 밀어 넣은 후 입력 용지함을 닫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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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국가/지역으로 여행하는 경우 해당 지역에서 필요한 플러그 어댑터를
준비하십시오.

• 다른 국가/지역을 여행하는 도중 잉크 카트리지를 구입해야 하는 경우 온라
인 도움말 "HP 모바일 프린터와 함께 떠나는 여행"에서 해당 지역의 카트리
지 호환 정보를 확인하십시오. 이 도움말은 도구 상자(Windows), HP프린터
유틸리티(Mac OS) 또는 PDA용 도구 상자 소프트웨어(Pocket PC 및 Palm
OS)에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 프린터와 함께 제공된 전원 어댑터만 사용하십시오. 다른 변압기 또는 변환
기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전원 어댑터는 100 – 240V, 50 – 60Hz의 AC 전원
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프린터를 1개월 이상 사용하지 않을 경우 배터리를 제거해 두십시오.
• 인화지를 가지고 다닐 때는 휘지 않도록 평평하게 관리하십시오. 인쇄하기
전에 인화지를 잘 펴야 합니다. 인화지 모서리가 10 mm(3/8 인치) 이상 휘
면 적당한 보관용 가방에 넣어서 인화지가 펴질 때까지 탁자 가장자리에 가
방을 굴려 주십시오.

제 1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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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속품 설치
이 장에서는 특정 장치 모델에 포함되어 있는 배터리 및 무선 프린터 부속품과
같은 선택 사양 부속품에 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부속품을 주문하려면 인쇄
소모품 온라인 주문을 참조하십시오.

이 단원에서는 다음 항목을 다룹니다.
• 배터리 설치 및 사용
• 802.11 및 Bluetooth 부속품 설치 및 사용

배터리 설치 및 사용
HP Officejet H470b 및 HP Officejet H470wbt 프린터에는 리튬-이온 재충전용
배터리가 함께 제공됩니다. 이 배터리는 선택 사양 부속품으로도 주문할 수 있
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P 소모품 및 부속품을 참조하십시오.

이 단원에서는 다음 항목을 다룹니다.
• 배터리 안전
• 배터리 이해
• 배터리 충전 및 사용

배터리 안전
• 해당 프린터에 맞게 설계된 배터리만 사용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HP
소모품 및 부속품, 장치 사양을 참조하십시오.

• 배터리 폐기 시, 배터리 처분 및 재활용에 따른 지역적인 제한 사항에 해
서는 해당 지역의 쓰레기 처리업체에 문의하십시오. 리튬-이온 재충전용 배
터리는 수은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지만 수명이 다한 후에는 재활용하거나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재활용을 참조하십시오.

• 배터리를 잘못 교체하거나 소각하면 폭발할 위험이 있습니다. 회선을 단락
시키지 마십시오.

• 교체용 배터리를 구매하려면 현지 리점이나 HP 영업소로 연락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HP 소모품 및 부속품을 참조하십시오.

• 화재, 화상 또는 배터리 손상 위험이 있으므로, 금속 물질에 배터리 접촉부
가 닿지 않도록 하십시오.

• 배터리를 분해하지 마십시오. 배터리 내부에는 교체가 가능한 부품이 없습
니다.

• 손상되거나 전류가 새는 배터리는 주의해서 다루십시오. 전해 물질이 몸에
닿으면 비눗물로 노출된 부분을 씻으십시오. 눈에 닿으면 15분간 물로 눈을
세척하시고 의료 조치를 취하십시오.

• 보관 시 50°C(122°F) 이상 또는 -20°C(4°F) 이하의 온도에 배터리를 노출시
키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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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배터리 충전 또는 사용 시 다음 사항에 유의하십시오.
• 처음 배터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충전하는 데 4시간 정도 걸립니다. 다음
에 충전할 때는 배터리를 완전히 충전하는 데 약 2시간이 소요됩니다.

• 배터리를 충전할 때 배터리 잔량 표시등이 녹색으로 표시됩니다. 배터리에
결함이 있거나 배터리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적색입니다.

• 전원 표시등은 배터리 잔량이 41 - 100%이면 녹색이고 10 - 40%이면 황색,
10% 이하이면 적색입니다. 전원 표시등이 황색이면 배터리를 충전하십시
오. LED가 적색이면 가능한 빨리 배터리를 충전하십시오. 배터리 상태는 도
구 상자(Windows)의 프린터 상태 탭과 HP프린터 유틸리티(Mac OS)의 전
원 관리 패널에 표시됩니다. Pocket PC 또는 Palm OS 장치를 사용 중이면
PDA용 도구 상자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PDA용
도구 상자 소프트웨어(Pocket PC 및 Palm OS)를 참조하십시오.

• 배터리가 부족하면 AC 어댑터를 꽂아 충전하거나 충전된 배터리로 교체하
십시오.

• 완전히 충전된 배터리는 약 450페이지 분량을 인쇄할 수 있으며 정확한 양
은 인쇄 작업의 복잡성에 따라 다릅니다.

• 기본적으로 프린터가 배터리 전원을 사용하는 상태에서 15분 동안 인쇄 작
업을 하지 않으면 배터리 전원을 보존하기 위해 자동으로 전원이 꺼집니다.
도구 상자(Windows), HP프린터 유틸리티(Mac OS) 또는 PDA용 도구 상자
소프트웨어(Pocket PC 및 Palm OS)에서 이 기능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자
세한 내용은 PDA용 도구 상자 소프트웨어(Pocket PC 및 Palm OS)를 참조
하십시오.

• 배터리를 장기간 보관하려면 완전히 충전해 두십시오. 배터리를 6개월 이
상 충전하지 않은(비어 있는) 상태로 두지 마십시오.

• 배터리 사용 시간 및 용량을 극 화하려면 다음 온도 지침을 따르십시오.
◦ 충전: 0 - 40°C(32 - 104°F)
◦ 사용 및 보관: -20 - 50°C(-4 - 122°F)

배터리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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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터리 - 프린터에 전원을 공급합니다.

2 배터리 해제 슬라이더 - 여기를 밀어 배터리를 뺍니다.

배터리 충전 및 사용

경고 처음 배터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충전하는 데 4시간 정도 걸립니다.
충전 중일 때 배터리의 온도가 높아지는 것은 일반적이므로 서류 가방과 같
은 밀폐된 공간에서 배터리를 충전하면 과열될 수 있습니다.

참고 보통 AC 콘센트에 꽂은 AC 어댑터는 만지면 따뜻합니다.

참고 무선 인쇄 시에는 유선으로 인쇄할 때보다 배터리 전원이 더 많이 사
용됩니다. 배터리 잔량 확인 방법은 배터리 설치 및 사용을 참조하십시오.

배터리를 설치하려면

참고 프린터 켜짐 또는 꺼짐에 상관없이 배터리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1. 배터리 슬롯의 접촉 부분에 닿도록 배터리를 비스듬히 배터리 슬롯에 밀어
넣습니다. 그러면 배터리 덮개가 밀려서 열립니다.

2. 찰칵 소리가 날 때까지 배터리 슬롯에 배터리를 밀어 넣습니다.
3. AC 어댑터를 꽂은 후 프린터를 켭니다. 처음 배터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충전하는 데 4시간 정도 걸립니다. 배터리를 충전하는 동안에는 배터리 잔
량 표시등이 녹색으로 표시되며 배터리 충전이 완료되면 표시등이 꺼집니
다.

4. 배터리가 완전히 충전되면 AC 전원에 연결하지 않고도 프린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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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를 제거하려면
1. 화살표 방향으로 배터리 해제 슬라이더를 밉니다.
2. 배터리를 교체합니다.

802.11 및 Bluetooth 부속품 설치 및 사용
프린터 일부 모델에는 802.11 무선 또는 Bluetooth 무선 USB 부속품이 포함되
어 있습니다.

지원되는 무선 부속품에 한 자세한 내용은 www.hp.com/support를 참조하십
시오.

이 단원에서는 다음 항목을 다룹니다.
• 802.11 또는 Bluetooth 무선 USB 부속품 설치
• 802.11 및 Bluetooth 무선 인쇄

802.11 또는 Bluetooth 무선 USB 부속품 설치

HP 802.11 또는 Bluetooth 무선 USB 부속품을 슬롯에 끼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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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2.11 부속품에는 파란색 표시등이 있습니다. 동글을 꽂으면 파란색 표시등
이 켜지고 802.11 데이터 통신이 발생할 때는 이 표시등이 깜박입니다.

Bluetooth 부속품 LED는 부속품의 현재 상태 정보를 제공합니다.
• 정상 - 기본 상태이며, 부속품이 장착되어 전원이 연결됨을 의미합니다.
• 빠르게 깜박임 - 전송 장치가 Bluetooth 부속품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 깜박임 - Bluetooth 부속품이 데이터를 수신 중입니다.

참고 프린터가 Bluetooth 호스트 장치와 운영 체제를 지원하는지 확인하십
시오. 자세한 내용은 www.hp.com/support를 참조하십시오.

802.11 및 Bluetooth 무선 인쇄
이 프린터의 802.11 및 Bluetooth 기능을 사용하면 무선으로 인쇄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802.11 인쇄 기능을 사용하면 최  100미터(300피트) 거리에서 무
선 인쇄 작업이 가능하고 Bluetooth 인쇄 기능을 사용하면 최  10미터(30피
트) 거리에서 무선 인쇄 작업이 가능합니다.

모바일 장치에서 무선으로 인쇄하는 방법은 모바일 장치에서 인쇄를 참조하십
시오.

참고 무선 통신은 특정 장치 모델에 포함되어 있는 무선 프린터 부속품을
사용하여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내는 장치에 무선 기능이 내장되어 있
거나 무선 카드가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참고 무선 인쇄 시에는 유선으로 인쇄할 때보다 배터리 전원이 더 많이 사
용됩니다. 배터리 잔량 확인 방법은 배터리 설치 및 사용을 참조하십시오.

이 단원에서는 다음 항목을 다룹니다.
• 802.11 정보
• Bluetooth 정보

802.11 정보

802.11 무선 기술을 사용하면 컴퓨터와 프린터 간에 "애드혹" 통신을 설정하여
프린터에 무선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802.11을 사용하는 경우 전송 장치와
수신 장치 사이에 직선 가시선을 확보하지 않아도 됩니다.

컴퓨터와 프린터 간의 애드혹 통신을 설정하면 두 개의 장치로 구성된 네트워
크가 구축됩니다. 이러한 구성은 이 모바일 프린터에 권장되는 802.11 인쇄 설
정입니다.

802.11은 기존 "인프라" 네트워크에서도 프린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인프라
네트워크에서 프린터를 설정하면 802.11 무선 액세스 지점(WAP)으로의 무선
연결을 통해 근거리 통신망(LAN)에 프린터가 직접 연결됩니다. 프린터가 성공
적으로 네트워크에 무선 연결되면 같은 서브넷에 있는 모든 컴퓨터가 해당 프
린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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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린터를 설정하기 전에, 무선 연결 설정을 위해 USB 케이블로 프린터와 컴퓨
터를 임시로 연결할 것을 권장합니다. 무선 연결이 설정되면 케이블을 제거하
고 무선으로 인쇄할 수 있습니다. USB 케이블을 사용하지 않고 프린터를 설정
할 수도 있습니다.

802.11 무선 인쇄에 맞게 프린터를 설정 및 구성하려면 802.11 무선 연결을 참
조하십시오.

Bluetooth 정보

Bluetooth 무선 기술을 사용하면 2.4GHz 스펙트럼의 라디오 전파를 사용하여
프린터에 무선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Bluetooth는 일반적으로 단거리(최
10미터 또는30피트)에 사용되며 전송 장치와 수신 장치 사이에 직선 가시선을
확보하지 않아도 됩니다.

Bluetooth 프로파일에 따라 다른 유형의 표준 케이블 연결을 에뮬레이션하며 성
능도 각기 다릅니다. Bluetooth 프로파일에 한 자세한 정보는 Bluetooth 무선
설정 구성을 참조하십시오.

프린터가 컴퓨터에 직접 연결되어 있는 경우(케이블 또는 Bluetooth 사용) "프린
터 공유"를 사용하여 네트워크에서 프린터를 공유할 수 있지만 다른 컴퓨터가
프린터를 사용하려면 해당 컴퓨터를 네트워크에 연결해야 합니다.

Bluetooth 무선 인쇄에 맞게 프린터를 설정 및 구성하려면 Bluetooth 무선 연결
을 참조하십시오.

참고 도구 상자를 사용하여 프린터 상태(예: 잉크량)를 모니터하거나
Bluetooth 설정을 구성하려면 USB 케이블로 프린터와 컴퓨터를 연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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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치 사용
이 단원에서는 다음 항목을 다룹니다.
• 인쇄 용지 선택
• 용지 넣기
• 인쇄 설정 변경
• HP Solution Center(Windows) 사용
• 양면에 인쇄(양면 인쇄)
• 특수 용지 및 사용자 정의 크기 용지에 인쇄
• 경계선 없는 인쇄
• 모바일 장치에서 인쇄
• 메모리 장치 사용
• 인쇄 작업 취소

인쇄 용지 선택
이 장치는 부분의 사무 용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용지를 
량으로 구입하기 전에 여러 종류의 인쇄 용지를 테스트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최적의 인쇄 품질을 위해 HP 용지를 사용하십시오. HP 용지에 한 자세한 내
용은 HP 웹 사이트인 www.hp.com을 방문하십시오.

이 단원에서는 다음 항목을 다룹니다.
• 용지 선택 및 사용 정보
• 지원되는 용지의 사양 이해
• 최소 여백 설정

용지 선택 및 사용 정보
최상의 인쇄 품질을 위해서는 다음 지침을 따르십시오.
• 항상 프린터 규격에 맞는 용지를 사용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원되는 용지
의 사양 이해를 참조하십시오.

• 한 번에 한 종류의 용지만 넣으십시오.
• 용지함 확장  있는 모델에서는 용지함 확장 를 완전히 당기십시오.
• 인쇄할 면을 위로 향하도록 하고 정렬 조정 에 정면으로 맞춥니다. 용지를
넣는 방법은 용지 넣기를 참조하십시오.

• 용지를 너무 많이 넣지 마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지원되는 용지의 사양 이해
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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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림, 인쇄 품질 문제 및 기타 인쇄 문제를 방지하려면 다음과 같은 용지 사
용을 피하십시오.
◦ 여러 부분으로 된 용지
◦ 손상되거나 접히거나 구겨진 용지
◦ 잘렸거나 구멍이 뚫린 용지
◦ 울퉁불퉁하거나 엠보싱이 있거나 잉크가 잘 스며들지 않는 용지
◦ 너무 가볍거나 쉽게 늘어나는 용지

• 야간에는 용지함에 용지를 남겨 두지 마십시오. 용지가 구부러질 수 있습니
다.

• 인쇄된 용지를 각각 따로 떼어서 건조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마르지 않은 용
지를 쌓아놓으면 잉크가 번질 수 있습니다.

• 색상 보정에 한 지침은 색상 보정을 참조하십시오.

카드 및 봉투
• 표면이 너무 매끄럽거나 양면 테이프, 고리, 구멍 등이 있는 봉투는 사용하
지 마십시오. 두껍거나 모양이 불규칙하거나 귀퉁이가 말린 카드 및 봉투 또
는 구겨지거나 찢어지거나 하여 일부가 훼손된 카드 및 봉투를 사용하지 마
십시오.

• 헐겁지 않고 접힌 부분이 말끔하게 처리된 봉투를 사용합니다.
• 프린터에 봉투를 넣을 때는 항상 봉투 덮개가 프린터 뒷면을 향하게 하고 우
표 위치는 봉투 아이콘에 맞게 방향을 맞춥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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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화지

• 고품질 모드를 사용하여 사진을 인쇄합니다. 이 모드에서는 컴퓨터 메모리
가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인쇄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 용지가 인쇄되어 나오는 로 꺼내어 옆에 놓고 말립니다. 마르지 않은 투
명 필름이 쌓이면 잉크가 번질 수 있습니다.

• 인쇄하기 전에 인화지를 잘 펴야 합니다. 인화지 모서리가 10mm(3/8인치)
넘게 휜 경우 밀봉 가능한 비닐 봉투에 넣어 편 후 튜브형으로 맙니다. 이때
인화지가 원래 휘어 있던 방향과 반  방향으로 말아야 하며 튜브 지름이
4cm(1.5인치) 미만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투명 필름
• 투명 용지는 거친 면이 위로, 접착성 스트립이 아래로 향하게 하여 넣습니
다.

• 일반 모드를 사용하여 투명 필름을 인쇄합니다. 이 모드를 사용하면 건조 시
간이 더 길어지지만 다음 페이지가 프린터를 나가기 전에 잉크가 완전히 건
조됩니다.

• 용지가 인쇄되어 나오는 로 꺼내어 옆에 놓고 말립니다. 마르지 않은 투
명 필름이 쌓이면 잉크가 번질 수 있습니다.

사용자 정의 크기 용지
• 장치가 지원하는 사용자 정의 크기 용지만 사용합니다.
• 응용 프로그램에서 사용자 정의 크기 용지를 지원하는 경우 문서를 인쇄하
기 전에 응용 프로그램에서 용지 크기를 설정한 다음 문서를 인쇄합니다. 아
니면 장치 드라이버에서 크기를 설정합니다. 사용자 정의 용지 크기에 올바
로 인쇄하기 위해 기존 문서의 형식을 변경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지원되는 용지의 사양 이해
지원되는 크기 설명 및 지원되는 용지 종류 및 무게 설명 표를 사용하여 장치에
사용할 올바른 용지를 결정하고 용지에 어떤 용지를 사용할지 결정합니다.

이 단원에서는 다음 항목을 다룹니다.
• 지원되는 크기 설명
• 지원되는 용지 종류 및 무게 설명

지원되는 크기 설명

용지 크기

표준 용지 크기

U.S. 레터(216 x 279mm, 8.5 x 11인치)*

U.S. 리갈(216 x 356mm, 8.5 x 14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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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지 크기

A4(210 x 297mm, 8.3 x 11.7인치)*

U.S. Executive(184 x 267mm, 7.25 x 10.5인치)*

U.S. Statement(140 x 216mm, 5.5 x 8.5인치)*

JIS B5 봉투(182 x 257 mm, 7.2 x 10.1인치)*

A5(148 x 210mm, 5.8 x 8.3인치)*

216 x 330 mm(8.5 x 13인치)

봉투

U.S. #10 봉투(105 x 241 mm, 4.12 x 9.5인치)

Monarch 봉투(98 x 191 mm, 3.88 x 7.5인치)

A2 봉투(111 x 146 mm, 4.37 x 5.75인치)

DL 봉투(110 x 220 mm, 4.3 x 8.7인치)

C5 봉투(162 x 229 mm, 6.4 x 9인치)

C6 봉투(114 x 162 mm, 4.5 x 6.4인치)

카드

색인 카드(76.2 x 127 mm; 3 x 5인치)*

색인 카드(102 x 152 mm; 4 x 6인치)*

색인 카드(127 x 203 mm; 5 x 8인치)*

A6 카드(105 x 148.5 mm; 4.13 x 5.83인치)*

인화지 

사진(76 x 127mm, 3 x 5인치)

사진(88.9 x 127mm, 3.5 x 5인치)

사진(101.6 x 152.4 mm, 4 x 6인치)

사진(탭 포함)(101.6 x 152.4 mm, 4 x 6인치)

사진(127 x 177.8 mm, 5 x 7인치)

사진(203.2 x 254 mm, 8 x 10인치)

사진 10 x 15 cm(100 x 150 mm; 4 x 6인치)

사진 10 x 15 cm(탭 포함)(100 x 150 mm; 4 x 6인치)

경계 없는 사진(101.6 x 152.4 mm, 4 x 6인치)

경계 없는 사진(탭 포함)(101.6 x 152.4 mm, 4 x 6인치)

경계 없는 사진 10 x 15 cm(100 x 150 mm; 3.93 x 5.9인치)

경계 없는 사진 10 x 15 cm(탭 포함)(100 x 150 mm; 3.93 x 5.9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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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지 크기

사진 L(89 x 127 mm; 3.5 x 5인치)

사진 2L(178 x 127 mm; 7 x 5인치)

경계 없는 사진 L(89 x 127 mm; 3.5 x 5인치)

경계 없는 사진 L(절취 탭 포함)(89 x 127 mm; 3.5 x 5인치)

89 x 127mm(3.5 x 5인치) - 216 x 279mm(8.5 x 11인치) 크기의 인화지

기타 용지 

L(89 x 127 mm; 3.5 x 5인치)

2L(탭 포함)(178 x 127 mm; 5 x 7인치)

가로 76.2 ~ 216 mm, 세로 102 ~ 356 mm(가로 3 ~ 8.5인치, 세로 4 ~ 14인치)*의 사용자 정의 크
기 용지

* 이러한 용지 크기는 수동 양면 인쇄를 지원합니다. 양면 인쇄에 한 자세한
내용은 양면에 인쇄(양면 인쇄)를 참조하십시오.

지원되는 용지 종류 및 무게 설명

종류 무게 용량

용지 64 ~ 90 g/m2

(16 ~ 24 lb 본드지)
최  50매의 일반 용지

(5mm 또는 0.2인치 높이)

인화지 5 - 12 mils 최  10매

투명 필름  최  20매

레이블  최  20매

카드 최  162 g/m2

(90 lb 색인)

최  5매

봉투 75 ~ 200 g/m2

(20 ~ 53 lb 본드지)
최  5매의 봉투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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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여백 설정
문서 여백은 세로 방향에서 이 여백 설정 이상이어야 합니다.

용지 (1) 왼쪽 여백 (2) 오른쪽 여
백

(3) 위쪽 여백 (4) 아래쪽 여
백*

A4
U.S. Executive
U.S. Statement
B5
A5

3.3 mm(0.13
인치)

3.3 mm(0.13
인치)

3.3 mm(0.13
인치)

3.3 mm(0.13
인치)

U.S. 레터

U.S. 리갈

사용자 정의 용지

8.5 x 13인치

6.35mm(0.25
인치)

6.35mm(0.25
인치)

2mm(0.08인
치)

3mm(0.12인
치)

카드

인화지

2mm(0.08인
치)

2mm(0.08인
치)

2mm(0.08인
치)

0.5mm(0.02
인치)

봉투 3.3 mm(0.13
인치)

3.3 mm(0.13
인치)

14.2mm(0.56
인치)

14.2mm(0.56
인치)

* Windows를 사용하는 컴퓨터에서 이 여백 설정을 수행하려면 인쇄 드라이버
의 고급 탭을 클릭하고 여백 최소화를 선택합니다.

용지 넣기
이 단원에서는 장치에 용지를 넣는 방법에 해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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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지를 넣으려면
1. 입력 용지함에서 용지를 모두 꺼냅니다.
2. 인쇄할 면을 위로 향하게 해서 용지를 넣고 용지 정렬 조정 에 정면으로 맞
춥니다. 용지 가장자리에 잘 맞춰지도록 용지 너비 조정 를 조정합니다.

3. 리갈 용지에 인쇄하는 경우 용지함 확장 (해당 모델에 있는 경우)를 완전
히 당깁니다.

4. 필요하면 다른 인쇄 설정을 변경한 다음 OK(확인)를 클릭하여 인쇄합니다.

인쇄 설정 변경
응용 프로그램 또는 프린터 드라이버에서 인쇄 설정(예: 용지 크기 또는 종류)
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응용 프로그램에서 변경한 사항은 프린터 드라이버에
서 변경한 사항에 우선합니다. 하지만 응용 프로그램을 닫으면 설정이 드라이
버에 구성된 기본 설정으로 다시 바뀝니다.

참고 모든 인쇄 작업에 한 인쇄 설정을 지정하려면 프린터 드라이버에서
변경해야 합니다.

Windows 프린터 드라이버의 기능에 한 자세한 내용은 드라이버의 온라
인 도움말을 참조하십시오. 특정 응용 프로그램에서 인쇄에 한 자세한 내
용은 응용 프로그램에 동봉된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 응용 프로그램에서 현재 인쇄 작업에 한 설정을 변경하는 방법(Windows)
• 향후 모든 작업에 한 기본 설정을 변경하는 방법(Windows)
• 설정을 변경하는 방법(Mac 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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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용 프로그램에서 현재 인쇄 작업에 한 설정을 변경하는 방법(Windows)
1. 인쇄하려는 문서를 엽니다.
2. 파일 메뉴에서 인쇄를 클릭한 다음 설정, 속성 또는 기본 설정을 클릭합니
다. (특정 옵션은 사용하는 응용 프로그램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3. 원하는 설정을 변경하고 OK(확인), 인쇄 또는 이와 유사한 명령을 클릭합니
다.

향후 모든 작업에 한 기본 설정을 변경하는 방법(Windows)
1. 시작을 클릭하고 설정을 가리킨 다음 프린터 또는 프린터 및 팩스를 클릭합
니다.
-또는-
시작, 제어판을 차례로 클릭한 다음 프린터를 두 번 클릭합니다.

2. 프린터 아이콘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한 다음 속성, 문서 기본값 또
는 인쇄 기본 설정을 클릭합니다.

3. 원하는 설정을 변경한 다음 OK(확인)를 클릭합니다.

설정을 변경하는 방법(Mac OS)
1. File(파일) 메뉴에서 Page Setup(페이지 설정)을 클릭합니다.
2. 원하는 설정(예: 용지 크기)을 변경한 다음 OK(승인)를 클릭합니다.
3. File(파일) 메뉴에서 Print(인쇄)를 클릭해서 인쇄 드라이버를 엽니다.
4. 원하는 설정(예:용지 종류)을 변경하고 OK(승인) 또는 Print(인쇄)를 클릭합
니다.

HP Solution Center(Windows) 사용
HP Solution Center를 사용하여 인쇄 설정을 변경하고 소모품을 주문하고 화
면 도움말에 액세스합니다.

HP Solution Center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은 설치된 장치에 따라 다릅니다.
선택 장치와 연결된 아이콘을 표시하도록 HP Solution Center를 사용자 정의
할 수 있습니다. 선택된 장치에 특정 기능이 없으면 HP Solution Center에는 해
당 기능에 한 아이콘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사용자 컴퓨터의 HP Solution Center에 아무 아이콘도 나타나지 않으면 소프트
웨어 설치 도중 오류가 발생한 것일 수 있습니다. 이를 수정하려면 Windows의
제어판을 사용하여 완전히 제거한 다음 소프트웨어를 다시 설치하십시오.

양면에 인쇄(양면 인쇄)
Windows 프린터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 수동으로 양면에 인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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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c을 사용하여 먼저 홀수 페이지를 인쇄한 다음 페이지를 넘겨 짝수 페이지
를 인쇄하는 방식으로 양면 인쇄를 할 수 있습니다.
• 페이지 양면 인쇄 지침
• 양면 인쇄 수행 방법(Windows)
• 양면 인쇄를 하려면(Mac OS)

페이지 양면 인쇄 지침
• 항상 프린터 규격에 맞는 용지를 사용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원되는 용지
의 사양 이해를 참조하십시오.

• 응용 프로그램 또는 프린터 드라이버에서 양면 인쇄 옵션을 지정합니다.
• 투명 용지, 봉투, 인화지, 광택지 또는 18파운드(75g/m2) 본드지보다 가벼운
용지에는 양면 인쇄를 하지 마십시오. 이러한 용지에서 양면 인쇄를 하면 용
지 걸림 현상이 발생합니다.

• 레터헤드, 미리 인쇄된 용지, 워터마크 및 천공 용지 등의 일부 용지 종류에
양면 인쇄할 때는 지정된 방향이 있습니다. Windows를 실행하는 컴퓨터에
서 인쇄하는 경우 장치는 용지의 첫 번째 면을 먼저 인쇄합니다. Mac OS를
실행하는 컴퓨터에서 인쇄하는 경우 장치는 용지의 두 번째 면을 먼저 인쇄
합니다. 용지 앞면이 아래로 향하도록 용지를 넣으십시오.

양면 인쇄 수행 방법(Windows)
1. 적절한 용지를 넣습니다. 페이지 양면 인쇄 지침 및 용지 넣기를 참조하십시
오.

2. 문서를 연 상태로 파일 메뉴에서 인쇄, 속성을 차례로 클릭합니다.
3. 기능 탭을 클릭합니다.
4. 양면 인쇄 드롭다운 목록에서 수동을 선택합니다.
5. 문서의 화면 레이아웃에 맞게 각 페이지 크기를 자동으로 조정하려면 레이
아웃 유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 옵션을 선택 취소하면 원하는 크기로 페이
지를 표시할 수 없습니다.

6. 원하는 제본 형태에 맞게 페이지 위로 뒤집기 확인란을 선택하거나 지웁니
다. 프린터 드라이버의 그래픽 예를 참조하십시오.

7. 원하는 설정을 변경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8. 문서를 인쇄합니다.
9. 문서의 첫 번째 면이 인쇄되면 화면상의 지침에 따라 용지함에 용지를 다시
넣어 인쇄를 완료합니다.

10.용지를 다시 넣은 후 화면상의 지침에서 계속을 클릭하여 인쇄 작업을 계속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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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면 인쇄를 하려면(Mac OS)
1. 적합한 인쇄 용지를 넣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페이지 양면 인쇄 지침 및 용
지 넣기를 참조하십시오.

2. 문서를 열고 파일 메뉴에서 인쇄를 클릭합니다.
3. 드롭다운 목록에서 Paper Handling(용지 처리)을 선택하고 Print: Odd

numbered pages(인쇄: 홀수 페이지)를 클릭한 다음 인쇄를 클릭합니다.
4. 용지 위 아래를 뒤집어 넣은 후 짝수 페이지를 인쇄합니다.

특수 용지 및 사용자 정의 크기 용지에 인쇄
이 단원에서는 다음 항목을 다룹니다.
• 특수 용지 또는 사용자 정의 크기 용지에 인쇄하는 방법(Windows)
• 특수 용지 또는 사용자 정의 크기 용지에 인쇄하는 방법(Mac OS)

특수 용지 또는 사용자 정의 크기 용지에 인쇄하는 방법(Windows)
1. 적합한 인쇄 용지를 넣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용지 넣기를 참조하십시오.
2. 문서를 연 상태에서 파일 메뉴에 있는 인쇄를 클릭한 다음 설정, 속성 또는
기본 설정을 클릭합니다.

3. 기능 탭을 클릭합니다.
4. 크기 드롭다운 목록에서 용지 크기를 선택합니다.

사용자 정의 용지 크기를 설정하려면:
a. 드롭다운 목록에서 사용자 정의를 선택합니다.
b. 새 사용자 정의 용지 크기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c. 너비 및 높이 상자에 치수를 입력하고 저장을 클릭합니다.
d. 확인을 두 번 클릭해 속성 또는 기본 설정 화 상자를 닫습니다. 화 상
자를 다시 엽니다.

e. 새로운 사용자 정의 크기를 선택합니다.
5. 용지 종류를 선택하려면:

a. 용지 종류 드롭다운 목록에서 추가를 클릭합니다.
b. 원하는 용지 종류를 클릭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6. 용지함 드롭다운 목록에서 용지함을 선택합니다.
7. 원하는 기타 설정을 변경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8. 문서를 인쇄합니다.

특수 용지 또는 사용자 정의 크기 용지에 인쇄하는 방법(Mac OS)
1. 적합한 인쇄 용지를 넣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용지 넣기를 참조하십시오.
2. File(파일) 메뉴에서 Page Setup(페이지 설정)을 클릭합니다.
3. 용지 크기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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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용자 정의 용지 크기를 설정하려면:
a. Paper Size(용지 크기) 풀 다운 메뉴에서 Manage Custom Sizes(사용
자 정의 크기 관리)를 클릭합니다.

b. New(신규) 를 클릭한 다음 Paper Size Name(용지 크기 이름) 상자에 용
지 크기 이름을 입력합니다.

c. Width(너비) 및 Height(높이) 상자에 치수를 입력하고 원하는 여백을 설
정합니다.

d. Done(완료) 또는 OK(승인)를 클릭한 다음 Save(저장)를 클릭합니다.
5. File(파일) 메뉴에서 Page Setup(페이지 설정)을 클릭하고 새 사용자 정의
크기를 선택합니다.

6. OK(승인)를 클릭합니다.
7. File(파일) 메뉴에서 Print(인쇄)를 클릭합니다.
8. Paper Handling(용지 처리) 창을 엽니다.
9. Destination Paper Size( 상 용지 크기)에서 Scale to fit paper size(용지
크기에 맞춤) 탭을 클릭하고 사용자 정의 용지 크기를 선택합니다.

10.원하는 기타 설정을 변경하고 OK(승인) 또는 Print(인쇄)를 클릭합니다.

경계선 없는 인쇄
경계선 없는 인쇄를 사용하면 특정 인화지 종류와 다양한 표준 용지 크기의 가
장자리에 인쇄할 수 있습니다.

참고 소프트웨어 응용 프로그램에서 파일을 열고 이미지 크기를 할당합니
다. 크기가 이미지를 인쇄하는 용지 크기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인쇄 바로 가기 탭에서 이 기능에 액세스할 수도 있습니다. 프린터 드라이버
를 열고 인쇄 바로 가기 탭을 선택하고 이 인쇄 작업 드롭다운 목록에 한
인쇄 바로 가기를 선택합니다.

• 경계 없는 문서를 인쇄하는 방법(Windows)
• 경계선 없는 문서를 인쇄하려면(Mac OS)

경계 없는 문서를 인쇄하는 방법(Windows)
1. 적합한 인쇄 용지를 넣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용지 넣기를 참조하십시오.
2. 인쇄할 파일을 엽니다.
3. 응용 프로그램에서 인쇄 드라이버를 엽니다.

a. 파일을 누른 후 인쇄를 클릭합니다.
b. 속성, 설정 또는 기본 설정을 클릭합니다.

4. 기능 탭을 클릭합니다.
5. 크기 드롭다운 목록에서 용지 크기를 선택합니다.
6. 경계선 없이 인쇄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7. 용지함 드롭다운 목록에서 용지함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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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용지 종류 드롭다운 목록에서 용지 종류를 선택합니다.
9. 사진을 인쇄하는 경우 인쇄 품질 드롭다운 목록에서 고품질을 선택합니다.
또는 최적의 인쇄 품질을 위해 최  4800 x 1200 최적화 dpi*를 제공하는 최

 dpi를 선택합니다.
*컬러 인쇄와 1200 입력 dpi에 해 최  4800 x 1200 최적화된 dpi. 이 설정
을 사용하면 일시적으로 많은 디스크 공간(400 MB 이상)을 사용하여 상당
히 느리게 인쇄됩니다.

10.다른 인쇄 설정을 변경한 다음 확인을 클릭합니다.
11.문서를 인쇄합니다.
12.분리 탭이 있는 사진 용지에 인쇄한 경우 탭을 제거하여 문서에 경계선이 없
도록 하십시오.

경계선 없는 문서를 인쇄하려면(Mac OS)
1. 적합한 인쇄 용지를 넣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용지 넣기를 참조하십시오.
2. 인쇄할 파일을 엽니다.
3. File(파일)을 누른 다음 Page Setup(페이지 설정)을 클릭합니다.
4. 경계선 없는 용지 크기를 선택한 다음 OK(승인)를 클릭합니다.
5. File(파일)을 클릭한 후 Print(인쇄)를 클릭합니다.
6. Paper Type/Quality(용지 종류/품질) 창을 엽니다.
7. Paper tab(용지 탭)을 클릭한 후 Paper type(용지 종류) 드롭 다운 목록에
서 용지 종류를 선택합니다.

8. 사진을 인쇄하는 경우 Quality(품질) 드롭다운 목록에서 Best(고품질)를 선
택합니다. 또는 최  4800 x 1200 최적화 dpi*를 제공하는 Maximum(최 )
dpi를 선택합니다.
*컬러 인쇄와 1200 입력 dpi에 해 최  4800 x 1200 최적화된 dpi. 이 설정
을 사용하면 일시적으로 많은 디스크 공간(400 MB 이상)을 사용하여 상당
히 느리게 인쇄됩니다.

9. 용지 소스를 선택합니다. 두꺼운 용지나 인화지에 인쇄하는 경우 수동 공급
옵션을 선택합니다.

10.필요하면 다른 인쇄 설정을 변경한 뒤, Print(인쇄)를 클릭합니다.
11.분리 탭이 있는 사진 용지에 인쇄한 경우 탭을 제거하여 문서에 경계선이 없
도록 합니다.

모바일 장치에서 인쇄
프린터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모바일 장치 및 메모리 카드로부터의 인쇄를 지
원합니다.
• 카메라

• 휴 폰

• P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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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원에서는 다음 항목을 다룹니다.
• 디지털 사진 인쇄
• 휴 폰에서 인쇄
• Pocket PC 장치에서 인쇄
• Palm OS 장치에서 인쇄

디지털 사진 인쇄
디지털 카메라 또는 메모리 카드에서 직접 사진을 인쇄하거나 카드 또는 카메
라의 사진을 컴퓨터로 전송하여 HP 사진 인쇄 소프트웨어와 같은 소프트웨어
응용 프로그램에서 인쇄할 수 있습니다. PictBridge 호환 카메라에서 직접 사진
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디지털 카메라에 SD 또는 MMC 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이 카드를 프린터에 넣
어 사진을 인쇄할 수 있습니다. 카드를 사용하여 프린터로 바로 인쇄하려면 카
메라가 DPOF(Digital Print Order Format) 1 또는 1.1을 지원해야 합니다.
DPOF 파일은 프린터의 USB 포트에 연결된 USB 플래시 드라이버로부터 직접
자동으로 인쇄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메모리 카드 및 USB 플래시 드라이브에
서 인쇄를 참조하십시오.

이 단원에서는 다음 항목을 다룹니다.
• 6색 잉크 컬러로 인쇄하려면
• 사진 인쇄 지침
• PictBridge 호환 카메라에서 인쇄하려면
• 사진을 컴퓨터로 전송하려면

6색 잉크 컬러로 인쇄하려면

이 프린터는 인쇄된 사진의 품질을 높이는 6색 잉크 컬러 인쇄가 가능합니다.
검정색 잉크 카트리지와 삼원색 잉크 카트리지를 사용하거나 그레이 포토 잉
크 카트리지와 삼원색 잉크 카트리지를 사용하여 고품질 그레이스케일 사진을
인쇄하십시오. 6색 잉크 컬러 인쇄를 하려면 포토 및 3색 잉크 카트리지를 함께
설치해야 합니다.

참고 회색 포토 잉크 카트리지와 컬러 잉크 카트리지를 함께 사용하면 고품
질의 흑백 사진을 인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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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인쇄 지침
• 사진이나 이미지를 최상의 품질로 인쇄하려면 프린터 드라이버에서 고품질
모드를 선택하고 HP 인화지를 선택하십시오. 고품질 모드에서는 HP가 독
창적으로 개발한 PhotoREt IV 컬러 레이어링 기술과 ColorSmart III 컬러 최
적화 기술을 사용하여 사실적인 사진 이미지 및 생생한 컬러와 함께 선명한
텍스트를 인쇄합니다. PhotoREt IV를 사용하면 더욱 폭 넓은 색상 범위와
엷은 톤 표현, 그리고 톤 사이의 부드러운 변환을 얻을 수 있으므로 최상의
사진과 이미지 인쇄 품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는 최적의 인쇄 품질을 위해 최  4800 x 1200의 최적화된 dpi*를 제공하
는 최  dpi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컬러 인쇄에 최  4800 x 1200 최적 dpi 및 1200 입력 dpi. 이렇게 설정하
면 일시적으로 용량(400MB 이상)의 하드 디스크 공간이 사용되어 인쇄
속도가 느려집니다. 포토 카트리지가 훨씬 더 인쇄 품질을 높여줍니다.

• 용지가 인쇄되는 로 꺼내어 말립니다.
• 인쇄된 색상이 현저하게 노랑색, 파랑색 또는 빨강색으로 치우쳐 있거나 회
색 음영 부분에 엷은 색조가 보이는 경우에는 색상을 보정해야 합니다. 자세
한 내용은 색상 보정을 참조하십시오.

• 포토 잉크 카트리지를 설치할 경우, 최상의 품질을 제공하도록 프린터 카트
리지를 정렬하십시오. 포토 잉크 카트리지를 설치할 때마다 잉크 카트리지
를 정렬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잉크 카트리지 정렬을 참조하십
시오.

• 잉크 카트리지를 보관하려면 여행 시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 인화지는 항상 가장자리 부분을 잡으십시오. 인화지에 지문이 묻으면 인쇄
품질이 떨어지게 됩니다.

• 인쇄하기 전에 인화지를 잘 펴야 합니다. 인화지 모서리가 10mm(3/8인치)
넘게 휜 경우 밀봉 가능한 비닐 봉투에 넣어 편 후 튜브형으로 맙니다. 이때
인화지가 원래 휘어 있던 방향과 반  방향으로 말아야 하며 튜브 지름이
4cm(1.5인치) 미만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PictBridge 호환 카메라에서 인쇄하려면

프린터는 표준 PictBridge 호환 기능을 지원합니다. 해당 PictBridge 기능 사용
에 한 자세한 내용은 디지털 카메라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1. 카메라와 함께 제공되는 USB 케이블을 사용하여 프린터에 카메라를 연결
합니다. 프린터와 카메라가 기능을 비교하여 호환되는 기능이 카메라에 표
시됩니다.

2. 카메라 메뉴를 탐색하여 원하는 사진 인쇄 기능을 실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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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을 컴퓨터로 전송하려면

참고 USB 케이블로 연결된 상태에서 프린터 드라이버를 사용하면 컴퓨터
가 프린터에 꽂힌 카드를 실제 디스크 드라이브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여기
에서 소프트웨어 응용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사진 파일을 열고 인쇄하십시
오.

1. 프린터의 올바른 카드 슬롯에 메모리 카드를 꽂습니다. 카드에서 연결 핀 또
는 구멍이 있는 면을 먼저 프린터에 놓아야 합니다.

2.  (취소 버튼)을 누르면 카드에서 직접 인쇄하는 작업을 취소할 수 있습니
다. USB 케이블을 사용하여 프린터에 컴퓨터를 연결한 경우 Windows
Explorer 또는 Mac OS 바탕 화면에 해당 카드가 드라이브로 표시됩니다. 이
제 컴퓨터의 다른 드라이브로 사진 파일을 전송하거나 원하는 소프트웨어
응용 프로그램으로 사진을 인쇄할 수 있습니다.

휴 폰에서 인쇄
Bluetooth를 지원하는 휴 폰을 사용 중인 경우 Bluetooth 무선 프린터 부속품
을 프린터에 설치하면 휴 폰에서 인쇄할 수 있습니다.

일부 휴 폰에는 HP의 모바일 인쇄 응용 프로그램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어 있
어 출력 품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사용하는 휴 폰에서 이 응용 프로그램이 지
원되지만 사전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응용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려면
www.hp.com/support를 방문하십시오. 이 프린터를 지원하는 다른 휴 폰 제조
업체에서도 해당 인쇄 응용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참고 HP 모바일 인쇄 응용 프로그램 2.0 이상이 지원됩니다. 최신 버전을
www.hp.com/support 또는 사용하는 휴 폰 제조업체 웹 사이트에서 다운로
드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인쇄 항목에 한 자세한 내용은 사용자 휴 폰의 인쇄 응용 프로
그램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 이미지

• 메시지: 전자 우편, SMS(Short Message Service) 및 MMS(Multimedia
Messaging System)

• 연락처 정보
• 달력

• 참고

이 단원에서는 다음 항목을 다룹니다.
• 휴 폰에 모바일 인쇄 응용 프로그램을 설치하려면
• 휴 폰에서 인쇄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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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 폰에 모바일 인쇄 응용 프로그램을 설치하려면

아래의 단계를 따라 휴 폰에 모바일 인쇄 응용 프로그램을 설치하십시오(아
직 설치하지 않은 경우). 이러한 단계에 한 도움이 필요하면 해당 휴 폰 설명
서를 참조하거나 제조업체의 지원 웹 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1. www.hp.com/support 또는 사용하는 휴 폰 제조업체 웹 사이트에서 모바
일 인쇄 응용 프로그램을 컴퓨터에 다운로드합니다.
이 예에서 다운로드한 파일 이름은 print.sis입니다.

2.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하여 컴퓨터에서 휴 폰으로 print.sis 파일을 전송
합니다.
• 전자 우편: print.sis 파일을 전자 우편에 첨부하여 사용자 전자 우편 주소
로 전송한 다음 휴 폰에서 해당 전자 우편을 엽니다.

• Bluetooth: 컴퓨터에 Bluetooth가 있는 경우 컴퓨터의 Bluetooth 유틸리
티를 사용하여 휴 폰을 검색한 다음 컴퓨터에서 휴 폰으로 print.sis 파
일을 전송합니다.

• 적외선: 노트북 적외선 렌즈를 프린터 적외선 렌즈와 정렬합니다.
Windows의 무선 링크 기능을 사용하여 print.sis 파일을 휴 폰으로 전송
합니다.

3. 휴 폰에서 print.sis 파일을 엽니다.
4. 화면상의 지침에 따라 응용 프로그램을 설치합니다.
5. 휴 폰의 주 메뉴를 이동하면서 인쇄 아이콘을 찾아 모바일 인쇄 응용 프로
그램이 설치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인쇄 아이콘이 없으면 3 - 5단계를 반복합니다.

휴 폰에서 인쇄하려면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하여 파일을 인쇄하거나 사용자 휴 폰의 인쇄 응용
프로그램 문서에서 인쇄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 모바일 인쇄 응용 프로그램
• Bluetooth 전송

참고 프린터에는 Bluetooth 인쇄용 글꼴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특정 모델에
는 휴 폰에서 인쇄하는 데 필요한 아시아 글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
된 글꼴은 프린터를 구입한 국가/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장
치 사양을 참조하십시오.

Pocket PC 장치에서 인쇄
몇몇 Pocket PC 모델은 802.11 및 Bluetooth 무선 인쇄를 지원합니다. 일부
Pocket PC 장치에는 무선 기능이 포함되어 있지만 802.11 또는 Bluetooth 인쇄
를 위해 프린터에 별도의 무선 카드를 설치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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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802.11 및 Bluetooth 무선 인쇄는 특정 프린터 모델에 포함되어 있는
무선 프린터 부속품을 사용하여 수행할 수 있습니다. 무선 프린터 부속품에
한 설명과 그림은 802.11 및 Bluetooth 부속품 설치 및 사용을 참조하십시
오.

Pocket PC용 HP Mobile Printing을 설치하면 Pocket PC에서 무선으로 인쇄할
수 있습니다. 해당 소프트웨어는 Starter CD에 있습니다.

Pocket PC 또는 Palm OS 장치를 사용 중이면 PDA용 도구 상자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무선 인쇄에 필요한 802.11 및 Bluetooth 무선 설정을 구성할 수 있습
니다. PDA용 도구 상자 소프트웨어(Pocket PC 및 Palm OS)를 참조하십시오.

인쇄 지침은 Pocket PC 장치에서 인쇄를 참조하십시오.

802.11 및 Bluetooth 인쇄 개요는 802.11 및 Bluetooth 무선 인쇄를 참조하십시
오.

프린터에 한 무선 설정을 구성하는 방법에 한 자세한 정보는 802.11 무선
연결 및 Bluetooth 무선 연결을 참조하십시오.

이 단원에서는 다음 항목을 다룹니다.
• Pocket PC용 HP Mobile Printing을 설치하려면
• Pocket PC 장치에서 인쇄하려면

Pocket PC용 HP Mobile Printing을 설치하려면

Microsoft ActiveSync를 통해 데스크탑 또는 노트북 컴퓨터에서 HP iPAQ와 같
은 Pocket PC로 Pocket PC용 HP Mobile Printing을 설치합니다.
1. Starter CD를 CD 드라이브에 넣습니다. CD 메뉴가 자동으로 실행됩니다.

CD 메뉴가 자동으로 실행되지 않으면 Starter CD에 있는 설치 아이콘을 두
번 클릭합니다.

2. 컴퓨터에 Pocket PC를 연결합니다.
ActiveSync를 사용한 연결 작업 시 도움이 필요한 경우 Pocket PC 사용 설
명서를 참조하십시오.

3. 컴퓨터에 다운로드한 실행 파일을 두 번 클릭합니다.
필요한 파일이 Pocket PC에 복사됩니다.

Pocket PC용 HP Mobile Printing이 성공적으로 설치되면 Pocket PC의 시작 메
뉴에 표시됩니다.

Pocket PC 장치에서 인쇄하려면

이 단원에서는 사용자가 PDA용 도구 상자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프린터와의
무선 연결을 설정했다고 가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PDA용 도구 상자 소프트
웨어(Pocket PC 및 Palm OS)를 참조하십시오.

사용 중인 PDA에 무선 기능이 없다면 제조업체의 지침에 따라 802.11 또는
Bluetooth 무선 카드를 PDA에 설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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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cket PC에서 파일을 인쇄하려면 아래의 단계를 따르십시오. 이러한 단계에
한 도움이 필요하면 해당 PDA 또는 무선 카드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참고 Pocket PC 관련 인쇄 지침은 사용된 타사 인쇄 응용 프로그램에 따라
다릅니다. 인쇄 지침은 타사 인쇄 응용 프로그램과 함께 제공되는 문서를 참
조하십시오.

무선 연결을 사용하여 인쇄하려면
1. Bluetooth 연결을 사용하는 경우 PDA Bluetooth 라디오를 켭니다.

Bluetooth 라디오 켜기에 한 지침은 PDA 또는 Bluetooth 카드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2. 802.11 또는 Bluetooth 무선 프린터 부속품을 프린터에 꽂습니다. 자세한 내
용은 802.11 또는 Bluetooth 무선 USB 부속품 설치를 참조하십시오.

3. 시작을 누른 다음 HP Mobile Printing을 누릅니다.
4. 아래쪽 표시줄의 돋보기 아이콘을 눌러서 파일을 표시합니다.
5. 취소할 파일을 선택하고 인쇄 옵션을 누릅니다.
6. 기본값을 그 로 적용하거나 드롭다운 메뉴를 사용하여 인쇄 설정을 변경합
니다.

7. 인쇄를 누릅니다.
인쇄 화면이 나타나고 파일이 인쇄됩니다.

참고 802.11 연결을 사용하여 인쇄하려면 내 프린터 상자의 IP 주소가 프린
터의 IP 주소와 같아야 합니다.

Palm OS 장치에서 인쇄
802.11 또는 Bluetooth 무선 연결과 Printboy 유틸리티를 사용하여 Palm OS 장
치에서 인쇄할 수 있습니다. 일부 Palm OS 장치에는 무선 기능이 포함되어 있
지만 802.11 또는 Bluetooth 인쇄를 위해 프린터에 별도의 무선 카드를 설치해
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 802.11 및 Bluetooth 무선 인쇄는 특정 프린터 모델에 포함되어 있는
무선 프린터 부속품을 사용하여 수행할 수 있습니다. 무선 프린터 부속품에
한 설명과 그림은 802.11 및 Bluetooth 부속품 설치 및 사용을 참조하십시
오.

Printboy 유틸리티를 사용해서 주소록, 메모장, 할 일 목록, 수첩, 메일 옵션 등
의 표준 Palm OS 응용 프로그램에서 인쇄한 문서 형식의 품질을 높일 수 있습
니다. 또한 Documents To Go를 사용해서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은 www.hp.com/support를 참조하십시오.

Documents To Go를 사용하면 MS Word 및 MS Excel 파일을 인쇄할 수 있습니
다. Palm OS 장치와 함께 제공되는 CD에서 Documents To Go를 찾거나
DataViz 웹 사이트 http://www.dataviz.com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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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2.11 및 Bluetooth 인쇄 개요는 802.11 및 Bluetooth 무선 인쇄를 참조하십시
오.

프린터에 한 무선 설정을 구성하는 방법에 한 자세한 정보는 802.11 무선
연결 및 Bluetooth 무선 연결을 참조하십시오.
• Printboy를 설치하려면
• 무선 카드를 설치하려면
• 표준 Palm OS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인쇄하려면
• 기본 프린터를 선택하려면(선택 사항)
• Documents To Go를 사용하여 인쇄하려면

Printboy를 설치하려면

Printboy 다운로드 및 Windows나 Mac OS에 설치에 한 자세한 정보는
www.hp.com/support를 참조하십시오.

Printboy 설치 방법은 소프트웨어와 함께 제공된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무선 카드를 설치하려면

주의 Palm OS 장치에 카드를 꽂기 전에 무선 카드 소프트웨어 파일을 설치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카드가 올바르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Palm OS 장치에 무선 기능이 없으면 제조업체의 지침에 따라 프린터에
802.11 또는 Bluetooth 무선 카드를 설치하거나 Palm 웹 사이트 http://
www.palm.com을 참조하십시오.

표준 Palm OS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인쇄하려면

Printboy를 사용하여 표준 Palm OS 응용 프로그램에서 인쇄하는 방법은
Printboy 유틸리티 또는 Palm OS 장치와 함께 제공된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Pocket PC 또는 Palm OS 장치를 사용 중이면 PDA용 도구 상자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무선 인쇄에 필요한 802.11 및 Bluetooth 무선 설정을 구성할 수 있습
니다. 자세한 내용은 PDA용 도구 상자 소프트웨어(Pocket PC 및 Palm OS)를
참조하십시오.

참고 Palm OS 장치 관련 인쇄 지침은 사용된 타사 인쇄 응용 프로그램에
따라 다릅니다. 인쇄 지침은 타사 인쇄 응용 프로그램과 함께 제공되는 문서
를 참조하십시오.

기본 프린터를 선택하려면(선택 사항)

모든 인쇄에 사용할 기본 프린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HP Officejet H470 프
린터를 기본 프린터로 선택하는 방법은 Printboy 소프트웨어와 함께 제공된 설
명서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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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uments To Go를 사용하여 인쇄하려면

Documents To Go를 사용하여 인쇄하는 방법은 소프트웨어와 함께 제공된 설
명서를 참조하거나 DataViz 웹 사이트(http://www.dataviz.com)의 정보를 참조
하십시오.

메모리 장치 사용
다음 단원에서는 메모리 카드 및 USB 플래시 드라이브에서 인쇄하는 방법에
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메모리 카드 및 USB 플래시 드라이브에서 인쇄

메모리 카드 및 USB 플래시 드라이브에서 인쇄
디지털 카메라에 SD 또는 MMC 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이 카드를 프린터에 넣
어 사진을 인쇄할 수 있습니다. 카드를 사용하여 프린터로 바로 인쇄하려면 카
메라가 DPOF(Digital Print Order Format) 1 또는 1.1을 지원해야 합니다. 디지
털 카메라가 DPOF 파일을 지원하는지 여부 및 사진 인쇄에 한 추가 지침을
확인하려면 카메라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DPOF 파일은 디지털 카메라에서 만든 파일입니다. 이 파일은 카메라 메모리
에 저장되며, 얼마나 많은 이미지가 인쇄되고 저장되는지, 어떤 이미지를 인쇄
하려고 선택했는지에 한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프린터는 메모리 카드로부
터 DPOF 파일을 읽기 때문에 인쇄 또는 저장할 이미지를 선택하기 위해 프린
터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DPOF 파일은 프린터의 USB 포트에 연결된 USB 플래시 드라이버로부터 직접
자동으로 인쇄합니다.

메모리 카드 또는 USB 플래시 드라이브에서 컴퓨터 하드 디스크로 사진을 전
송하여 HP 사진 인쇄 소프트웨어와 같은 소프트웨어 응용 프로그램에서 인쇄
할 수도 있습니다.

사진 용지를 넣는 방법에 한 자세한 정보를 보려면 용지 넣기를 참조하십시
오.

메모리 카드로부터 인쇄하려면
1. 디지털 카메라에 메모리 카드를 꽂은 상태에서 DPOF 파일을 만들어 인쇄
할 이미지를 선택합니다. 인쇄 매수와 같이 지정할 수 있는 설정은 카메라
에 따라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디지털 카메라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2. 프린터를 켭니다.
3. 적절한 용지를 넣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용지 넣기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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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음과 같이 원하는 인쇄 설정을 구성합니다.
• Windows: 도구 상자를 엽니다. 프린터 서비스 탭을 클릭한 다음 인쇄 설
정을 클릭합니다. 화 상자에서 용지 종류, 크기 및 인쇄 품질을 지정합
니다. Windows 도구 상자에 한 자세한 내용은 도구 상자(Windows)를
참조하십시오.

• Mac OS: HP 프린터 유틸리티를 엽니다. 다이렉트 출력 설정을 클릭합니
다. 화 상자에서 용지 종류, 크기 및 인쇄 품질을 지정합니다. HP 프린
터 유틸리티에 한 자세한 정보는 HP 프린터 유틸리티(Mac OS)를 참
조하십시오.

참고 도구 상자 또는 HP 프린터 유틸리티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직접 인쇄를 하기 위해 용지 설정을 점검하는 구성 페이지를 인쇄하
십시오. 이 정보는 인쇄하기 전에, 올바른 크기와 종류의 용지를 넣는
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프린터 정보 페이지 이해를 참
조하십시오.

5. DPOF 파일이 있는 올바른 카드를 프린터의 카드 슬롯에 넣습니다. 카드에
서 연결 핀 또는 구멍이 있는 면을 먼저 프린터에 놓아야 합니다.

주의 먼저 카드 커넥터가 있는 가장자리 부분을 프린터에 넣지 않으면
카드, 프린터 또는 둘 다 손상을 입게 됩니다.

카드에 DPOF 파일이 있으면 2 - 3초 후 재시작 표시등이 깜박거립니다.
6.  (재시작 버튼)을 눌러 이미지를 인쇄합니다. 프린터는 메모리 카드에 있
는 DPOF 파일을 자동으로 인식하여 파일에 설정된 사양에 따라 이미지를
인쇄합니다. 파일 용량이 큰 경우 을 누른 후 인쇄 작업을 마치는 데 약간
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주의 인쇄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메모리 카드를 제거하지 마십시오. 그렇
지 않으면, 인쇄 작업이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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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인쇄 설정 및 이미지의 복잡한 정도에 따라 인쇄 작업을 마치는 데 몇
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인쇄 작업 취소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하여 인쇄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어판:  (취소 버튼)을 누릅니다. 장치에서 현재 처리 중인 작업이 삭제됩니
다. 앞으로 처리될 작업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Windows: 컴퓨터 화면의 하단 오른쪽 구석에 있는 프린터 아이콘을 두 번 클
릭합니다. 인쇄 작업을 선택한 다음 키보드의 삭제 키를 누릅니다.
Mac OS:Printer Setup Utility(프린터 설치 유틸리티)에 있는 프린터를 두 번
클릭합니다. 인쇄 작업을 선택한 다음 Hold(보관)를 클릭한 다음 Delete(삭제)
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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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구성 및 관리
이 단원은 장치를 관리하는 관리자 또는 개인을 위한 것입니다. 이 단원에서는
다음 항목에 해 알아봅니다.
• 장치 관리
• 장치 관리 도구 사용
• 프린터 정보 페이지 이해
• 장치 구성(Windows)
• 장치 구성(Mac OS)
• 소프트웨어 제거 및 다시 설치
• 802.11 무선 연결
• Bluetooth 무선 연결

장치 관리
다음 표에서는 장치 관리에 사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도구를 보여 줍니다. 특정
절차에 다른 방법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도구 사용 및 액세스에 한 자세한 내
용은 장치 관리 도구 사용을 참조하십시오.

참고 특정 절차에는 다른 방법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Windows
• 장비 제어판
• 프린터 드라이버
• 도구 상자

Mac OS
• 장비 조절판
• HP 프린터 유틸리티
• 네트워크 프린터 설정 유틸리티
• 장치 모니터
• 장치 관리

장치 모니터
이 단원에서는 장치 모니터링에 해 설명합니다.

사용 도구 얻을 수 있는 정보...

도구 상자(Windows) 잉크 카트리지 정보: 남은 잉크량 탭을 클릭해
서 잉크량 정보를 본 다음 카트리지 세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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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도구 얻을 수 있는 정보...

로 이동하여 버튼을 클릭합니다. 카트리지 세
부 정보 버튼을 클릭하여 교체 잉크 카트리지
와 만료일에 한 정보를 봅니다.*

HP 프린터 유틸리티(Mac OS) • 잉크 카트리지 정보: 정보 및 지원 창을 열
고 소모품 상태를 클릭합니다.*

• 전원 상태: 전원 상태 버튼을 클릭합니다.

PDA 도구 상자(Pocket PC 및 Palm OS) 잉크 카트리지 정보: 남은 잉크량 탭을 클릭해
서 잉크량 정보를 본 다음 카트리지 세부 정보
로 이동하여 버튼을 클릭합니다. 카트리지 세
부 정보 버튼을 클릭하여 교체 잉크 카트리지
와 만료일에 한 정보를 봅니다.*

* 표시되는 잉크량은 예상치이므로 실제 잉크량은 다를 수 있습니다.

장치 관리
이 단원에서는 장치를 관리하고 설정을 변경하는 방법에 해 설명합니다.

사용 도구 수행할 작업

도구 상자(Windows) • 장치 유지보수 작업 수행: 서비스 탭을 클릭합니
다.

• Bluetooth 설정 구성

• WiFi 프로파일 구성

HP 프린터 유틸리티(Mac OS) • 장치 유지보수 작업 수행: 정보 및 지원 창을 열
고 수행할 작업에 한 옵션을 클릭합니다.

• WiFi 프로파일 구성

HP 네트워크 설정 유틸리티(Mac OS) WiFi 프로파일 구성

PDA 도구 상자(Pocket PC 및 Palm OS) WiFi 프로파일 구성

장치 관리 도구 사용
다음 목록에서는 장치 관리에 사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도구를 보여 줍니다.
• 도구 상자(Windows)
• HP 프린터 유틸리티(Mac OS)
• 네트워크 프린터 설정 유틸리티(Mac OS)
• PDA용 도구 상자 소프트웨어(Pocket PC 및 Palm OS)
• HP Instant Support
• myPrintMile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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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구 상자(Windows)
도구 상자는 장치에 한 유지보수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한 이 설명서 내용 중
기본 인쇄 작업 수행 및 문제 해결과 관련된 부분으로 연결되는 링크를 제공합
니다. 무선 인쇄를 위해 802.11 및 Bluetooth 무선 설정을 구성할 수도 있습니
다.

참고 컴퓨터가 시스템 요구 사항에 부합되면 전체 설치 옵션을 선택하여
Starter CD로 도구 상자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참고 도구 상자를 사용하여 모니터 상태(예: 잉크량)를 모니터하거나
Bluetooth 설정을 구성하려면 USB 케이블로 모니터와 컴퓨터를 연결해야
합니다.

참고 Pocket PC 또는 Palm OS 장치를 사용 중이면 PDA용 도구 상자 소프
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PDA용 도구 상자 소프트웨어
(Pocket PC 및 Palm OS)를 참조하십시오.

이 단원에서는 다음 항목을 다룹니다.
• 도구 상자를 여는 방법
• 도구 상자 탭

도구 상자를 여는 방법
• HP Solution Center에서 설정 메뉴를 클릭하고 인쇄 설정을 가리킨 다음 프
린터 도구 상자를 클릭합니다.

• 용지함에서 HP Digital Imaging Monitor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
고 장치를 가리킨 다음 프린터 도구 상자 디스플레이를 클릭합니다.

• 프린터 등록 정보에서 인쇄 기본 설정을 클릭하고, 기능 또는 컬러 탭을 클릭
한 다음 프린터 서비스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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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구 상자 탭

도구 상자에는 다음의 탭이 있습니다.

탭 목차

남은 잉크량 • 잉크량 정보: 각 카트리지의 예상 잉크량을 표시
합니다.

참고 보이는 잉크 양이 남아 있는 잉크 양입니
다. 실제 잉크 양은 다를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쇼핑: 장치 소모품을 온라인으로 주문할
수 있는 웹 사이트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 전화로 주문: 장치 소모품을 주문하기 위해 걸
수 있는 전화 번호를 보여줍니다. 전화 번호는 모
든 국가/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카트리지 세부 정보: 설치된 잉크 카트리지의 주
문 번호와 만료 날짜를 표시합니다.

정보 프린터 정보: myPrintMileage에 한 링크를 제공하
고 프린터 하드웨어와 잉크 카트리지 상태 정보를 표
시합니다. 정보 탭 옵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하드웨어 정보

• myPrintmileage(설치된 경우)

• HP Instant Support

• 무선 강도

• 여행 관련 정보

• 전원 상태

서비스 • 구성 페이지 인쇄: 프린터의 구성 페이지를 인쇄
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는 프린터 및 소모품
에 한 정보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은 프린터 정보 페이지 이해를 참조하십시오.

• 잉크 카트리지 정렬: 잉크 카트리지 정렬에 해
설명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잉크 카트리지 정렬
을 참조하십시오.

• 잉크 카트리지 청소: 잉크 카트리지 청소에 해
설명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잉크 카트리지 청소
를 참조하십시오.

• 색상 보정: 색상 보정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자
세한 내용은 색상 보정을 참조하십시오.

• 인쇄 설정: 용지 크기 및 인쇄 품질별 기본 인쇄
설정을 선택합니다.

• 네트워크 구성 페이지 인쇄: 프린터의 네트워크
설정을 봅니다.

• 전원 설정: 전원 끄기 시간을 설정합니다.

WiFi 프로파일 구성 WiFi를 사용한 연결 시 사용할 프로파일을 최  세
개까지 설정합니다.

참고 프린터가 Bluetooth를 통해 연결되면 WiFi 프
로파일 구성 탭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Bluetooth 설정 구성 Bluetooth 연결을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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탭 목차

참고 프린터가 WiFi를 통해 연결되면 Bluetooth 설
정 구성 탭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HP 프린터 유틸리티(Mac OS)
HP 프린터 유틸리티에 있는 도구를 사용하여 인쇄 설정 구성, 프린터 보정, 잉
크 카트리지 청소, 자가 진단 페이지 인쇄, 온라인으로 소모품 주문 및 웹 사이
트 지원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 HP 프린터 유틸리티를 여는 방법
• HP 프린터 유틸리티 패널

HP 프린터 유틸리티를 여는 방법
1. Finder(찾기)의 Go(진행) 메뉴에서 Computer(컴퓨터)를 선택합니다.
2. Library(라이브러리)를 선택한 다음 Printers(프린터)를 선택합니다.
3. hp, Utilities(유틸리티), HP Printer Selector(HP 프린터 선택기)를 차례로
선택합니다.

4. 장치를 선택하고 Launch Utility(유틸리티 시작)를 클릭합니다.

HP 프린터 유틸리티 패널

정보 및 지원 창
• 소모품 상태: 현재 설치된 잉크 카트리지에 한 정보를 표시합니다.
• 소모품 정보: 잉크 카트리지 교체 옵션을 보여줍니다.
• 장치 정보: 모델 및 일련 번호에 한 정보가 표시됩니다. 장치의 자가 진단
페이지를 인쇄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는 프린터 및 소모품에 한 정보
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프린터 정보 페이지 이해를 참조하십
시오.

• 청소: 잉크 카트리지 청소에 해 설명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잉크 카트리
지 청소를 참조하십시오.

• 정렬: 잉크 카트리지 정렬에 해 설명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잉크 카트리
지 정렬을 참조하십시오.

• 색상 보정: 색상 보정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색상 보정을 참
조하십시오.

• 제어판 언어: 자가 진단 페이지 같은 보고서를 인쇄하는 데 사용되는 언어
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 HP 지원: 장치 지원, 장치 등록, 사용한 인쇄 소모품의 반환 및 재활용에 
한 정보를 찾을 수 있는 HP 웹사이트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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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프린터 설정 유틸리티(Mac OS)
도구로 장치에 한 네트워크 설정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위치 이름
및 무선 모드와 같은 무선 설정과 TCP/IP 주소, 라우터 및 서브넷 마스크와 같
은 유선 설정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프린터 설정 유틸리티를 여는 방법
1. Finder(찾기)의 Go(진행) 메뉴에서 Computer(컴퓨터)를 선택합니다.
2. Library(라이브러리)를 선택한 다음 Printers(프린터)를 선택합니다.
3. hp, Utilities(유틸리티), Network Printer Setup Utility(네트워크 프린터 설
정 유틸리티)를 차례로 선택합니다.

4. 화면의 지시에 따라 장치에 한 네트워크 설정을 구성합니다.

PDA용 도구 상자 소프트웨어(Pocket PC 및 Palm OS)
Pocket PC 또는 Palm OS를 실행하는 PDA용 도구 상자 소프트웨어를 사용하
면 프린터에 한 상태 및 유지보수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잉크량과 배터리 잔
량을 보거나 잉크 카트리지를 정렬하고 장치 표시등을 이해하며 무선 인쇄를
위해 802.11 및 Bluetooth 무선 설정을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도구 상자 사용 방법에 한 정보가 필요하면 도구 상자 소프트웨어 설명서를
참조하거나 www.hp.com/support를 방문하십시오.

HP Instant Support
HP Instant Support는 웹 기반 문제 해결 도구입니다. 인쇄 문제의 신속한 확
인, 진단 및 해결에 도움을 줍니다.

HP Instant Support는 프린터에 해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문제 해결 요령에 쉽게 액세스: 사용자의 장치에 적합한 요령을 제공합니다.
• 특정 장치 오류 해결 방법: 사용자의 장치에서 발생한 특정 오류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에 바로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 인쇄 드라이버 업데이트 통지: 프린터 드라이버 업데이트가 있는 경우 사용
자에게 알립니다. HP Instant Support 홈 페이지에 메시지가 나타나며 메시
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여 HP 웹 사이트의 다운로드 섹션으로 바로 이동합
니다.

• 잉크 및 용지 사용 관리(myPrintMileage): 장치 소모품 사용량을 관리하고
예측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단원에서는 다음 항목을 다룹니다.
• 보안 및 개인 정보
• HP Instant Support에 액세스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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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및 개인 정보

HP Instant Support를 사용할 때 일련 번호, 오류 상태 및 상태와 같은 상세한
장치 정보가 HP로 전송됩니다. HP는 고객의 개인 정보를 존중하며 HP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 정책(welcome.hp.com/country/us/en/privacy.html)에 규정된 지
침에 따라 이 정보를 관리합니다.

참고 HP로 보내진 모든 데이터를 보려면 웹 브라우저의 보기 메뉴에서 소
스(Internet Explorer 및 Opera의 경우) 또는 페이지 소스(Netscape 및
Mozilla Firefox의 경우)를 선택합니다.

HP Instant Support에 액세스하는 방법
도구 상자(Windows): 정보 탭을 클릭하고 HP Instant Support를 클릭합니다.

myPrintMileage
myPrintMileage는 사용자가 모든 장치 사용 내역을 추적하여 장치 사용을 예측
하고 소모품 구입을 쉽게 계획하도록 HP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myPrintMileage를 사용하려면 다음을 갖추어야 합니다.
• 인터넷 연결
• 연결된 장치

myPrintMileage 웹 사이트에서 흑백 또는 컬러 잉크 모두 포함해 사용한 잉크량
과 남은 잉크량으로 인쇄할 수 있는 예상 페이지 수 등의 인쇄 분석을 알 수 있
습니다.

myPrintMileage에 액세스하는 방법
• 도구 상자(Windows): 정보 탭을 클릭한 다음 myPrintMileage를 클릭하고
화면의 지시를 따릅니다.

• Windows 작업 표시줄: Windows 작업 표시줄에서 HP Digital Imaging 아
이콘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보려는 장치를 선택한 다음
myPrintMileage를 클릭합니다.

참고 myPrintMileage를 열 때 사용되는 웹 페이지를 책갈피에 추가하지 마
십시오. 이 사이트를 책갈피에 추가하여 연결하면 페이지가 최신 정보를 표
시하지 않습니다.

프린터 정보 페이지 이해
장치 정보 페이지에는 펌웨어 버전 번호, 일련 번호, 서비스 ID, 잉크 카트리지
정보, 기본 페이지 설정 및 프린터 용지 설정과 같은 자세한 프린터 정보가 들
어 있습니다.

무선 구성 페이지에는 802.11 및 Bluetooth 연결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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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구성 페이지 또는 진단 페이지를 인쇄하는 동안에는 다른 인쇄 작업
을 하지 마십시오.

HP에 문의하기 전에 진단 및 구성 페이지를 인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제어판에서 장치 정보 페이지 인쇄
프린터에 연결하지 않고도 프린터 제어판에서 다음 장치 정보 페이지를 인쇄
할 수 있습니다.

진단 페이지를 인쇄하려면
 (전원 버튼)을 누른 채  (재시작 버튼)을 네 번 누릅니다.

구성 페이지를 인쇄하려면
 (전원 버튼)을 누른 채  (취소 버튼)을 네 번 누릅니다.
구성 페이지를 사용하면 현재의 프린터 설정, 잉크 공급 상태 및 잉크 카트리지
상태를 보고 프린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무선 구성 페이지를 인쇄하려면
 (전원 버튼)을 누른 채로  (취소 버튼)을 두 번 누르고  (재시작 버튼)을 일
곱 번 누릅니다.
무선 구성 페이지에서는 서로 다른 프로파일에 한 802.11 설정과 같은
802.11 정보와 Bluetooth 장치 이름과 같은 Bluetooth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데모 페이지를 인쇄하려면
 (전원 버튼)을 누른 채  (재시작 버튼)을 한 번 누릅니다.
데모 페이지를 인쇄하여 프린터가 작동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린터가
컴퓨터에 올바르게 연결되어 있는지 또는 프린터 소프트웨어가 올바르게 작동
하는지 확인하려면 Windows의 경우 프린터 속성 화 상자의 일반 탭에서,
Mac OS의 경우 HP 프린터 유틸리티 장치 정보 패널의 구성 페이지에서 테스
트 페이지를 인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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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에서 장치 정보 페이지 인쇄
프린터에 연결하여 프린터 소프트웨어에서 다음 장치 정보 페이지를 인쇄할
수 있습니다.

도구 상자(Windows)에서 테스트 페이지를 인쇄하려면
1. 도구 상자를 엽니다. 자세한 내용은 도구 상자(Windows)를 참조하십시오.
2. 프린터 서비스 탭을 클릭합니다.
3. 구성 페이지 인쇄를 클릭합니다.

참고 Pocket PC 또는 Palm OS 장치를 사용 중이면 PDA용 도구 상자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PDA용 도구 상자 소
프트웨어(Pocket PC 및 Palm OS)를 참조하십시오.

프린터 드라이버에서 구성 페이지를 인쇄하려면(Windows)
1. 프린터 드라이버를 엽니다.
2. 등록 정보를 클릭합니다.
3. 서비스 탭을 클릭합니다.
4. 구성 페이지 인쇄를 클릭합니다.

HP 프린터 유틸리티(Mac OS)에서 테스트 페이지를 인쇄하려면
1. HP 프린터 유틸리티를 엽니다. HP 프린터 유틸리티(Mac OS)를 참조하십
시오.

2. 테스트 패널에서 Print Test Page(테스트 페이지 인쇄)를 클릭합니다.

장치 구성(Windows)
컴퓨터에 장치를 직접 연결하거나 네트워크의 다른 사용자와 장치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참고 설치 프로그램을 실행하려면 컴퓨터 시스템에 Microsoft Internet
Explorer 6.0을 설치해야 합니다.

또한 Windows 2000, Windows XP, Windows Server 2003 또는 Windows
Vista에 프린터 드라이버를 설치하려면 관리자 권한이 필요합니다.

장치를 설치할 때 소프트웨어를 먼저 설치한 후에 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좋습
니다. 설치 프로그램을 사용할 경우 설치가 쉽기 때문입니다. 케이블을 먼저 연
결한 경우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기 전에 장치를 연결하려면을 참조하십시오.

직접 연결
USB 케이블을 사용하여 장치를 컴퓨터에 직접 연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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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Windows를 실행 중인 컴퓨터에 장치를 연결
한 경우 장치 소프트웨어를 다시 설치하지 않고도 USB 케이블을 사용하여
동일한 컴퓨터에 장치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장치를 설치할 때 소프트웨어를 먼저 설치한 후에 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좋습
니다. 설치 프로그램을 사용할 경우 설치가 쉽기 때문입니다. 케이블을 먼저 연
결한 경우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기 전에 장치를 연결하려면을 참조하십시오.

장치를 연결하기 전에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방법(권장)
1. 실행 중인 모든 응용 프로그램을 닫습니다.
2. Starter CD를 CD 드라이브에 넣습니다. CD 메뉴가 자동으로 실행됩니다.

CD 메뉴가 자동으로 실행되지 않으면 Starter CD에 있는 설치 프로그램 아
이콘을 두 번 클릭합니다.

3. CD 메뉴에서 사용할 연결 방법에 해당하는 버튼을 클릭한 다음 화면 지시
를 따릅니다.

4. 메시지가 나타나면 장치를 켜고 USB 케이블을 사용하여 프린터를 컴퓨터
에 연결합니다. 새 하드웨어 발견 마법사가 컴퓨터 화면에 표시되고 프린터
폴더에 장치 아이콘이 생깁니다.

참고 나중에 장치를 사용할 때 USB 케이블을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로컬 공유 네트워킹이라는 간단한 형태의 네트워킹을 사용하는 다른
컴퓨터와 장치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로컬로 공유되는 네트
워크에서 장치를 공유하려면을 참조하십시오.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기 전에 장치를 연결하려면

장치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기 전에 장치를 연결한 경우 컴퓨터 화면에 새 하드웨
어 발견 마법사가 나타납니다.

참고 장치를 켠 경우 설치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동안 장치를 끄거나 프린터
에서 케이블을 분리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설치 프로그램이 완료되지 않습
니다.

1. 프린터 드라이버 검색 방법을 표시하는 새 하드웨어 발견 화 상자에서 고
급 옵션을 선택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참고 새 하드웨어 발견 마법사가 프린터 드라이버를 자동으로 검색하게
하지 마십시오.

2. 드라이버 위치 지정을 위한 확인란을 선택하고 다른 확인란은 선택하지 마
십시오.

3. Starter CD를 CD 드라이브에 넣습니다. CD 메뉴가 나타나면 닫습니다.
4. Starter CD에서 루트 디렉토리(예: D)를 찾은 다음 확인을 클릭합니다.
5. 다음을 클릭하고 화면의 지시를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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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마침을 클릭하여 새 하드웨어 발견 마법사를 닫습니다. 마법사가 설치 프로
그램을 자동으로 시작합니다(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음).

7. 설치 프로세스를 완료합니다.

참고 또한 로컬 공유 네트워킹이라는 간단한 형태의 네트워킹을 사용하는
다른 컴퓨터와 장치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로컬로 공유되는
네트워크에서 장치를 공유하려면을 참조하십시오.

로컬로 공유되는 네트워크에서 장치를 공유하려면

로컬 공유 네트워크에서 장치는 선택한 컴퓨터(서버)의 USB 커넥터에 직접 연
결되고 다른 컴퓨터(클라이언트)에서 공유합니다.

참고 직접 연결된 장치를 공유할 때는 최신 운영 체제가 설치된 컴퓨터를
서버로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Windows XP를 사용하는 컴퓨터와 이전 버
전의 Windows를 사용하는 컴퓨터가 있다면 Windows XP를 실행하는 컴퓨
터를 서버로 사용합니다.

이 구성은 소규모 그룹이나 사용량이 많지 않을 때 사용합니다. 많은 사용자
가 장치에 인쇄하면 연결된 컴퓨터가 느려집니다.

1. 시작을 클릭하고 설정을 가리킨 다음 프린터 또는 프린터 및 팩스를 클릭합
니다.
-또는-
시작, 제어판을 차례로 클릭한 다음 프린터를 두 번 클릭합니다.

2. 장치 아이콘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속성을 클릭한 다음 공유
탭을 클릭합니다.

3. 장치 공유를 위한 옵션을 클릭하고 장치의 공유 이름을 지정합니다.
4. 다른 버전의 Windows를 사용하는 클라이언트 컴퓨터와 장치를 공유하는
경우 추가 드라이버를 클릭해서 해당 Windows 버전의 드라이버를 설치합니
다. CD 드라이브에 Starter CD가 삽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장치 구성(Mac OS)
USB 케이블을 사용하여 단일 Macintosh 컴퓨터에서 장치를 사용하거나 네트
워크의 다른 사용자와 장치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 단원에서는 다음 항목을 다룹니다.
•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려면
• 로컬로 공유되는 네트워크에서 장치를 공유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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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를 설치하려면
1. USB 케이블을 사용하여 장치를 컴퓨터에 연결합니다.
2. Starter CD를 CD 드라이브에 넣습니다. 바탕 화면에서 CD 아이콘을 두 번
클릭한 다음 설치 프로그램 아이콘을 두 번 클릭합니다. 또한 Starter CD에
서 설치 프로그램 폴더를 찾을 수 있습니다.

3. 소프트웨어 설치를 클릭하고 화면의 지시를 따릅니다.
4. 필요한 경우 장치를 다른 Macintosh 컴퓨터 사용자와 공유합니다.
직접 연결: 다른 Macintosh 컴퓨터 사용자와 장치를 공유합니다. 자세한 내
용은 로컬로 공유되는 네트워크에서 장치를 공유하는 방법을 참조하십시오.

로컬로 공유되는 네트워크에서 장치를 공유하는 방법
장치를 직접 연결하는 경우 로컬 공유 네트워킹이라는 간단한 형태의 네트워킹
을 사용하는 다른 컴퓨터와 장치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 구성은 소규모 그룹
이나 사용량이 많지 않을 때 사용합니다. 많은 사용자가 장치에 인쇄하면 연결
된 컴퓨터가 느려집니다.

Mac OS 환경에서 공유를 위한 기본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Macintosh 컴퓨터가 TCP/IP를 사용하여 네트워크상에서 통신하고 IP 주소
가 있어야 합니다. AppleTalk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공유 장치는 호스트 Macintosh 컴퓨터에 내장된 USB 포트에 연결해야 합니
다.

• 공유 장치를 사용하는 호스트 Macintosh 컴퓨터 및 클라이언트 Macintosh
컴퓨터에는 장치 공유 소프트웨어와 프린터 드라이버 또는 장치용 PPD가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설치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장치 공유 소프트웨어
및 관련 도움말 파일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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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B 장치 공유에 한 자세한 내용은 Apple 웹 사이트(www.apple.com)에서
제공하는 지원 정보 또는 컴퓨터에 있는 Apple Macintosh 도움말을 참조하십시
오.

Mac OS를 사용하는 컴퓨터에서 장치를 공유하는 방법
1. 프린터에 연결된 모든 Macintosh 컴퓨터(호스트 및 클라이언트)에서 프린
터 공유를 활성화합니다. 사용하는 OS 버전에 따라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
십시오.
• Mac OS 10.3: System Preferences(시스템 환경 설정)를 열고 Print

&amp; Fax(인쇄 및 팩스)를 클릭한 다음 Share my printers with
other computers(다른 컴퓨터와 내 프린터 공유) 옆의 확인란을 선택합
니다.

• Mac OS 10.4: System Preferences(시스템 환경 설정)를 열고 Print
&amp; Fax(인쇄 및 팩스)를 클릭하고 Sharing(공유) 탭을 클릭하고
Share these printers with other computers(다른 컴퓨터와 내 프린터
공유) 옆의 확인란을 선택한 다음 공유할 프린터를 선택합니다.

2. 네트워크의 다른 Macintosh 컴퓨터(클라이언트)에서 인쇄하려면 다음을 수
행하십시오.
a. File(파일)을 클릭한 다음 인쇄할 문서에서 Page Setup(페이지 설정)을
선택합니다.

b. Format for(형식) 옆의 드롭다운 메뉴에서 Shared Printers(공유 프린
터)를 선택한 다음 장치를 선택합니다.

c. Paper Size(용지 크기)를 선택한 다음 OK(승인)를 클릭합니다.
d. 문서에서 File(파일)을 클릭한 다음 Print(인쇄)를 선택합니다.
e. Printer(프린터) 옆의 드롭다운 메뉴에서 Shared Printers(공유 프린터)
를 선택한 다음 장치를 선택합니다.

f. 필요할 경우 추가 설정을 수행한 다음 Print(인쇄)를 클릭합니다.

소프트웨어 제거 및 다시 설치
설치가 불완전하거나 소프트웨어 설치 화면에서 지시가 있기 전에 컴퓨터에
USB 케이블을 연결한 경우 소프트웨어를 제거하고 다시 설치해야 할 수 있습
니다. 컴퓨터에서 단순히 장치 응용 프로그램 파일만 삭제하면 안됩니다. 장치
와 함께 제공된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때 제공된 제거 유틸리티를 사용하여 파
일을 올바르게 제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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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dows 컴퓨터에서 소프트웨어를 제거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으며
Macintosh에서는 한 가지 방법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Windows 컴퓨터에서 제거하는 방법 1
1. 컴퓨터에서 장치를 분리합니다. 소프트웨어 재설치가 완료될 때까지 장치
를 컴퓨터에 연결하지 마십시오.

2. 전원 버튼을 눌러서 장치를 끕니다.
3. 컴퓨터의 CD-ROM 드라이브에 장치 Starter CD-ROM을 넣은 다음 설치 프
로그램을 시작합니다.

4. 화면 지침을 따릅니다.
5. 공유 파일을 제거하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이 나오면 아니요를 클릭합니다.
파일을 삭제하면 이 파일을 사용하는 기타 프로그램이 작동하지 않을 수 있
습니다.

6. 컴퓨터를 다시 시작합니다.
7. 소프트웨어를 제거하려면 장치 Starter CD를 컴퓨터의 CD-ROM 드라이브
에 넣고 화면 지시를 따르면 장치를 연결하기 전에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방법(권장)이 표시됩니다.

8.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었으면 장치를 컴퓨터에 연결합니다.
9. 전원 버튼을 눌러서 장치를 켭니다.
장치를 연결하여 켠 다음 모든 Plug and Play 이벤트가 완료될 때까지 몇 분
기다려야 합니다.

10.화면 지침을 따릅니다.
소프트웨어 설치가 끝나면 Windows 시스템 트레이에 HP Digital Imaging
Monitor 아이콘이 나타납니다.

Windows 컴퓨터에서 소프트웨어를 제거하는 방법 2

참고 이 방법은 Windows 시작 메뉴에서 제거를 사용할 수 없을 때 사용합
니다.

1. Windows 작업 표시줄에서 시작을 클릭하고 설정, 제어판을 차례로 선택한
다음 프로그램 추가/제거를 클릭합니다.
-또는-
시작, 제어판을 차례로 클릭한 다음 프로그램 및 기능을 두 번 클릭합니다.

2. 제거할 장치를 선택한 다음 변경/제거 또는 삭제/변경을 클릭합니다.
3. 컴퓨터에서 장치를 분리합니다.
4. 컴퓨터를 다시 시작합니다.

참고 컴퓨터를 다시 시작하기 전에 장치를 해제해야 합니다. 소프트웨
어 재설치가 완료될 때까지 장치를 컴퓨터에 연결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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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컴퓨터의 CD-ROM 드라이브에 장치 Starter CD-ROM을 넣은 다음 설치 프
로그램을 시작합니다.

6. 화면 지시를 따르면 장치를 연결하기 전에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방법(권
장)이 표시됩니다.

Windows 컴퓨터에서 소프트웨어를 제거하는 방법 3

참고 이 방법은 Windows 시작 메뉴에서 제거를 사용할 수 없을 때 사용합
니다.

1. 컴퓨터의 CD-ROM 드라이브에 장치 Starter CD-ROM을 넣은 다음 설치 프
로그램을 시작합니다.

2. 컴퓨터에서 장치를 분리합니다.
3. 제거를 선택하고 화면의 지시를 따릅니다.
4. 컴퓨터를 다시 시작합니다.

참고 컴퓨터를 다시 시작하기 전에 장치를 해제해야 합니다. 소프트웨
어 재설치가 완료될 때까지 장치를 컴퓨터에 연결하지 마십시오.

5. 장치 설치 프로그램을 다시 시작합니다.
6. 설치를 선택합니다.
7. 화면 지시를 따르면 장치를 연결하기 전에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방법(권
장)이 표시됩니다.

Macintosh 컴퓨터에서 제거하는 방법
1. HP Device Manager(HP 장치 관리자)를 시작합니다.
2. Information and Settings(정보 및 설정)를 클릭합니다.
3. 풀다운 메뉴에서 Uninstall your HP Software(HP 소프트웨어 제거)를 선택
합니다.
화면 지침을 따릅니다.

4. 소프트웨어를 제거한 후에 컴퓨터를 다시 시작하십시오.
5. 소프트웨어를 다시 설치하려면 컴퓨터의 CD-ROM 드라이버에 장치

Starter CD를 넣습니다.
6. 바탕 화면에서 CD-ROM을 연 다음 HP Installer(HP 설치기)를 두 번 클릭합
니다.

7. 화면 지시를 따르면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려면이 표시됩니다.

802.11 무선 연결
이 단원에서는 802.11 무선 연결에 맞게 프린터를 설정 및 구성하는 방법을 설
명합니다. 이 모바일 장치가 하나의 컴퓨터와 무선으로 통신하도록 설정하는
데는 "애드혹"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무선 액세스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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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P)을 사용하는 기존의 "인프라" 네트워크에서 프린터를 설정할 수도 있습
니다. 802.11 무선 인쇄 개요는 802.11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참고 802.11 인쇄는 특정 장치 모델에 포함되어 있는 802.11 무선 프린터
부속품을 사용하여 수행할 수 있습니다. 802.11 무선 프린터 부속품에 한
설명과 그림은 802.11 및 Bluetooth 부속품 설치 및 사용을 참조하십시오.
또한 보내는 장치에 802.11 기능이 내장되어 있거나 802.11 무선 카드가 설
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 무선 프로파일 스위치 정보
• 802.11 무선 네트워크 설정 이해
• 출고 시 기본값을 사용하여 802.11 설정
• 기존(비기본) 네트워크에 맞게 802.11 설정
• 802.11 무선 프로파일 구성 및 사용
• 무선 프로파일 스위치 사용
• 802.11 무선 프로파일을 출고 시 기본값으로 재설정
• 802.11에 맞게 여러 개의 프린터 구성(Windows)

무선 프로파일 스위치 정보
프린터에는 최  세 개의 802.11 컴퓨터 또는 네트워크에 한 설정을 저장할
수 있도록 802.11 무선 프로파일 스위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스위치를 사
용하면 프린터를 집에서 사무실로 또는 세 개의 무선 네트워크 환경들 간에 쉽
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Starter CD로부터 프린터 드라이버를 설치하고 연결 유형으로 무선을 선택한
경우 802.11 무선 프로파일 설정이 현재 무선 프로파일 스위치 위치에 저장됩
니다. 무선 연결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면 사용할 무선 네트워크에
맞도록 세 가지 무선 프로파일 설정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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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스위치 위치(1, 2, 3)에 사용되는 무선 프로파일 설정은 다음 도구를 사용하
여 구성할 수 있습니다.
• 도구 상자(Windows): 도구 상자가 프린터와 통신 중이면 해당 도구 상자를
사용하여 무선 프로파일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참고 Pocket PC 또는 Palm OS 장치를 사용 중이면 PDA용 도구 상자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PDA용 도구 상자 소
프트웨어(Pocket PC 및 Palm OS)를 참조하십시오.

• 무선 프로파일 구성 유틸리티(Windows): 이 도구를 사용하면 USB 플래시
드라이브를 사용하여 한 번에 여러 개의 프린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세
한 내용은 802.11에 맞게 여러 개의 프린터 구성(Windows)을 참조하십시
오.

• HP 네트워크 설정 도구(Mac OS): 이 도구는 설치 도중 자동으로 시작되며,
802.11 무선 프로파일을 구성하기 위해 나중에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
한 내용은 HP 프린터 유틸리티(Mac OS)를 참조하십시오.

소프트웨어 설치 후 802.11 무선 프로파일을 구성하는 방법은 802.11 무선 프
로파일 구성 및 사용을 참조하십시오.

802.11 무선 네트워크 설정 이해
802.11 무선 네트워크에 연결하려면 해당 네트워크 설정을 알고 있어야 합니
다. 네트워크에 한 설정을 모르면 네트워크 관리자에게 이 정보를 받아야 합
니다.

각 프로파일에 해 다음 802.11 옵션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무선 네트워크 이름(SSID)
기본적으로 프린터는 hpsetup이라는 애드혹 네트워크를 찾습니다. 이것이 무
선 네트워크 이름(SSID)입니다. SSID는 네트워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통신 모드:

802.11 연결을 위한 통신 모드 옵션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 애드혹(권장): 애드혹 네트워크에서는 프린터가 애드혹 통신 모드로 설정되
고 무선 액세스 포인트(WAP)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무선 장치와 직접 통신
합니다.

• 인프라: 인프라스트럭처 네트워크에서는 장치가 인프라스트럭처 통신 모드
로 설정되고 네트워크의 다른 장치가 유선인지 또는 무선인지에 상관없이
WAP를 통해 해당 장치와 통신합니다. WAP는 일반적으로 소규모 네트워크
에서 라우터 또는 게이트웨이로서 동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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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 보안 설정
• 네트워크 인증: 프린터의 출고 시 기본 설정값은 개방형 네트워크입니다. 이
러한 네트워크는 인증 또는 암호화를 위한 보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 데이터 암호화: WEP(Wired Equivalent Privacy)는 무선 장치들 간에 라디오
파를 통해 전송된 데이터를 암호화함으로써 보안을 제공합니다. WEP 가능
네트워크의 장치는 데이터 암호화를 위해 WEP 키를 사용합니다. 네트워크
에서 WEP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되는 WEP 키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데이터 암호화가 사용되지 않도록 설정한 경우에는 프린터가 hpsetup이라
는 개방형 무선 네트워크를 찾아서 자동으로 연결하려고 시도합니다.
애드혹 네트워크의 모든 장치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802.11과 호환되어야 함
◦ 통신 모드로 애드혹을 가져야 함
◦ 같은 네트워크 이름 SSID를 가져야 함
◦ 같은 서브넷에 있어야 함
◦ 같은 채널에 있어야 함
◦ 같은 802.11 보안 설정을 가져야 함

출고 시 기본값을 사용하여 802.11 설정
출고시 기본 무선 네트워크 설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통신 모드: ad hoc
• 네트워크 이름(SSID): hpsetup
• 보안(암호화): 사용 안함

참고 Mac OS에서 애드혹 네트워크는 컴퓨터  컴퓨터의 네트워크를 말합
니다.

이 단원에서는 다음 항목을 다룹니다.
• USB 케이블로 애드혹 모드와 출고 시 기본값을 사용하여 설정하려면

(Windows 및 Mac OS)
• USB 케이블 없이 애드혹 모드 및 출고 시 기본값을 사용하여 프린터를 설정
하려면(Windows)

• USB 케이블 없이 출고 시 기본값을 사용하여 컴퓨터  컴퓨터(애드혹) 연
결을 설정하려면(Mac OS)

USB 케이블로 애드혹 모드와 출고 시 기본값을 사용하여 설정하려면(Windows 및 Mac
OS)

임시로 연결하는 데 사용할 USB 케이블이 있는 경우 기본 설정값을 사용하여
무선 애드혹 네트워크(Windows) 또는 컴퓨터  컴퓨터 네트워크(Mac OS)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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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프린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에 따라 출고 시 기본 애드혹 네트워
크 설정을 사용하여 프린터에 연결합니다.
1. 실행 중인 응용 프로그램을 닫습니다.
2. Starter CD를 CD 드라이브에 넣습니다. CD 메뉴가 자동으로 실행됩니다.

CD 메뉴가 자동으로 실행되지 않으면 Starter CD에 있는 설치 아이콘을 두
번 클릭합니다.

3. CD 메뉴에서 사용할 연결 방법에 해당하는 버튼을 클릭합니다.
4. 화면상의 지침에 따라 소프트웨어 설치를 마치고, 메시지가 나타나면 임시
로 USB 케이블을 연결합니다. Mac OS에만 해당: HP 네트워크 설정 도구
를 사용하여 설치를 마칩니다. 이 도구는 설치 도중 자동으로 시작됩니다.

프린터를 설정한 후 추가 802.11 무선 프로파일을 구성하려면 802.11 무선 프
로파일 구성 및 사용을 참조하십시오.

USB 케이블 없이 애드혹 모드 및 출고 시 기본값을 사용하여 프린터를 설정하려면
(Windows)

USB 케이블이 없는 경우에도 기본 설정을 사용하여 무선 애드혹 네트워크에
서 프린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에 따라 출고 시 기본 애드혹 네트워
크 설정을 사용하여 프린터에 연결합니다.
1. 컴퓨터의 무선 네트워크 카드용 구성 유틸리티를 열고 다음을 수행합니다.

a. 다음 값을 갖는 새 무선 프로파일을 만듭니다.
• 통신 모드: ad hoc
• 네트워크 이름(SSID): hpsetup
• 보안(암호화): 사용 안함

b. 프로파일을 활성화합니다.
2. 프린터가 IP 주소를 가져오도록 2분 정도 기다린 다음 무선 설정 페이지를
인쇄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어판에서 장치 정보 페이지 인쇄를 참조하십
시오.

3. 구성 페이지에서 다음 프린터 네트워크 설정을 확인합니다.
• 통신 모드: ad hoc
• 네트워크 이름(SSID): hpsetup
• IP 주소가 0.0.0.0이 아닌지

참고 위 정보 중 하나라도 틀리면 위의 단계를 반복하십시오.

4. 실행 중인 응용 프로그램을 닫습니다.
5. Starter CD를 CD 드라이브에 넣습니다. CD 메뉴가 자동으로 실행됩니다.

CD 메뉴가 자동으로 시작되지 않으면 Starter CD에서 설정 아이콘을 두 번
클릭합니다.

6. CD 메뉴에서 사용할 연결 방법에 해당하는 버튼을 클릭합니다.
7. 화면상의 지침에 따라 소프트웨어 설치를 완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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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린터를 설정한 후 추가 802.11 무선 프로파일을 구성하려면 802.11 무선 프
로파일 구성 및 사용을 참조하십시오.

USB 케이블 없이 출고 시 기본값을 사용하여 컴퓨터  컴퓨터(애드혹) 연결을 설정하려
면(Mac OS)

USB 케이블이 없는 경우에도 기본 설정을 사용하여 무선 컴퓨터  컴퓨터(애
드혹) 네트워크에서 프린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에 따라 출고 시 기
본 설정을 사용하여 프린터에 연결합니다.
1. 무선 구성 페이지를 인쇄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어판에서 장치 정보 페이
지 인쇄를 참조하십시오.

2. AirPort Setup Assistant를 열어서 화면상의 지침을 따라 기존 무선 네트워크
를 연결합니다. 연결할 기존 네트워크로는 hpsetup을 사용하십시오.

3. Starter CD를 CD 드라이브에 넣습니다. CD 메뉴가 자동으로 실행됩니다.
CD 메뉴가 자동으로 실행되지 않으면 Starter CD에 있는 설치 아이콘을 두
번 클릭합니다.

4. CD 메뉴에서 드라이버 설치를 클릭합니다.
5. 연결 유형 화면에서 Wireless Network(무선 네트워크)를 선택한 다음

Done(완료)을 클릭합니다.
6. 시작 화면에서 Continue(계속)를 클릭합니다.
7. 프린터 목록의 드롭다운 메뉴에서 Wireless(무선)를 선택합니다.
8. 프린터 이름 목록에서 프린터를 선택한 다음 Continue(계속)를 클릭합니다.
목록에 프린터가 없으면 잠시 기다렸다가 Rescan(다시 검색)을 클릭합니
다.

9. 네트워크 이름으로 hpsetup을 입력한 다음 Apply(적용)를 클릭합니다.
10.무선 보안으로 None(없음)을 선택하고 OK(확인)를 클릭합니다.
11.Send Settings(설정 보내기)를 클릭하여 해당 설정을 프린터로 보냅니다.
프린터를 설정한 후 추가 802.11 무선 프로파일을 구성하려면 802.11 무선 프
로파일 구성 및 사용을 참조하십시오.

참고 HP Officejet H470은 Mac OS Classic 환경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기존(비기본) 네트워크에 맞게 802.11 설정
출고 시 기본값 외의 설정을 사용하여 기존 네트워크에 연결하려고 하는데(예:
인프라 네트워크) 이미 출고 시 기본값을 사용한 무선 연결이 되어 있는 경우에
는 도구 상자(Windows) 또는 HP 네트워크 설정 도구(Mac OS)를 사용하여 세
가지 무선 프로파일 스위치 위치 중 하나에 한 네트워크 설정을 입력할 수 있
습니다. 802.11 무선 프로파일 구성 및 사용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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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무선 연결된 프린터를 사용하려면 Starter CD에서 설정을 한 번 이상
실행하여 무선 연결을 해야 합니다. 하나의 무선 설정을 수행한 후 무선 프
로파일 스위치에서 새로운 무선 프로파일을 구성하여 추가 무선 네트워크
에 프린터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 단원에서는 다음 항목을 다룹니다.
• USB 케이블을 사용하여 기존 네트워크에서 설정하려면(Windows 또는

Mac OS)
• USB 케이블을 사용하지 않고 기존 네트워크에서 설정하려면

USB 케이블을 사용하여 기존 네트워크에서 설정하려면(Windows 또는 Mac OS)

임시 연결에 사용할 USB 케이블이 있으면 무선 네트워크에서 프린터를 설정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에 따라 프린터에 무선으로 연결합니다.
1. 무선 네트워크에 해 필요한 모든 설정을 확인해 둡니다. 802.11 무선 네트
워크 설정 이해를 참조하십시오.

2. 실행 중인 응용 프로그램을 닫습니다.
3. Starter CD를 CD 드라이브에 넣습니다. CD 메뉴가 자동으로 실행됩니다.

CD 메뉴에서 사용할 연결 방법에 해당하는 버튼을 클릭합니다.
4. CD 메뉴에서 설치(Windows) 또는 Install Driver(드라이버 설치)(Mac OS)
를 클릭합니다.

5. 화면상의 지침에 따라 소프트웨어 설치를 완료합니다.
a. 화 상자에 무선 네트워크 설정을 입력합니다.
b. 메시지가 나타나면 임시로 USB 케이블을 연결합니다.
c. Mac OS에만 해당: HP 네트워크 설정 도구를 사용하여 설치를 마칩니
다. 이 도구는 설치 도중 자동으로 시작됩니다.

프린터를 설정한 후 추가 802.11 무선 프로파일을 구성하려면 802.11 무선 프
로파일 구성 및 사용을 참조하십시오.

USB 케이블을 사용하지 않고 기존 네트워크에서 설정하려면

이 단원에서는 다음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 출고 시 기본값 외의 설정을 사
용하여 기존 네트워크에 연결하거나 출고 시 기본값을 사용하지 않는 새로운
애드혹 네트워크(Windows) 또는 컴퓨터  컴퓨터(Mac OS) 네트워크를 설정
하는 방법에 해 설명합니다.
• 사용자 컴퓨터에 802.11이 있습니다.
• USB 케이블이 없습니다.
• 프린터를 무선 연결이 가능하도록 설정한 적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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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이 모두 사실이면 다음을 수행하십시오.
1. 출고 시 기본값을 사용하여 무선 연결이 가능하도록 프린터를 설정합니다.
출고 시 기본값을 사용하여 802.11 설정을 참조하십시오.

2. 도구 상자(Windows) 또는 HP 네트워크 설정 도구(Mac OS)를 사용하여 원
하는 네트워크 설정에 맞도록 세 가지 무선 프로파일 스위치 위치 중 하나
를 구성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802.11 무선 프로파일 구성 및 사용을 참조하
십시오.

802.11 무선 프로파일 구성 및 사용
프린터에는 최  세 개의 802.11 컴퓨터 또는 네트워크에 한 설정을 저장할
수 있도록 802.11 무선 프로파일 스위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스위치를 사
용하면 프린터를 집에서 사무실로 또는 세 개의 무선 네트워크 환경들 간에 쉽
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도구 상자(Windows) 또는 HP 네트워크 설정 도구(Mac OS)를 사용하여 이러
한 무선 프로파일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도구 상자(Windows)
및 네트워크 프린터 설정 유틸리티(Mac OS)를 참조하십시오.

참고 도구 상자(Windows) 또는 HP 네트워크 설정 도구(Mac OS)를 사용하
여 이러한 무선 프로파일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도구 상자
(Windows) 및 네트워크 프린터 설정 유틸리티(Mac OS)를 참조하십시오.

무선 프로파일을 구성한 후 무선 구성 페이지를 인쇄하여 프로파일 설정 목록
과 프로파일이 올바르게 설정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
용은 프린터 정보 페이지 이해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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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이상의 무선 프로파일을 구성한 후에는 프린터의 무선 프로파일 스위치를
사용하여 서로 다른 프로파일 간에 전환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선 프
로파일 스위치 사용을 참조하십시오.

무선 프로파일 구성 유틸리티(Windows)를 사용하여 설정이 같은 프린터를 여
러 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802.11에 맞게 여러 개의 프린터 구성
(Windows)을 참조하십시오.

이 단원에서는 다음 항목을 다룹니다.
• 802.11 무선 프로파일을 구성하려면(Windows)
• 802.11 무선 프로파일을 구성하려면(Mac OS)

802.11 무선 프로파일을 구성하려면(Windows)

이 단원에서는 도구 상자가 프린터와 통신한다고 가정합니다.

참고 무선 연결된 프린터를 사용하려면 Starter CD에서 설정을 한 번 이상
실행하여 무선 연결을 해야 합니다. 한 번의 설정을 수행하여 무선 연결을
한 후 새로운 무선 프로파일을 구성하거나 무선 프로파일 스위치 위치를 변
경하여 추가 네트워크에 프린터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참고 도구 상자에 잉크량이 표시되지 않으면 도구 상자가 프린터와 통신 중
인 것입니다.

1. 도구 상자를 엽니다. 자세한 내용은 도구 상자(Windows)를 참조하십시오.
2. WiFi 프로파일 구성 탭을 클릭합니다.
3. 수정할 무선 프로파일을 선택합니다.

참고 파란색 점은 현재 선택된 WiFi 프로파일을 나타냅니다.

4. 구성을 클릭합니다.
5. 연결할 네트워크의 무선 프로파일 정보를 입력하고 마침을 클릭합니다.

802.11 무선 프로파일을 구성하려면(Mac OS)
1. 프린터의 무선 프로파일 스위치를 사용하여 구성할 프로파일을 선택합니
다. 자세한 내용은 무선 프로파일 스위치 사용을 참조하십시오.

2. 바탕 화면에서 Macintosh HD를 두 번 클릭합니다.
3. Library(라이브러리)를 선택한 다음 Printers(프린터)를 선택합니다.
4. hp, 유틸리티, HP 네트워크 설정 도구를 차례로 선택합니다.
5. 시작 화면에서 Continue(계속)를 클릭합니다.
6. 프린터 목록의 드롭다운 메뉴에서 Wireless(무선)를 선택하고, 현재 프린터
가 USB 케이블을 통해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USB를 선택합니다.

7. 프린터 이름 목록에서 프린터를 선택한 다음 Continue(계속)를 클릭합니다.
목록에 프린터가 없으면 잠시 기다렸다가 Rescan(다시 검색)을 클릭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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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무선 프로파일 정보를 입력하고 Apply(적용)를 클릭합니다.
9. Send Settings(설정 보내기)를 클릭하여 해당 설정을 프린터로 보냅니다.

무선 프로파일 스위치 사용
소프트웨어에서 구성한 각 프로파일(1, 2, 3)은 프린터의 무선 프로파일 스위치
위치(1, 2, 3)에 해당합니다. "현재" 프로파일은 무선 프로파일 스위치의 현재 위
치(1, 2 또는 3)입니다.

참고 무선 구성 페이지를 인쇄하여 프로파일 설정 목록을 가져오고 프로파
일이 올바르게 설정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프
린터 정보 페이지 이해를 참조하십시오.

특정 설정 프로파일에서 인쇄하려면
1. 무선 프로파일 스위치의 번호를 특정 프로파일의 번호로 변경합니다.

2. 컴퓨터에 있는 무선 네트워크를 특정 프로파일에 놓이도록 변경합니다.
3. 설치된 프린터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인쇄 작업을 전송합니다.

둘 이상의 무선 프로파일을 구성한 후에는 프린터의 무선 프로파일 스위치를
사용하여 서로 다른 프로파일 간에 전환할 수 있습니다.

가령 인프라 환경(예: 사무실)에서 인쇄할 수 있도록 프로파일 1을 구성하고 애
드혹 환경(예: 사무실 밖 또는 도로상)에서 인쇄할 수 있도록 프로파일 2를 구성
한 경우 해당 프로파일들 간에 전환하려면 1과 2 사이에서 스위치를 바꾸기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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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 작업을 전송하기 전에, 사용할 프로파일에 맞도록 스위치를 올바른 위치
(1, 2 또는 3)에 맞추십시오. 예를 들어, 이동 중 도로상에 있고, 이미 도로상에
서의 애드혹 무선 인쇄를 위해 스위치 위치 2를 구성한 경우 인쇄 작업을 전송
하기 전에 스위치를 위치 2로 옮기십시오.

참고 하나의 무선 프로파일에서 다른 무선 프로파일로 전환한 후 첫 번째
인쇄 작업은 10초 후에 시작됩니다.

802.11 무선 프로파일을 출고 시 기본값으로 재설정

활성 프로파일을 재설정하려면(무선 프로파일 스위치의 현재 위치)
▲  (전원 버튼)을 누른 채  (취소 버튼)을 여덟 번 누릅니다.

3개의 802.11 무선 프로파일을 모두 재설정하려면
▲  (전원 버튼)을 누른 채로  (취소 버튼)을 두 번 누른 다음  (재시작 버
튼)을 여섯 번 누릅니다.

802.11에 맞게 여러 개의 프린터 구성(Windows)
무선 프로파일 구성 유틸리티를 사용하여 무선 연결에 맞게 여러 프린터를 쉽
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유틸리티는 프린터의 무선 프로파일 설정을 USB 플
래시 드라이브로 내보냅니다. 그런 다음 다른 프린터의 USB 호스트 포트에 플
래시 드라이브를 넣어서 다른 프린터를 이러한 설정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참고 무선 프로파일 구성 유틸리티가 지원되는 운영 체제는 Windows
2000 및 Windows XP입니다.

무선 프로파일 구성 유틸리티를 사용하려면
1. 802.11 무선 USB 부속품을 슬롯에 꽂습니다.
2. USB 플래시 드라이브를 다른 USB 호스트 포트에 연결합니다. 이 포트의 위
치는 뒷면 및 옆면을 참조하십시오.
USB 플래시 드라이브를 삽입하면 802.11 무선 USB 부속품 표시등이 꺼집
니다. USB 플래시 드라이브에서 802.11 설정이 구성되면 표시등이 다시 켜
집니다.

3. 실행 중인 응용 프로그램을 닫습니다.
4. Starter CD를 CD 드라이브에 넣습니다. CD 메뉴가 자동으로 실행됩니다.

CD 메뉴가 자동으로 시작되지 않으면 Starter CD에서 Setup 아이콘을 두
번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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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CD 메뉴에서 Utilities를 클릭한 다음 Wireless Configuration Utility를 클
릭합니다.

6. 화면 지시에 따라 프린터의 무선 프로파일 설정을 USB 플래시 드라이브로
내보낸 다음 USB 플래시 드라이브를 각 프린터의 USB 호스트 포트로 옮겨
다른 프린터를 구성합니다.

Bluetooth 무선 연결
이 단원에서는 Bluetooth 무선 연결에 맞게 프린터를 설정 및 구성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Bluetooth 개요는 Bluetooth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소프트웨어 설치(설정) 도중 Bluetooth 무선 설정을 구성하거나 도구 상자
(Windows) 또는 HP 프린터 유틸리티(Mac OS)를 사용하여 나중에 설정을 구성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Bluetooth 무선 설정 옵션을 참조하십시오.

참고 Pocket PC 또는 Palm OS 장치를 사용 중이면 PDA용 도구 상자 소프
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PDA용 도구 상자 소프트웨어
(Pocket PC 및 Palm OS)를 참조하십시오.

참고 도구 상자(Windows)를 사용하여 프린터 상태(예: 잉크량)를 모니터하
거나 Bluetooth 설정을 구성하려면 USB 케이블로 프린터와 컴퓨터를 연결
해야 합니다.

참고 Bluetooth 인쇄는 특정 장치 모델에 포함되어 있는 Bluetooth 무선 프
린터 부속품을 사용하여 수행할 수 있습니다. Bluetooth 무선 프린터 부속품
에 한 설명과 그림은 802.11 및 Bluetooth 부속품 설치 및 사용을 참조하
십시오. 또한 보내는 장치에 Bluetooth 기능이 내장되어 있거나 Bluetooth 무
선 카드가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단원에서는 다음 항목을 다룹니다.
• Bluetooth 무선 연결 설정
• Bluetooth 무선 설정 구성
• Bluetooth 무선 설정 옵션
• Bluetooth 검색
• Bluetooth 글꼴
• 무선 구성 페이지
• 연결

• Bluetooth 무선 프로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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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etooth 무선 연결 설정
이 단원에서는 Bluetooth 무선 연결을 설정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Bluetooth 무선 연결을 설정하려면(Windows)
1. 열려 있는 모든 문서를 저장합니다. 컴퓨터에서 실행 중인 모든 응용 프로그
램을 닫습니다.

2. 컴퓨터에 Starter CD를 넣습니다.
CD 메뉴가 자동으로 시작되지 않으면 Starter CD에서 설정 아이콘을 두 번
클릭합니다.

3. CD 메뉴에서 Bluetooth 연결 장치 설치를 클릭합니다.
4. 화면상의 지침에 따라 소프트웨어 설치를 완료합니다.
5. 컴퓨터에서 Bluetooth 설정 유틸리티를 연 다음 컴퓨터와 HP 장치 간에

Bluetooth를 연결합니다.

참고 Bluetooth 설정 유틸리티 이름과 기능은 컴퓨터에 설치된
Bluetooth 카드 제조업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컴퓨터
바탕 화면 오른쪽 아래 모퉁이에 있는 트레이 또는 컴퓨터의 제어판에서
이 유틸리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Bluetooth 설치 유틸리티에 한 자
세한 내용은 컴퓨터에 있는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프린터를 설정한 후 Bluetooth 무선 설정을 구성하려면 Bluetooth 무선 연결을
참조하십시오.

Bluetooth 무선 연결을 설정하려면(Mac OS)
1. Starter CD를 CD 드라이브에 넣습니다.
2. Starter CD에 있는 설치 프로그램 아이콘을 두 번 클릭하고 화면의 지시를
따릅니다.

3. 설치하려는 HP Officejet/Officejet Pro 장치를 선택합니다. HP Officejet/
Officejet Pro 장치가 목록에 나타나지 않는 경우, My device is not listed
(내 장치가 목록에 없음)를 선택합니다.

4. 화면의 지시를 따릅니다. 메시지가 나타나면 Select the Device
Connection(장치 연결 선택) 화면에서 USB를 선택합니다.

5. Setup Assistant 화면에서 Skip Setup(설정 건너뛰기)를 클릭한 다음, 나타
나는 메시지에서 건너뛰기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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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Bluetooth Setup Assistant를 엽니다.
• Mac OSX(v. 10.3): Finder에서 이동 메뉴에 있는 유틸리티를 선택한 다
음 Bluetooth Setup Assistant를 두 번 클릭합니다.

• Mac OSX(v. 10.4): Dock에 있는 System Preferences(시스템 기본 설정)
를 열고 Hardware(하드웨어) 목록에서 Bluetooth를 클릭합니다.
Devices(장치)를 클릭한 다음 Set Up New Device(새 장치 설정)를 클
릭하여 Bluetooth Setup Assistant를 엽니다.

참고 Bluetooth의 전원이 켜져 있고 컴퓨터가 Discoverable(검색 가능)
상태인지 확인하십시오.

7. 화면의 지시를 따릅니다. 메시지가 나타나면 프린터를 선택하고 목록에서
HP 장치를 선택한 다음, 화면의 지시에 따라 설치를 완료합니다.

프린터를 설정한 후 Bluetooth 무선 설정을 구성하려면 Bluetooth 무선 연결을
참조하십시오.

Bluetooth 무선 설정 구성
도구 상자(Windows), HP프린터 유틸리티(Mac OS) 또는 PDA용 도구 상자 소
프트웨어(Pocket PC 및 Palm OS)를 사용하여 Bluetooth 무선 설정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참고 프린터의 Bluetooth 설정을 변경하려면 USB 케이블로 컴퓨터에 프린
터를 연결해야 합니다.

Bluetooth 무선 설정을 구성하려면(Windows)
1. USB 케이블을 사용하여 장치를 컴퓨터에 연결합니다.
2. Bluetooth 무선 USB 부속품을 프린터 슬롯에 꽂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802.11 및 Bluetooth 부속품 설치 및 사용을 참조하십시오.
3. 도구 상자를 엽니다. 자세한 내용은 도구 상자(Windows)를 참조하십시오.
4. Bluetooth 설정 구성을 클릭합니다.
5. 원하는 Bluetooth 무선 옵션을 설정합니다.

Bluetooth 무선 옵션에 한 설명은 Bluetooth 무선 연결을 참조하십시오.
6. 원하는 옵션을 설정한 후 적용을 클릭합니다.
7. 경고 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8. 확인을 클릭하여 계속 진행합니다.
9. 도구 상자를 닫습니다.

프린터는 연결하려고 시도하는 다른 장치는 무시합니다. 새로 연결하려면 원래
의 연결이 끊길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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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etooth 무선 설정을 구성하려면(Mac OS)

참고 Bluetooth 연결은 컴퓨터에 Bluetooth 하드웨어가 포함되어 있거나 설
치되어 있는 경우 Mac OS X(10.3 이상)에서 지원됩니다.

1. USB 케이블을 사용하여 장치를 컴퓨터에 연결합니다.
2. Bluetooth 무선 USB 부속품을 프린터 슬롯에 꽂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802.11 또는 Bluetooth 무선 USB 부속품 설치를 참조하십시오.
3. HP 프린터 유틸리티를 엽니다. 자세한 내용은 HP 프린터 유틸리티(Mac

OS)를 참조하십시오.
4. 장치를 선택하고 유틸리티 시작을 클릭합니다.
5. Bluetooth Settings(Bluetooth 설정) 패널을 클릭합니다.
6. 원하는 Bluetooth 무선 옵션을 설정합니다.

Bluetooth 무선 옵션에 한 설명은 Bluetooth 무선 설정 옵션을 참조하십시
오.

7. Apply Now(지금 적용)를 클릭합니다.

프린터는 연결하려고 시도하는 다른 장치는 무시합니다. 새로 연결하려면 원래
의 연결이 끊길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Bluetooth 무선 설정 옵션

참고 프린터의 Bluetooth 설정을 변경하려면 USB 케이블로 컴퓨터에 프린
터를 연결해야 합니다.

프린터의 Bluetooth 관련 정보를 보려면 무선 구성 페이지를 인쇄하십시오. 자
세한 내용은 프린터 정보 페이지 이해를 참조하십시오.

이 단원에서는 다음 항목을 다룹니다.
• Bluetooth 장치 주소
• Bluetooth 장치 이름
• PIN 코드(패스 키)
• 장치 접근 권한 재설정
• 기본값으로 재설정하려면
• Bluetooth를 끄려면

Bluetooth 장치 주소

이 주소는 Bluetooth 장치가 프린터를 식별하는 주소입니다. 프린터의
Bluetooth 장치 주소는 변경할 수없습니다.

Bluetooth 장치 이름

장치가 프린터를 발견하면 프린터의 Bluetooth 장치 이름을 표시합니다. 프린터
에 초기에 지정되어 있는 기본 Bluetooth 장치 이름은 HP Officejet H470/[일련
번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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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옵션을 사용하여 프린터의 Bluetooth 장치 이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프린
터 이름을 변경하려면 USB 케이블로 컴퓨터에 프린터를 연결해야 합니다.

참고 Bluetooth 장치 이름에 최  60자를 입력하고 저장할 수 있습니다. 무
선 구성 페이지를 인쇄하여 60자로 이루어진 전체 이름을 볼 수 있습니다.

참고 프린터의 Bluetooth 장치 이름은 Bluetooth 응용 프로그램에만 표시됩
니다. Windows의 Printers 폴더에서 프린터는 HP Officejet H470 시리즈로
식별됩니다.

프린터의 Bluetooth 장치 이름을 변경하려면(Windows)
1. USB 케이블을 사용하여 장치를 컴퓨터에 연결합니다.
2. 도구 상자를 엽니다. 자세한 내용은 도구 상자(Windows)를 참조하십시오.
3. Bluetooth 설정 구성 탭을 클릭합니다.
4. 장치 이름 상자에 최  60자의 새 장치 이름을 입력합니다.
5. 적용을 클릭합니다.

프린터의 Bluetooth 장치 이름이 변경됩니다.

프린터의 Bluetooth 장치 이름을 변경하려면(Mac OS)
1. USB 케이블을 사용하여 장치를 컴퓨터에 연결합니다.
2. HP 프린터 유틸리티를 엽니다. 자세한 내용은 HP 프린터 유틸리티(Mac

OS)를 참조하십시오.
3. Bluetooth Settings(Bluetooth 설정) 패널을 클릭합니다.
4. 새 장치 이름을 입력합니다.
5. Apply Now(지금 적용)를 클릭합니다.

프린터의 Bluetooth 장치 이름이 변경됩니다.

PIN 코드(패스 키)

이 옵션을 사용하여 프린터의 PIN 코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프린터가 암호
화 필요로 설정되어 있으면 프린터를 사용하려는 장치에서 PIN 코드를 입력하
라는 메시지를 표시합니다.

프린터의 PIN 코드를 변경하려면 USB 케이블로 컴퓨터에 프린터를 연결해야
합니다.

프린터의 PIN 코드를 변경하려면(Windows)
1. USB 케이블을 사용하여 장치를 컴퓨터에 연결합니다.
2. 도구 상자를 엽니다. 자세한 내용은 도구 상자(Windows)를 참조하십시오.
3. Bluetooth 설정 구성 탭을 클릭합니다.
4. Change Passkey(패스키 변경)를 클릭합니다.

PIN 코드 변경 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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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새 패스키를 입력합니다.
6. Confirm New Passkey(새 패스키 확인) 상자에 새 패스키를 입력합니다.
7. OK(확인)를 클릭합니다.

PIN 코드가 변경됩니다.

프린터의 PIN 코드를 변경하려면(Mac OS)
1. USB 케이블을 사용하여 장치를 컴퓨터에 연결합니다.
2. HP 프린터 유틸리티를 엽니다. 자세한 내용은 HP 프린터 유틸리티(Mac

OS)를 참조하십시오.
3. Bluetooth Settings(Bluetooth 설정) 패널을 클릭합니다.
4. Change PIN Code(PIN 코드 변경) 버튼을 클릭합니다.

PIN 코드 변경 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5. 새 PIN 코드를 입력합니다. 기본 PIN 코드는 "0000"(제로 네 개)입니다.
6. 새 PIN 코드를 다시 입력합니다.
7. Apply Now(지금 적용)를 클릭합니다.

PIN 코드가 변경됩니다.

장치 접근 권한 재설정

다음 단계를 수행하면 프린터 메모리에서 모든 연결 장치가 제거됩니다.

장치 접근 권한을 재설정하려면(Windows)
1. 도구 상자를 엽니다. 자세한 내용은 도구 상자(Windows)를 참조하십시오.
2. Bluetooth 설정 구성 탭을 클릭합니다.
3. Reset Device Access(장치 접근 권한 재설정) 버튼을 클릭합니다.
경고 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4. OK(확인)를 클릭하여 경고 화 상자를 닫습니다.

모든 연결 장치가 프린터 메모리에서 제거됩니다.

장치 접근 권한을 재설정하려면(Mac OS)
1. HP 프린터 유틸리티를 엽니다. 자세한 내용은 HP 프린터 유틸리티(Mac

OS)를 참조하십시오.
2. Bluetooth Settings(Bluetooth 설정) 패널을 클릭합니다.
3. Reset Device Access(장치 접근 권한 재설정) 버튼을 클릭합니다.
경고 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4. OK(승인)를 클릭하여 경고 화 상자를 닫습니다.

모든 연결 장치가 프린터 메모리에서 제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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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값으로 재설정하려면

참고 다음 지침을 사용하면 프린터의 Bluetooth 설정만 재설정됩니다.

1.  (전원 버튼)을 누르고 있습니다.
2.  (전원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취소 버튼)을 네 번 누른 다음  (재시
작 버튼)을 여섯 번 누릅니다.

3.  (전원 버튼)을 놓습니다.

Bluetooth를 끄려면
▲ Bluetooth 인쇄 기능을 끄려면 프린터에서 Bluetooth 무선 프린터 부속품을
제거합니다.

Bluetooth 검색
검색이란 Bluetooth 가능 장치가 특정 범위에 속하는 다른 Bluetooth 가능 장치
를 찾는 과정입니다.

장치가 프린터를 발견하면 프린터의 Bluetooth 장치 이름을 표시합니다. 자세
한 내용은 Bluetooth 장치 이름을 참조하십시오.

검색 방법은 사용하는 Bluetooth 소프트웨어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Bluetooth 글꼴
프린터에는 Bluetooth 인쇄용 글꼴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특정 모델에는 휴 폰

에서 인쇄하는 데 필요한 아시아 글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된 글꼴은 프
린터를 구입한 국가/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장치 사양을 참조하
십시오.

무선 구성 페이지
무선 구성 페이지에는 프린터 사용 시 필요한 802.11 및 Bluetooth 정보가 표시
됩니다. 이 페이지를 인쇄하는 방법은 프린터 정보 페이지 이해를 참조하십시
오.

연결

프린터와 전송 장치가 연결되면 각각은 상 의 Bluetooth 장치 주소를 저장합니
다. 따라서 장치가 개인용 모드에서 프린터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프린터는 최  31개 장치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 한계에 도달하여 추가 장치
에 연결하려면 프린터 메모리에서 이전에 연결된 모든 장치를 제거해야 합니
다. 자세한 내용은 장치 접근 권한 재설정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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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etooth 무선 프로파일

SPP(Serial Port Profile)
직렬 포트 프로파일은 노트북 컴퓨터, HP iPAQ과 같은 Pocket PC 장치나 기
타 PDA 장치에서 Bluetooth 무선 기술로 인쇄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프린터 직
렬 포트의 무선 버전입니다. SPP는 일련의 바이트로 데이터를 전송하며 양방
향 통신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OPP(Object Push Profile)
OPP(Object Push Profile)를 사용하면 OBEX(Object Exchange) 프로토콜을 사
용하는 장치(예: Pocket PC나 Palm OS 장치와 같은 PDA 및 휴 폰)에서 인쇄
할 수 있습니다. OBEX를 통해 전송할 수 있는 파일 형식으로는 vCard(명함, 주
소 및 전화 번호 저장), vCalendar(이벤트 추적 및 할 일 목록 지원), vMessage
(간단한 메시지 및 텍스트 지원), JPEG(이미지용) 및 ASCII 텍스트(Pocket PC
나 Palm OS 장치와 같은 PDA 및 휴 폰용)가 있습니다.

BPP(Basic Printing Profile)
• BPP(Basic Printing Profile)는 OBEX 기능이 확장되어 Bluetooth 가능 PDA,
휴 폰 전화 및 기타 장치에 한 인쇄 제어 기능이 뛰어납니다. BPP를 사
용하면 프린터, 인쇄할 사본 수 및 한 장의 용지에 여러 페이지 인쇄 또는 전
단지 인쇄와 같은 다양한 인쇄 속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BPP는 유연성이 뛰어난 방법으로, "드라이버가 없어도" 인쇄할 수 있으므
로 프로파일을 지원하는 프린터는 해당 프로파일을 지원하는 다른 장치에
서 데이터를 인쇄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파일은 양방향이므로 프린터 상태
정보(인쇄 작업의 진행 상태나 "용지 없음" 또는 "용지 걸림"과 같은 오류)를
컴퓨터로 보내 표시할 수 있습니다.

BIP(Basic Imaging Profile)
BIP(Basic Imaging Profile)를 사용하면 호환되는 디지털 카메라 또는
Bluetooth 무선 기술을 사용하는 다른 모바일 장치에서 이미지를 인쇄할 수 있
습니다.

HCRP(Hardcopy Cable Replacement Profile)
• HCRP(Hardcopy Cable Replacement Profile)를 사용하면 케이블을 사용할
때와 동일한 기능, 품질 및 속도로 인쇄할 수 있습니다. HCRP는 직렬 포트
프로파일과 동일한 기본 기능은 물론 양방향 통신(예: "용지 부족", "잉크 부
족"과 같은 메시지와 작업 상태) 기능도 제공합니다. 또한 HP 복합기에서 제
공하는 모든 기능(예: 인쇄, 스캔, 팩스 및 복사)을 지원합니다.

• HCRP를 사용할 때는 BPP와 달리 인쇄하는 컴퓨터에 프린터 드라이버가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드라이버는 주로 PC에서 인쇄할 때 유용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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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유지보수 및 문제 해결
이 단원에서는 다음 항목을 다룹니다.
• 잉크 카트리지 작업
• 잉크 서비스 모듈 교체
• 문제 해결 팁 및 리소스
• 인쇄 문제 해결
• 인쇄 품질 및 예상치 못한 인쇄 결과 문제
• 용지 공급 문제
• 설치 문제 해결
• 걸림 제거

잉크 카트리지 작업
이 단원에서는 다음 항목을 다룹니다.
• 잉크 카트리지 교체
• 잉크 카트리지 정렬
• 단일 잉크 카트리지를 사용한 인쇄
• 색상 보정
• 프린터 유지보수
• 인쇄 소모품 보관

잉크 카트리지 교체
도구 상자(Windows), HP프린터 유틸리티(Mac OS) 또는 PDA용 도구 상자 소
프트웨어(Pocket PC 및 Palm OS)에서 예상 잉크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도구의 사용 방법에 해서는 장치 관리 도구 사용을 참조하십시오. 자가 진단
페이지를 인쇄하여 이 정보를 볼 수도 있습니다(프린터 정보 페이지 이해 참조).

참고 보이는 잉크 양이 남아 있는 잉크 양입니다. 실제 잉크 양은 다를 수 있
습니다.

패키지에서 카트리지를 꺼낸 다음 즉시 설치합니다. 카트리지를 오랫동안
장치에서 분리해 두지 마십시오.

프린터에 사용할 수 있는 잉크 카트리지를 확인하려면 소모품을 참조하십시
오.

주의 먼지 등에 의한 막힘, 잉크 불량 및 전기 연결 불량을 방지하기 위해 잉
크 카트리지 잉크 노즐 또는 구리 접촉 부분을 만지지 말고 구리 조각을 제
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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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크 카트리지를 교체하려면
1. 패키지에서 새로운 잉크 카트리지를 꺼내고 컬러 탭을 당겨 카트리지의 보
호 필름을 제거합니다.

2. 프린터의 전원을 켠 채로 앞면 덮개를 엽니다. 카트리지가 움직이지 않을 때
까지 기다립니다. 단지 몇 초밖에 소요되지 않습니다.

주의 잉크 카트리지는 반드시 잉크 카트리지 캐리지가 멈춘 상태에서
제거 또는 설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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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잉크 카트리지 래치를 위로 열어 카트리지함에서 잉크 카트리지를 살짝 들
어냅니다.

4. 이전 잉크 카트리지를 제거할 때와 동일한 각도로 새 잉크 카트리지를 카트
리지함에 삽입합니다. 잉크 카트리지에 있는 기호와 래치에 있는 기호를 비
교하여 정확한 잉크 카트리지를 삽입했는지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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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잉크 카트리지 래치를 닫습니다. 카트리지를 정확하게 삽입하면 래치를 닫
을 때 카트리지가 부드럽게 카트리지함에 꽂힙니다. 래치를 눌러 카트리지
에 고정합니다.

6. 앞면 덮개를 닫습니다.
7. 잉크 카트리지 초기화 절차가 끝나고 캐리지가 프린터 왼쪽 원래의 위치로
돌아갈 때까지 프린터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참고 잉크 카트리지 초기화가 끝날 때까지 앞면 덮개를 열어서는 안 됩
니다.

잉크 카트리지 정렬
새 잉크 카트리지를 설치할 때는 최고의 인쇄 품질을 위해 항상 잉크 카트리지
를 정렬해야 합니다. 출력물이 섬세하지 않고, 점들이 흩어져 있고, 모서리가 삐
뚤삐뚤하거나 또는 잉크가 다른 색상에 번지는 경우, 도구 상자나 프린터 드라
이버(Windows), HP 프린터 유틸리티(Mac OS), PDA용 도구 상자 소프트웨어
(Pocket PC 및 Palm OS)에서 잉크 카트리지를 재정렬할 수 있습니다. 이 도구
의 사용 방법에 해서는 장치 관리 도구 사용을 참조하십시오.

참고 잉크 카트리지를 정렬하기 전에 용지함에 일반 용지를 넣습니다. 정
렬 도중 한 페이지가 인쇄됩니다.

• 도구 상자(Windows): 도구 상자를 엽니다. 자세한 내용은 도구 상자
(Windows)를 참조하십시오. 프린터 서비스 탭을 클릭한 다음 잉크 카트리
지 정렬을 클릭하고 화면의 지시를 따릅니다.

• HP 프린터 유틸리티(Mac OS): HP 프린터 유틸리티를 엽니다. 자세한 내용
은 HP 프린터 유틸리티(Mac OS)를 참조하십시오. 정렬을 클릭하고 화면 지
시에 따라 계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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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 잉크 카트리지를 사용한 인쇄
잉크 카트리지 중 한 개의 잉크를 다 쓴 경우 이를 교체할 때까지 단일 잉크 카
트리지를 사용하여 계속 인쇄할 수 있습니다.

빈 카트리지 사용한 카트리지 출력

검정 3색 잉크 카트리지만을 사용하여 인
쇄

컬러 및 그레이스케일

컬러 검정색 또는 포토 잉크 카트리지만을
사용하여 인쇄

이 경우 모든 문서는 그레이스
케일로 인쇄됨

사진 3색 잉크 카트리지만을 사용하여 인
쇄

컬러 및 그레이스케일

참고 하나의 잉크 카트리지만으로 인쇄하면 속도가 느리고 인쇄 품질이 떨
어질 수 있습니다. 두 개의 잉크 카트리지로 인쇄할 것을 권장합니다. 경계
선 없는 인쇄의 경우 컬러 잉크 카트리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색상 보정
색상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수동으로 색상을 보정하여 최고의 인쇄 품질을
낼 수 있습니다.

참고 색상 보정은 3색 잉크 카트리지와 포토 잉크 카트리지를 함께 설치했
을 때만 실행이 가능합니다. 포토 잉크 카트리지는 옵션 부속품으로서 별도
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P 소모품 및 부속품을 참조하십시
오.

참고 Pocket PC 또는 Palm OS 장치를 사용 중이면 PDA용 도구 상자 소프
트웨어를 사용하여 색상을 보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PDA용 도구
상자 소프트웨어(Pocket PC 및 Palm OS)를 참조하십시오.

색상 보정은 인쇄된 페이지의 색조 균형을 맞춥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색
상 보정이 필요합니다.
• 인쇄된 색상이 현저히 노란색, 파란색 또는 적색으로 치우칠 경우
• 회색 음영에 컬러 색조가 보일 경우

잉크 카트리지의 잉크량이 적을 경우에도 색상이 정확하지 않게 출력될 수 있
습니다.
• 도구 상자(Windows): 도구 상자를 엽니다. 자세한 내용은 도구 상자

(Windows)를 참조하십시오. 프린터 서비스 탭을 클릭한 다음 색상 보정을
클릭하여 화면의 지시를 따릅니다.

• HP 프린터 유틸리티(Mac OS): HP 프린터 유틸리티를 엽니다. 자세한 내용
은 HP 프린터 유틸리티(Mac OS)를 참조하십시오. 색상 보정을 클릭하고 화
면 지침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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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린터 유지보수
프린터는 잉크 서비스 모듈 교체를 제외하고 별도의 정기 유지보수는 필요 없
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잉크 서비스 모듈 교체를 참조하십시오. 하지만 프린터
에 먼지나 이물질이 쌓이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러한 청소는 프
린터를 최상의 상태로 유지시키고 문제를 더 쉽게 진단할 수 있게 합니다.

경고 프린터를 청소하기 전에 반드시 프린터를 끄고 전원 코드를 뽑으십시
오. 배터리를 사용하는 경우 청소하기 전에 프린터 전원을 끄고 배터리를 제
거하십시오.

이 단원에서는 다음 항목을 다룹니다.
• 프린터 청소
• 잉크 카트리지 청소

프린터 청소

다음 지침에 따라 프린터를 청소하십시오.
• 연한 세정제와 물을 묻힌 부드러운 천으로 프린터 외부를 닦으십시오.

참고 프린터를 닦을 때는 물만 사용하거나 연한 세정제를 조금만 섞어
사용하십시오. 다른 세제나 알콜을 사용하면 프린터가 손상될 수 있습니
다.

• 마르고 보풀이 없는 천으로 앞면 덮개 내부를 닦으십시오.

주의 롤러에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피부의 유분이 인쇄 품질
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잉크 카트리지 청소

인쇄 문자가 정확하지 않거나 인쇄물에 점 또는 선이 누락되는 문제가 발생하
면 잉크 카트리지를 청소해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잉크 노즐이 오랫동안 공
기에 노출되어 막힌 경우에 발생합니다.

참고 잉크 카트리지를 청소하기 전에 잉크 카트리지 잉크량이 적거나 비어
있지 않는지 확인하십시오. 잉크량이 적으면 불완전한 문자가 인쇄되거나
선 또는 점 등이 인쇄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잉크 카트리지
표시등이 켜져 있지 않은지 점검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제어판 표시등 참
조를 참조하십시오. 도구 상자(Windows), HP 프린터 유틸리티(Mac OS) 또
는 PDA용 도구 상자 소프트웨어의 프린터 상태 탭에서도 잉크 카트리지 상
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떨어져가거나 비어있는 잉크 카트리지를 교체하
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잉크 카트리지 교체를 참조하십시오.

이 단원에서는 다음 항목을 다룹니다.
• 잉크 카트리지를 자동으로 청소하려면
• 수동으로 잉크 카트리지를 청소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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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크 카트리지를 자동으로 청소하려면

참고 잉크 카트리지는 필요한 경우에만 청소하십시오. 청소 작업에는 잉크
가 사용되므로 잉크 카트리지 수명이 단축됩니다. 청소 방법은 세 가지가 있
습니다. 한 가지 청소 단계를 수행한 후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에만
다음 청소 단계를 수행하십시오.

제어판

1.  (전원 버튼)을 누르고 있습니다.
2. 이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이전 청소 단계가 만
족스럽지 않은 경우에만 다음 청소 단계를 수행합니다.
a. 1단계 청소:  (취소 버튼)을 두 번 누릅니다.
b. 2단계 청소:  (취소 버튼)을 두 번 누르고  (재시작 버튼)을 한 번 누릅
니다.

c. 3단계 청소:  (취소 버튼)을 두 번 누르고  (재시작 버튼)을 두 번 누릅
니다.

3.  (전원 버튼)을 놓습니다.
이렇게 하면 프린터가 청소를 시작합니다.

도구 상자(Windows)
1. 도구 상자를 엽니다. 자세한 내용은 도구 상자(Windows)를 참조하십시오.
2. 프린터 서비스 탭, 잉크 카트리지 청소를 차례로 클릭한 다음 화면상의 지침
을 따릅니다.

HP 프린터 유틸리티(Mac OS)
1. HP 프린터 유틸리티를 엽니다. 자세한 내용은 HP 프린터 유틸리티(Mac

OS)를 참조하십시오.
2. Clean(청소)을 클릭하고 화면상의 지침에 따라 계속합니다.

수동으로 잉크 카트리지를 청소하려면

잉크 카트리지와 잉크 카트리지함이 제 로 밀착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인
쇄 품질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잉크 카트리지와 잉크 카트리지함의 전
기 접점을 청소하십시오.

참고 잉크 카트리지를 수동으로 청소하기 전에는 잉크 카트리지를 꺼냈다
가 다시 끼워 올바르게 들어갔는지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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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린터에서 잉크 카트리지를 제거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잉크 카트리지 교
체를 참조하십시오.

2. 마른 면봉으로 잉크 카트리지 함의 전기 접점을 청소합니다

3. 보풀이 없는 부드럽고 마른 천으로 잉크 카트리지의 전기 접점을 주의해서
청소합니다.

주의 전기 접점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려면 접점을 한 번만 닦으십시오.
잉크 카트리지의 잉크 노즐은 닦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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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잉크 카트리지를 다시 설치합니다.

인쇄 소모품 보관
이 단원에서는 다음 항목을 다룹니다.
• 잉크 카트리지 보관

잉크 카트리지 보관

잉크 카트리지 보호 장치는 잉크 카트리지를 안전하게 보관하며 사용하지 않
을 때 건조되는 것을 막습니다. 프린터에서 잉크 카트리지를 제거할 때 카트리
지를 나중에 다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항상 잉크 카트리지 보호 장치에 보관
합니다. 예를 들어 사진 및 3색 잉크 카트리지를 사용하여 고품질 사진을 인쇄
하고 싶을 때는 검정색 잉크 카트리지를 잉크 카트리지 보호 장치에 보관합니
다.

참고 잉크 카트리지 보호 장치가 없는 경우에는 HP 지원 센터에서 주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원 및 보증을 참조하십시오. 플라스틱 통과
같은 밀폐 용기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잉크 카트리지를 보관할 때는 노즐
이 아무 곳에도 닿지 않도록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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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크 카트리지 보호 장치에 잉크 카트리지를 삽입하려면
▲ 잉크 카트리지를 약간 기울여서 잉크 카트리지 보호 장치에 넣고 안전하게
고정시킵니다.

잉크 카트리지 보호 장치에서 잉크 카트리지를 분리하려면
▲ 잉크 카트리지 보호 장치의 상단부를 눌러 잉크 카트리지를 분리한 다음 잉
크 카트리지를 잉크 카트리지 보호 장치에서 조심스럽게 꺼냅니다.

잉크 서비스 모듈 교체
잉크 서비스 모듈(교체 가능)은 검정색 잉크 카트리지에서 나오는 잉크 찌꺼기
를 담는 통입니다. 잉크가 거의 차면 프린터 표시등이 교체하라고 알려 줍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어판 표시등 참조를 참조하십시오.

잉크 서비스 모듈이 가득 차면 프린터가 인쇄를 중지합니다. 새 잉크 서비스 모
듈이 있으면 제품과 함께 제공된 지침서에 따라 즉시 설치하십시오.

또는 www.hp.com/support를 방문하거나 지원 및 보증을 참조하여 교체하십시
오. 교체할 때까지 인쇄를 계속 진행하려면 검정색 잉크 카트리지를 제거하십
시오. 프린터는 3색 잉크 카트리지만을 이용하여 인쇄할 수 있으나, 컬러 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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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인쇄 속도가 저하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일 잉크 카트리지를 사용한 인쇄
를 참조하십시오.

주의 잉크 서비스 모듈이 완전히 가득 차면 검정색 잉크가 샐 수도 있습니
다. 잉크 서비스 모듈에 잉크를 쏟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옷감 등에 잉크
가 묻으면 영구적으로 얼룩이 남을 수 있습니다.

참고 도구 상자(Windows)를 설치한 경우 프린터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오
류 메시지가 화면에 표시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로컬로
공유되는 네트워크에서 장치를 공유하려면을 참조하십시오.

문제 해결 팁 및 리소스
다음 요령과 리소스를 사용하여 인쇄 문제를 해결합니다.
• 용지 걸림 문제는 장치의 걸림 제거를 참조하십시오.
• 용지 기울어짐, 용지 급지 문제 등의 용지 공급 문제의 경우 용지 공급 문제
를 참조하십시오.

• 장치가 기 상태인지 확인합니다. 표시등이 켜지거나 깜빡이면 제어판 표
시등 참조를 참조하십시오.

• 전원 코드와 기타 케이블이 장치에 제 로 연결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장치
가 AC(교류) 전원 콘센트에 제 로 연결되어 있고 켜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전압 요구 사항은 전기 사양을 참조하십시오.

• 용지함에 용지를 올바로 넣었는지 및 장치에 걸린 용지가 없는지 확인합니
다.

• 잉크 카트리지가 해당 슬롯에 올바르게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각 카
트리지를 세게 눌러 올바르게 접촉되도록 하십시오. 각 잉크 카트리지에서
보호 테이프를 제거했는지 확인합니다.

• 모든 덮개가 닫혀 있습니다.
• 모든 포장 테이프와 재료를 제거합니다.
• 장치가 자가 진단 페이지를 인쇄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프린터 정
보 페이지 이해를 참조하십시오.

• 장치는 현재 또는 기본 프린터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Windows의 경우 프린
터 폴더에서 해당 장치를 기본 프린터로 설정합니다. Mac OS의 경우 프린
터 설치 유틸리티에서 기본 프린터로 설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 설
명서를 참조하십시오.

• Windows를 실행하는 컴퓨터를 사용하는 경우 인쇄 일시중지가 선택되지 않
습니다.

• 작업을 수행할 때 프로그램을 너무 많이 실행하지 않도록 합니다. 작업을 다
시 시도하기 전에 사용하지 않는 프로그램은 닫거나 컴퓨터를 다시 시작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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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uetooth 연결을 사용하는 경우 Palm OS 사용자용 Printboy와 같이 필요
한 소프트웨어는 호스트 장치에 설치됩니다. Bluetooth가 제 로 설정되었
는지 확인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Bluetooth 무선 설정 옵션을 참조하십시
오.

• 802.11 연결을 사용하는 경우 무선 네트워크 설정이 올바른지 확인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802.11 무선 연결을 참조하십시오.

• 카드에서 직접 인쇄하는 경우 디지털 카메라 메모리 카드에서 DPOF 파일
을 작성했는지 확인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메모리 카드 및 USB 플래시 드라
이브에서 인쇄를 참조하십시오.

일부 문제는 장치를 재설정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인쇄 문제 해결
이 단원에서는 다음 항목을 다룹니다.
• 프린터가 비정상적으로 종료
• 장치 표시등 모두 켜짐 또는 점멸
• 장치가 응답하지 않습니다(아무것도 인쇄되지 않음)
• 장치가 잉크 카트리지를 인식하지 못함
• 인쇄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 빈 페이지 또는 일부 페이지가 인쇄됩니다
• 페이지 일부가 누락되거나 잘못된 페이지가 인쇄된 경우
• 텍스트 또는 그래픽의 위치가 틀린 경우

프린터가 비정상적으로 종료

전원 및 전원 연결 확인
• 장치가 AC(교류) 전원 콘센트에 단단히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전압
요구 사항은 전기 사양을 참조하십시오.

• 배터리를 사용하는 경우 올바르게 설치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장치 표시등 모두 켜짐 또는 점멸

복구할 수 없는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전원 코드, 네트워크 케이블 및 USB 케이블 등 모든 케이블 연결을 끊고 배터리
를 제거하여 20초 정도 기다렸다가 제어판의 아무 버튼이나 누릅니다. 그런 다
음 케이블을 다시 연결합니다. 문제가 지속되면 HP 웹 사이트(www.hp.com/
support)를 방문하여 최신 문제 해결 정보 또는 제품 수정 및 업데이트를 참조하
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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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가 응답하지 않습니다(아무것도 인쇄되지 않음)

인쇄 기열 확인
인쇄 기열에 인쇄 작업이 걸려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려면 인쇄 기
열을 열고 기열에 있는 모든 문서 인쇄를 취소한 다음 컴퓨터를 재부팅합니
다. 컴퓨터 재부팅 후 다시 인쇄를 시도합니다. 사용하는 운영 체제 도움말을 참
고하여 인쇄 기열을 열고 인쇄 작업을 취소하는 방법에 한 정보를 확인합
니다.

장치 설정 확인
자세한 내용은 문제 해결 팁 및 리소스를 참조하십시오.

장치 소프트웨어 설치 확인
인쇄 중에 장치가 꺼지면 컴퓨터 화면에 경고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경고 메시
지가 표시되지 않으면 장치 소프트웨어가 제 로 설치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장치 소프트웨어를 완전히 제거한 다음 다시 설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프트웨어 제거 및 다시 설치를 참조하십시오.

케이블 연결 상태 확인
USB 케이블의 양쪽 끝이 제 로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컴퓨터에 개인 방화벽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
개인 소프트웨어 방화벽은 침입으로부터 컴퓨터를 보호하는 보안 프로그램입
니다. 하지만 방화벽은 컴퓨터와 장치 간의 통신을 차단할 수도 있습니다. 장치
와의 통신에 문제가 있다면 방화벽을 일시적으로 해제해 봅니다. 문제가 지속
된다면 해당 통신 문제는 방화벽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방화벽을 다시
설정합니다.
방화벽을 설정 해제한 후 장치와의 통신 문제가 해결되었다면 장치에 고정 IP
주소를 할당하고 방화벽을 다시 설정합니다.

무선 연결 점검
Bluetooth 무선 연결을 사용하여 용량이 큰 파일을 인쇄하면 인쇄 작업이 실패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 작은 파일을 인쇄해 보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802.11
또는 Bluetooth 무선 통신 설정 문제를 참조하십시오.

장치가 잉크 카트리지를 인식하지 못함

잉크 카트리지 확인
• 잉크 카트리지를 꺼냈다가 다시 끼웁니다.
• 잉크 카트리지가 올바른 슬롯에 끼워졌는지 확인합니다. 보호 테이프가 잉
크 카트리지에서 완전히 제거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잉크 카
트리지 교체를 참조하십시오.

제 5 장

88 유지보수 및 문제 해결



잉크 카트리지 수동으로 청소
잉크 카트리지 청소 절차를 수행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수동으로 잉크 카트
리지를 청소하려면을 참조하십시오.

잉크 카트리지를 제거한 후 프린터 전원 끄기
잉크 카트리지를 분리한 다음 프린터를 끄고 약 20초 동안 기다린 다음 잉크 카
트리지를 설치하지 않고 다시 프린터를 켭니다. 프린터가 다시 시작되면 잉크
카트리지를 다시 설치합니다.

인쇄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시스템 리소스 점검
적정 시간 내에 문서를 인쇄할 수 있는 리소스가 컴퓨터에 충분히 있는지 확인
합니다. 컴퓨터가 시스템 최소 요구사항만을 만족하는 경우 문서를 인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최소 시스템 요구사항 및 권장 요구사항에 한
자세한 내용은 시스템 요구사항을 참조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컴퓨터가 다른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중일 때에도 문사 인쇄 속도가 느립니다.

장치 소프트웨어 설정 확인
인쇄 품질을 고품질 또는 최  dpi로 설정하면 인쇄 속도가 느려집니다. 인쇄 속
도를 높이려면 장치 드라이버에서 다른 인쇄 설정을 선택합니다. 자세한 내용
은 인쇄 설정 변경을 참조하십시오.

라디오 간섭 확인
무선 통신을 사용하여 연결되어 있는 장치의 인쇄 속도가 느리다면 라디오 신
호가 약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802.11 또는 Bluetooth 무선 통
신 설정 문제를 참조하십시오.

무선 연결 점검
• Bluetooth 무선 연결을 사용하여 용량이 큰 파일을 인쇄하면 인쇄 작업이 실
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 작은 파일을 인쇄해 보십시오.

• 하나의 802.11 무선 프로파일에서 다른 무선 프로파일로 전환한 후 첫 번째
인쇄 작업은 10초 후에 시작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802.11 또는 Bluetooth
무선 통신 설정 문제를 참조하십시오.

빈 페이지 또는 일부 페이지가 인쇄됩니다

잉크 카트리지 청소
잉크 카트리지 청소 절차를 수행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잉크 카트리지 청소
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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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지 설정 확인
• 프린터 드라이버에서 용지함에 공급된 용지에 해 올바른 인쇄 품질 설정
을 선택했는지 확인합니다.

• 프린터 드라이버의 페이지 설정이 용지함에 공급된 용지의 페이지 크기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무선 연결 점검
Bluetooth 무선 연결을 사용하여 용량이 큰 파일을 인쇄하면 인쇄 작업이 실패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 작은 파일을 인쇄해 보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802.11
또는 Bluetooth 무선 통신 설정 문제를 참조하십시오.

용지 두 페이지 이상 공급
용지 공급 문제에 한 자세한 내용은 용지 공급 문제를 참조하십시오.

파일에 빈 페이지가 있음
파일에 빈 페이지가 없는지 확인하십시오.

페이지 일부가 누락되거나 잘못된 페이지가 인쇄된 경우

잉크 카트리지 확인
• 두 카트리지가 모두 설치되어 있고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십시오.
잉크 카트리지 청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잉크 카트리지 청
소를 참조하십시오.

• 잉크 카트리지의 잉크가 떨어진 것일 수 있습니다. 빈 카트리지를 교체하십
시오. 카트리지를 꺼냈다가 다시 끼우면서 정확히 제자리에 꽂히는지 확인
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잉크 카트리지 교체를 참조하십시오.

여백 설정 확인
문서의 여백 설정이 장치의 인쇄 가능 영역을 초과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최소 여백 설정을 참조하십시오.

컬러 인쇄 설정 확인
프린트 드라이버에 그레이스케일로 인쇄가 선택되어 있지 않은지 확인합니다.

프린터 위치 및 USB 케이블 길이 확인
강한 전자기장(USB 케이블에 의해 생성되는 자기장 등)으로 인해 출력물이 다
소 왜곡될 수 있습니다. 프린터를 전자기장을 일으키는 물체로부터 멀리 둡니
다. 또한 길이 3미터(9.8피트) 이하의 USB 케이블을 사용하여 전자기장의 영향
을 최소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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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tBridge 설정 점검
PictBridge 장치를 사용하여 인쇄하는 경우에는 장치의 용지 설정이 올바르고
현재 프린터 설정에 맞게 지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현재 장치 설정을 기
본값으로 사용하는 경우 도구 상자(Windows), HP 프린터 유틸리티(Mac OS)
또는 PDA용 도구 상자 소프트웨어(Pocket PC 및 Palm OS)를 점검하여 현재
장치 설정이 올바른지 확인하십시오.

DPOF 설정 점검
메모리 카드에서 DPOF 파일을 인쇄하는 경우 이 파일을 만든 장치에 DPOF 파
일이 올바르게 설정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프린터에 동봉된 설명서를 참조하
십시오. 용지는 항상 세로 방향으로 넣습니다.

경계선 없는 인쇄 설정 확인
PictBridge 장치를 사용하여 인쇄하는 경우에는 장치의 용지 설정이 올바르고
현재 프린터 설정에 맞게 지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무선 연결 점검
Bluetooth 무선 연결을 사용하여 용량이 큰 파일을 인쇄하면 인쇄 작업이 실패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 작은 파일을 인쇄해 보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802.11
또는 Bluetooth 무선 통신 설정 문제를 참조하십시오.

휴 폰 글꼴 점검
아시아 지역 이외에서 구입한 프린터에서 휴 폰을 사용해 아시아 글꼴을 인쇄
하려고 하면 상자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Bluetooth 휴 폰 인쇄용 아시아 글꼴
은 아시아 지역에서 구입한 모델에서 지원됩니다.

텍스트 또는 그래픽의 위치가 틀린 경우

용지 넣는 방법 확인
용지 가로 및 세로 조정 가 용지 더미의 가장자리에 꼭 맞게 조정되어 있는지,
그리고 용지함에 용지가 과다 적재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용지 넣기를 참조하십시오.

용지 크기 확인
• 문서 크기가 사용하는 용지 크기보다 클 경우 페이지의 내용이 잘릴 수 있습
니다.

• 프린터 드라이버의 용지 크기 설정이 용지함에 공급된 용지의 크기와 일치
하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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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백 설정 확인
텍스트나 그래픽이 페이지 가장자리에서 잘린 경우, 문서의 여백 설정이 장치
의 인쇄 가능 영역을 초과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최소 여백
설정을 참조하십시오.

페이지 방향 설정 확인
응용 프로그램에서 선택한 용지 크기와 방향이 프린터 드라이버의 설정과 일치
하는지 확인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쇄 설정 변경을 참조하십시오.

프린터 위치 및 USB 케이블 길이 확인
강한 전자기장(USB 케이블에 의해 생성되는 자기장 등)으로 인해 출력물이 다
소 왜곡될 수 있습니다. 프린터를 전자기장을 일으키는 물체로부터 멀리 둡니
다. 또한 길이 3미터(9.8피트) 이하의 USB 케이블을 사용하여 전자기장의 영향
을 최소화합니다.

위의 방법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인쇄 설정을 올
바로 해석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일 수 있습니다. 릴리즈 노트에서 알려진
소프트웨어 충돌을 확인하거나 응용 프로그램의 설명서를 참조하거나 소프트
웨어 제조업체에 문의합니다.

인쇄 품질 및 예상치 못한 인쇄 결과 문제
이 단원에서는 다음 항목을 다룹니다.
• 일반 추가 정보
• 의미없는 문자가 인쇄되는 경우
• 잉크가 번지는 경우
• 문자나 그래픽이 잉크로 완전히 채워지지 않습니다
• 출력물이 바래거나 흐린 경우
• 컬러가 흑백으로 인쇄되는 경우
• 잘못된 컬러가 인쇄되는 경우
• 출력물의 컬러가 번지는 경우
• 컬러가 적절하게 구성되지 않는 경우
• 텍스트나 그래픽에서 선이나 점이 누락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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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추가 정보

잉크 카트리지 확인
• 두 카트리지가 모두 설치되어 있고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십시오.
잉크 카트리지 청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잉크 카트리지 청소를 참조하십
시오. 잉크 카트리지의 잉크가 떨어진 것일 수 있습니다. 빈 카트리지를 교
체하십시오. 카트리지를 꺼냈다가 다시 끼우면서 정확히 제자리에 꽂히는
지 확인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잉크 카트리지 교체를 참조하십시오.

• 새 잉크 카트리지를 설치할 때는 최고의 인쇄 품질을 위해 항상 잉크 카트리
지를 정렬해야 합니다. 출력물이 섬세하지 않고, 점들이 흩어져 있고, 모서
리가 삐뚤삐뚤하거나 또는 잉크가 다른 색상에 번지는 경우, 도구 상자나 프
린터 드라이버(Windows), HP 프린터 유틸리티(Mac OS), PDA용 도구 상자
소프트웨어(Pocket PC 및 Palm OS)에서 잉크 카트리지를 재정렬할 수 있
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잉크 카트리지 정렬을 참조하십시오.

• 잉크 카트리지를 떨어뜨리거나 충격을 주면 잉크 카트리지에서 일시적으로
노즐이 빠질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프린터에 잉크 카트리지를
2 - 24시간 정도 놓아 두십시오.

• 프로젝트에 맞는 잉크 카트리지를 사용하십시오. 최적의 인쇄 품질을 얻으
려면 텍스트 문서를 인쇄할 때는 HP 검정색 잉크 카트리지를 사용하고 컬
러 또는 흑백 사진을 인쇄할 때는 HP 포토 잉크 카트리지 또는 회색 포토 잉
크 카트리지를 사용하십시오.

• 잉크 카트리지가 훼손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리필하거나 호환되지 않
는 잉크를 사용하면 복잡한 인쇄 시스템에 혼란을 가져와 인쇄 품질 저하는
물론 프린터 또는 잉크 카트리지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HP에서는 잉크
를 재충전한 카트리지에 한 보증이나 지원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주문 정
보는 HP 소모품 및 부속품을 참조하십시오.

용지 품질 확인
너무 습하거나 거친 용지일 수 있습니다. 사용하는 용지가 HP 사양에 맞는지 확
인하고 다시 인쇄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쇄 용지 선택을 참조하십시오.

장치에 공급된 용지 종류 확인
• 용지함에 올바른 종류의 용지를 넣었는지 확인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원
되는 용지의 사양 이해를 참조하십시오.

• 프린트 드라이버에서 사용하려는 용지가 있는 용지함을 선택했는지 확인합
니다.

프린터 롤러 확인
프린터 롤러가 더러워져 출력물에 선 또는 얼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프린터
전원을 끄고, 배터리를 제거하고, 전원 코드를 뺀 다음 보풀이 없는 천에 물을
조금 묻혀 프린터의 출력 롤러를 닦은 후 다시 인쇄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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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린터 위치 및 USB 케이블 길이 확인
강한 전자기장(USB 케이블에 의해 생성되는 자기장 등)으로 인해 출력물이 다
소 왜곡될 수 있습니다. 프린터를 전자기장을 일으키는 물체로부터 멀리 둡니
다. 또한 길이 3미터(9.8피트) 이하의 USB 케이블을 사용하여 전자기장의 영향
을 최소화합니다.

무선 연결 점검
Bluetooth 무선 연결을 사용하여 용량이 큰 파일을 인쇄하면 인쇄 작업이 실패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 작은 파일을 인쇄해 보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802.11
또는 Bluetooth 무선 통신 설정 문제를 참조하십시오.

의미없는 문자가 인쇄되는 경우
인쇄 중인 작업이 중단되면 장치가 남은 작업을 인식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인쇄 작업을 취소하고 장치가 기 상태로 돌아갈 때까지 기다립니다. 장치가
기 상태로 돌아가지 않으면 모든 작업을 취소하고 다시 기다립니다. 장치가
기 상태로 돌아가면 작업을 재전송합니다. 컴퓨터에 작업을 다시 시도할지

묻는 메시지가 표시되면 취소를 클릭합니다.

케이블 연결 상태 확인
장치와 컴퓨터가 USB 케이블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 케이블 연결에 문제가 있
을 수 있습니다.
케이블의 양쪽 끝이 제 로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문제가 지속되면 장
치를 끄고 케이블을 뽑은 다음 케이블을 연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장치를 켜고
프린트 스풀러에 남아 있는 모든 작업을 삭제합니다. 전원 표시등이 켜져 있고
깜박이지 않으면 케이블을 다시 연결합니다.

문서 파일 확인
문서 파일이 손상되었습니다. 동일한 응용 프로그램에서 다른 문서를 인쇄할
수 있는 경우 문서의 백업 사본을 인쇄해 봅니다.

휴 폰 글꼴 점검
아시아 지역 이외에서 구입한 프린터에서 휴 폰을 사용해 아시아 글꼴을 인쇄
하려고 하면 상자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Bluetooth 휴 폰 인쇄용 아시아 글꼴
은 아시아 지역에서 구입한 모델에서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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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크가 번지는 경우

인쇄 설정 확인
• 잉크를 많이 소모하는 문서를 인쇄하는 경우 출력물을 만지기 전에 충분히
건조합니다. 투명 필름인 경우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프린터 드라이버에서
고품질 인쇄 품질을 선택하고, 고급 기능(Windows) 또는 잉크 기능(Mac
OS)에서 잉크량 조절 기능을 사용하여 잉크 건조 시간을 높이고 잉크 채도
를 줄입니다. 그러나 잉크 채도를 줄이면 출력물이 "퇴색한" 품질이 될 수도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 여러 가지 혼합 색이 있는 컬러 문서를 고품질 인쇄 품질로 인쇄하면 구겨지
거나 잉크가 번질 수 있습니다. 일반 등의 다른 인쇄 모드를 사용하여 잉크
량을 줄이거나 생생한 컬러 문서 인쇄 용지인 HP 고급 용지를 사용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쇄 설정 변경을 참조하십시오.

용지 크기 및 종류 확인
• 인쇄 작업에 맞는 용지 크기를 선택해야 합니다. 여백 없는 인쇄 작업 시에
는 올바른 크기의 용지를 넣었는지 확인하십시오. 잘못된 크기의 용지를 사
용하면 다음 페이지 아래쪽에 잉크 번짐 현상이 발생합니다.

• 일부 용지 종류에는 잉크가 잘 스며들지 않습니다. 이런 용지에서는 잉크가
천천히 마르며 잉크가 번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쇄 용지 선택을
참조하십시오.

잉크 서비스 모듈 확인
잉크 서비스 모듈을 꺼내 가득 찼는지 확인하십시오. 가득 차지 않았다면 모듈
을 다시 설치하십시오. 가득 찬 경우에는 새 모듈로 교체합니다. 잉크 서비스 모
듈의 제거 및 교체 정보는 잉크 서비스 모듈 교체를 참조하십시오.

문자나 그래픽이 잉크로 완전히 채워지지 않습니다

잉크 카트리지 확인
• 두 잉크 카트리지가 모두 설치되어 있고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십시
오. 잉크 카트리지 청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잉크 카트리
지 청소를 참조하십시오. 잉크 카트리지의 잉크가 떨어진 것일 수 있습니
다. 빈 카트리지를 교체하십시오. 카트리지를 꺼냈다가 다시 끼우면서 정확
히 제자리에 꽂히는지 확인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잉크 카트리지 교체를
참조하십시오.

• 잉크 카트리지가 훼손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리필하거나 호환되지 않
는 잉크를 사용하면 복잡한 인쇄 시스템에 혼란을 가져와 인쇄 품질 저하는
물론 프린터 또는 잉크 카트리지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HP에서는 잉크
를 재충전한 카트리지에 한 보증이나 지원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주문 정
보는 HP 소모품 및 부속품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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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지 종류 확인
일부 용지는 이 장치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쇄 용지 선택을 참
조하십시오.

출력물이 바래거나 흐린 경우

인쇄 모드 확인
프린터 드라이버에서 절약 또는 고속 모드를 선택하면 빠른 속도로 인쇄할 수
있으며 이는 초안을 인쇄하는 경우에 적합합니다. 인쇄 품질을 높이려면 일반
또는 고품질을 선택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쇄 설정 변경을 참조하십시오.

용지 종류 설정 확인
투명 필름이나 기타 특수 용지에 인쇄할 때 프린트 드라이버에서 해당하는 용
지 종류를 선택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특수 용지 또는 사용자 정의 크기 용지에
인쇄하는 방법(Windows)을 참조하십시오.

잉크 카트리지 확인
• 두 잉크 카트리지가 모두 설치되어 있고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십시
오. 잉크 카트리지 청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잉크 카트리
지 청소를 참조하십시오. 잉크 카트리지의 잉크가 떨어진 것일 수 있습니
다. 빈 카트리지를 교체하십시오. 또는 카트리지를 꺼냈다가 다시 끼우면서
정확히 제자리에 꽂히는지 확인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잉크 카트리지 교
체를 참조하십시오.

• 잉크 카트리지가 훼손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리필하거나 호환되지 않
는 잉크를 사용하면 복잡한 인쇄 시스템에 혼란을 가져와 인쇄 품질 저하는
물론 프린터 또는 잉크 카트리지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HP에서는 잉크
를 재충전한 카트리지에 한 보증이나 지원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주문 정
보는 HP 소모품 및 부속품을 참조하십시오.

컬러가 흑백으로 인쇄되는 경우

인쇄 설정 확인
• 프린터 드라이버에서 그레이스케일로 인쇄가 선택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
다. 이 설정의 변경에 한 자세한 내용은 인쇄 설정 변경을 참조하십시오.

• 3색 카트리지가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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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크 카트리지 확인
• 3색 카트리지가 올바르게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 두 잉크 카트리지가 모두 설치되어 있고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십시
오. 잉크 카트리지 청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잉크 카트리
지 청소를 참조하십시오. 잉크 카트리지의 잉크가 떨어진 것일 수 있습니
다. 빈 카트리지를 교체하십시오. 또는 카트리지를 꺼냈다가 다시 끼우면서
정확히 제자리에 꽂히는지 확인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잉크 카트리지 교
체를 참조하십시오.

• 잉크 카트리지가 훼손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리필하거나 호환되지 않
는 잉크를 사용하면 복잡한 인쇄 시스템에 혼란을 가져와 인쇄 품질 저하는
물론 프린터 또는 잉크 카트리지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HP에서는 잉크
를 재충전한 카트리지에 한 보증이나 지원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주문 정
보는 HP 소모품 및 부속품을 참조하십시오.

잘못된 컬러가 인쇄되는 경우

인쇄 설정 확인
프린터 드라이버에서 그레이스케일로 인쇄가 선택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 이
설정의 변경에 한 자세한 내용은 인쇄 설정 변경을 참조하십시오.

잉크 카트리지 확인
• 두 잉크 카트리지가 모두 설치되어 있고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십시
오. 잉크 카트리지 청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잉크 카트리
지 청소를 참조하십시오. 잉크 카트리지의 잉크가 떨어진 것일 수 있습니
다. 빈 카트리지를 교체하십시오. 또는 카트리지를 꺼냈다가 다시 끼우면서
정확히 제자리에 꽂히는지 확인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잉크 카트리지 교
체를 참조하십시오.

• 잉크 카트리지가 훼손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리필하거나 호환되지 않
는 잉크를 사용하면 복잡한 인쇄 시스템에 혼란을 가져와 인쇄 품질 저하는
물론 프린터 또는 잉크 카트리지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HP에서는 잉크
를 재충전한 카트리지에 한 보증이나 지원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주문 정
보는 HP 소모품 및 부속품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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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물의 컬러가 번지는 경우

잉크 카트리지 확인
• 두 잉크 카트리지가 모두 설치되어 있고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십시
오. 잉크 카트리지 청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잉크 카트리
지 청소를 참조하십시오. 잉크 카트리지의 잉크가 떨어진 것일 수 있습니
다. 빈 카트리지를 교체하십시오. 또는 카트리지를 꺼냈다가 다시 끼우면서
정확히 제자리에 꽂히는지 확인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잉크 카트리지 교
체를 참조하십시오.

• 잉크 카트리지가 훼손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리필하거나 호환되지 않
는 잉크를 사용하면 복잡한 인쇄 시스템에 혼란을 가져와 인쇄 품질 저하는
물론 프린터 또는 잉크 카트리지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HP에서는 잉크
를 재충전한 카트리지에 한 보증이나 지원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주문 정
보는 HP 소모품 및 부속품을 참조하십시오.

용지 종류 확인
일부 용지는 이 장치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쇄 용지 선택을 참
조하십시오.

컬러가 적절하게 구성되지 않는 경우

잉크 카트리지 확인
• 두 잉크 카트리지가 모두 설치되어 있고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십시
오. 잉크 카트리지 청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잉크 카트리
지 청소를 참조하십시오. 잉크 카트리지의 잉크가 떨어진 것일 수 있습니
다. 빈 카트리지를 교체하십시오. 또는 카트리지를 꺼냈다가 다시 끼우면서
정확히 제자리에 꽂히는지 확인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잉크 카트리지 교
체를 참조하십시오.

• 새 잉크 카트리지를 설치할 때는 최고의 인쇄 품질을 위해 항상 잉크 카트리
지를 정렬해야 합니다. 출력물이 섬세하지 않고, 점들이 흩어져 있고, 모서
리가 삐뚤삐뚤하거나 또는 잉크가 다른 색상에 번지는 경우, 도구 상자나 프
린터 드라이버(Windows), HP 프린터 유틸리티(Mac OS), PDA용 도구 상자
소프트웨어(Pocket PC 및 Palm OS)에서 잉크 카트리지를 재정렬할 수 있
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잉크 카트리지 정렬을 참조하십시오.

• 잉크 카트리지가 훼손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리필하거나 호환되지 않
는 잉크를 사용하면 복잡한 인쇄 시스템에 혼란을 가져와 인쇄 품질 저하는
물론 프린터 또는 잉크 카트리지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HP에서는 잉크
를 재충전한 카트리지에 한 보증이나 지원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주문 정
보는 HP 소모품 및 부속품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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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배치 확인
소프트웨어의 축소/확  기능 또는 인쇄 미리보기 기능을 사용하여 페이지의
그래픽 배치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텍스트나 그래픽에서 선이나 점이 누락되는 경우

인쇄 모드 확인
프린터 드라이버에서 고품질 모드를 사용해 보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인쇄 설
정 변경을 참조하십시오.

잉크 카트리지 확인
• 잉크 카트리지를 청소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잉크 카트리지 청소를 참조하
십시오.

• 새 잉크 카트리지를 설치할 때는 최고의 인쇄 품질을 위해 항상 잉크 카트리
지를 정렬해야 합니다. 출력물이 섬세하지 않고, 점들이 흩어져 있고, 모서
리가 삐뚤삐뚤하거나 또는 잉크가 다른 색상에 번지는 경우, 도구 상자나 프
린터 드라이버(Windows), HP 프린터 유틸리티(Mac OS), PDA용 도구 상자
소프트웨어(Pocket PC 및 Palm OS)에서 잉크 카트리지를 재정렬할 수 있
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잉크 카트리지 정렬을 참조하십시오.

• 잉크 카트리지가 훼손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리필하거나 호환되지 않
는 잉크를 사용하면 복잡한 인쇄 시스템에 혼란을 가져와 인쇄 품질 저하는
물론 프린터 또는 잉크 카트리지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HP에서는 잉크
를 재충전한 카트리지에 한 보증이나 지원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주문 정
보는 HP 소모품 및 부속품을 참조하십시오.

용지 공급 문제
걸림 해결에 한 정보는 장치의 걸림 제거를 참조하십시오.

이 단원에서는 다음 항목을 다룹니다.
• 프린터에서 지원되지 않는 용지
• 용지 공급되지 않음
• 용지가 제 로 배출되지 않음
• 페이지가 기울어짐
• 여러 장의 용지 공급

프린터에서 지원되지 않는 용지
장치와 사용 중인 용지함에서 지원되는 용지만 사용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
원되는 용지의 사양 이해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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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지 공급되지 않음
• 용지함에 용지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용지 넣기를 참조하십
시오. 용지함에 넣기 전에 용지에 바람을 붑니다.

• 용지 조정 가 적재된 용지 크기에 맞게 올바른 표시선에 설정되었는지 확
인합니다. 조정 가 용지 더미에 잘 맞고 너무 빈틈이 없지는 않도록 합니
다.

• 용지함의 용지가 휘어지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휘어 있는 방향과 반  방
향으로 용지를 구부려 펴십시오.

• 확장 가 있는 프린터 모델에서는 입력 용지함 확장 를 완전히 늘려야 합
니다.

용지가 제 로 배출되지 않음
출력 용지함에 용지가 너무 많으면 용지를 제거하십시오. 인쇄된 용지가 출력
슬롯 위까지 쌓이면 용지가 프린터를 제 로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페이지가 기울어짐
• 용지함에 있는 용지가 용지 조정 에 맞추어 정렬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인쇄하지 않을 때만 용지를 장치에 넣습니다.
• 확장 가 있는 프린터 모델에서는 입력 용지함 확장 를 완전히 늘려야 합
니다.

여러 장의 용지 공급
• 용지함에 넣기 전에 용지에 바람을 붑니다.
• 용지 조정 가 적재된 용지 크기에 맞게 올바른 표시선에 설정되었는지 확
인합니다. 조정 가 용지 더미에 잘 맞고 너무 빈틈이 없지는 않도록 합니
다.

• 용지함에 용지가 과다 적재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 최적의 성능과 효율성을 원한다면 HP 용지를 사용하십시오.

설치 문제 해결
다음 항목이 도움이 되지 않을 경우 HP 지원에 한 정보는 지원 및 보증을 참
조하십시오.
• 하드웨어 설치 제안
• 소프트웨어 설치 제안
• 802.11 또는 Bluetooth 무선 통신 설정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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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드웨어 설치 제안

장치 확인
• 장치 내/외부에 있는 모든 포장 테이프 및 포장재를 제거했는지 확인합니다.
• 장치에 용지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 전원 표시등(켜져 있어야 함) 이외의 표시등이 켜져 있거나 깜박이지 않아
야 합니다. 전원 표시등 이외의 표시등이 켜져 있거나 깜박이는 경우 오류
가 있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어판 표시등 참조를 참조하십시오.

• 장치가 자가 진단 페이지를 인쇄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하드웨어 연결 점검
• 사용 중인 모든 코드와 케이블이 제 로 작동하는지 확인합니다.
• 전원 코드가 장치와 전원 콘센트에 안전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잉크 카트리지 확인
• 새 잉크 카트리지를 설치할 때마다 프린터는 자동으로 잉크 카트리지를 정
렬합니다. 이러한 자동 정렬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카트리지가 올바르게
설치되었는지 확인한 후 잉크 카트리지 정렬을 시작하십시오. 자세한 내용
은 잉크 카트리지 정렬을 참조하십시오.

• 모든 걸쇠와 커버가 제 로 닫혔는지 확인합니다.

소프트웨어 설치 제안

컴퓨터 시스템 점검
• 지원되는 운영 체제 중 하나가 컴퓨터에서 실행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 컴퓨터가 최소 시스템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 Windows 장치 관리자에서 USB 드라이버를 사용할 수 없도록 설정하지 않
았는지 확인합니다.

• Windows를 실행하는 컴퓨터에서 장치를 검색하지 못하는 경우 설치 제거
유틸리티(Starter CD의 util\ccc\uninstall.bat)를 실행하여 장치 드라이버를
삭제합니다. 그런 다음 컴퓨터를 재시작하고 장치 드라이버를 재설치합니
다.

설치 사전 준비 확인
• 운영 체제에 맞는 올바른 설치 소프트웨어가 있는 Starter CD를 사용해야 합
니다.

•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기 전에 다른 프로그램이 모두 닫혀 있는지 확인하십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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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한 CD-ROM 드라이브 경로를 컴퓨터에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 올바
른 드라이브 문자를 지정했는지 확인합니다.

• 컴퓨터가 CD 드라이브에서 Starter CD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 Starter CD
가 손상되었는지 검사합니다. HP 웹 사이트(www.hp.com/support)에서 장
치 드라이버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참고 문제를 해결한 후 설치 프로그램을 다시 실행합니다.

802.11 또는 Bluetooth 무선 통신 설정 문제
802.11 또는 Bluetooth 무선 연결을 사용하여 인쇄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경우에
는 다음을 시도해 보십시오. 무선 설정 구성에 한 자세한 내용은 802.11 무선
연결 및 Bluetooth 무선 연결을 참조하십시오.

참고 802.11 무선 연결을 사용하려면 Starter CD의 설치 프로그램을 실행
하여 무선 설치를 완료해야 합니다. USB 케이블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 도
구 상자(Windows)에서 무선 통신 설정을 구성할 수 있지만, 설치 프로그램
을 실행하여 프린터를 무선 연결로 설정하기 전까지는 802.11 무선 연결을
사용한 인쇄는 수행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일반 단계를 따르고 다음 단원의 정보를 사용하여 무선 연결 문제를 해
결하십시오.

Windows
1. 무선 프린터 부속품을 점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선 프린터 부속품 점검
을 참조하십시오.

2. 무선 설정을 점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선 설정을 점검하십시오.를 참조
하십시오.

3. 프린터 속성의 포트 탭에서 프린터의 IP 주소를 수동으로 할당합니다.
4. 프린터를 핑(PING)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네트워크 통신 점검을 참조하십
시오.

Mac OS
1. 무선 프린터 부속품을 점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선 프린터 부속품 점검
을 참조하십시오.

2. 프린트 센터(Mac OS)에서 프린터를 삭제한 후 다시 추가합니다.
3. 프린터를 핑(PING)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네트워크 통신 점검을 참조하십
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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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 프린터 부속품 점검
• 무선 프린터 부속품이 올바르게 끼워졌는지 확인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802.11 또는 Bluetooth 무선 USB 부속품 설치를 참조하십시오.
• 프린터 초기화 도중이 아닌 초기화 전후에 무선 프린터 부속품을 삽입했는
지 확인합니다.

• 무선 프린터 부속품 표시등이 켜지지 않은 경우 다음을 수행하십시오.
◦ 무선 프린터 부속품을 제거합니다.
◦ 프린터를 끄고 몇 초간 기다렸다가 다시 켭니다.
◦ 프린터가 준비 상태가 되면 부속품을 다시 끼웁니다. 응답이 없으면 이
절차를 몇 번 반복하십시오. 그래도 응답이 없으면 HP에 연락합니다. 자
세한 내용은 지원 및 보증을 참조하십시오.

• 무선 프린터 부속품이 작동하는지 확인하려면 다른 무선 장치를 사용해서
인쇄해 보십시오. 그래도 인쇄할 수 없으면 무선 프린터 부속품 결함일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부속품을 교체합니다.

무선 설정을 점검하십시오.
• 프린터 후면의 무선 프로파일 스위치가 사용하는 무선 프로파일에 제 로

맞춰져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설치 도중에 구성한 프로파일을 사용하고 있
는지 확인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802.11 무선 연결을 참조하십시오.

• 소프트웨어 설치 및 USB 케이블 제거를 완료한 후 프린터와 통신할 수 없
는 경우 다음 무선 설정 중 하나 이상이 잘못된 것입니다.
◦ 네트워크 이름(SSID)
◦ 통신 모드(infrastructure 또는 ad hoc)
◦ 채널(애드혹 네트워크에만 해당)
◦ 보안 설정(예: 인증 유형 및 암호화)
무선 설정 구성에 한 자세한 내용은 802.11 무선 연결 및 Bluetooth 무선
연결을 참조하십시오.

• 도구 상자(Windows)를 사용하여 프린터 상태(예: 잉크량)를 모니터하거나
Bluetooth 설정을 구성하려면 USB 케이블로 프린터와 컴퓨터를 연결해야
합니다.

네트워크 통신 점검

핑(PING)은 특정 장치의 응답을 생성하기 위해 네트워크나 인터넷을 통해서 일
련의 패킷을 해당 장치로 전송하는 기본 프로그램입니다. 다른 장치는 이 패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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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받았다는 확인 응답을 보냅니다. 핑(PING)은 네트워크나 인터넷상의 특정
장치 존재 여부 및 장치의 연결 여부를 확인합니다.

프린터를 핑(PING)하려면
1. 무선 구성 페이지를 인쇄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프린터 정보 페이지 이해를
참조하십시오.

2. 구성 페이지에 있는 IP 주소를 사용하여 프린터를 핑(PING)하여 네트워크
통신을 확인합니다. 이 예제에서 IP 주소는 169.254.110.107입니다.
a. MS-DOS 명령 프롬프트 창(Windows) 또는 터미널(Mac OS)을 엽니다.
b. 명령 프롬프트에 프린터 IP 주소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예: ping 169.254.110.107).

명령이 성공하면 PING 유틸리티가 다음과 유사한 결과를 반환합니다. 반환되
는 정확한 정보는 사용하는 운영 체제에 따라 달라집니다. 운영 체제에 관계없
이 반환 결과는 프린터 IP 주소, 각 패킷에 한 왕복 시간(밀리초 단위), 송수
신 패킷 개수 및 손실된 패킷 개수와 비율을 나타냅니다.

예

Pinging 169.254.110.107 with 32 bytes of data:
Reply from 169.254.110.107: bytes=32 time&lt;10ms TTL=128
Reply from 169.254.110.107: bytes=32 time&lt;10ms TTL=128
Reply from 169.254.110.107: bytes=32 time&lt;10ms TTL=128
Reply from 169.254.110.107: bytes=32 time&lt;10ms TTL=128

명령이 실패하면 PING 유틸리티가 다음과 유사한 결과를 반환합니다.

예

Pinging 169.254.110.107 with 32 bytes of data:
Request timed out.
Request timed out.
Request timed out.
Request timed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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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 신호를 점검하십시오.

신호 간섭이나 거리 또는 신호 세기 문제가 있거나 프린터가 준비 상태에 있지
않으면 무선 통신이 중단되거나 무선 통신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프린터가 802.11 또는 Bluetooth 전송 장치 범위 내에 있는지 확인하십시
오. 802.11 인쇄 기능을 사용하면 최  100미터(300피트) 거리에서 무선 인
쇄 작업이 가능하고 Bluetooth 인쇄 기능을 사용하면 최  10미터(30피트)
거리에서 무선 인쇄 작업이 가능합니다.

• 문서가 인쇄되지 않으면 신호 간섭이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신호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메시지가 나타나면 인쇄 작업을 취소하고 컴퓨터에서 다시
작업을 전송하십시오.

걸림 제거
인쇄 작업 시 용지가 걸릴 수 있습니다. 걸림을 제거하기 전에 다음 방법을 시도
하십시오.
• 사양에 맞는 용지로 인쇄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쇄 용지
선택을 참조하십시오.

• 구김, 접힘, 손상이 없는 용지로 인쇄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 입력 용지함을 올바르게 넣었으며 꽉 차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자세한 내
용은 용지 넣기를 참조하십시오.

이 단원에서는 다음 항목을 다룹니다.
• 장치의 걸림 제거
• 용지 걸림 방지 정보

장치의 걸림 제거

걸림을 제거하는 방법
1. 장치를 끕니다.
2. 전원 공급원과 프린터를 분리합니다.
3. 입력함과 출력 슬롯에서 걸리지 않은 용지를 꺼냅니다.

참고 입력 용지함 안쪽에 손을 지 마십시오. 신 핀셋을 사용하고 프
린터 내부가 긁히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4. 용지가 걸린 위치를 찾습니다.
5. 용지가 출력 슬롯에서 보이는 경우, 슬롯으로부터 부드럽게 잡아 당깁니다.
용지가 보이지 않으면 앞면 덮개를 열고 걸린 용지를 제거합니다.

참고 용지가 찢어지지 않도록 걸린 용지를 천천히 일정한 힘을 가해서
제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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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잉크 카트리지가 걸린 용지를 막고 있는 경우, 카트리지를 살며시 한쪽으로
민 다음 용지를 제거합니다.

7. 프린터 내부에 위치한 인쇄 영역에서 걸린 용지가 보이지 않으면 입력 용지
함에서 보이는 용지을 제거합니다.

8. 걸린 용지를 제거한 후, 앞면 덮개를 닫고 프린터를 켠 다음  (재시작 버
튼)을 눌러 인쇄 작업을 계속합니다.
프린터가 다음 페이지부터 인쇄 작업을 계속합니다. 프린터에 걸린 페이지
를 다시 전송해야 합니다.

용지 걸림 방지 정보
• 용지 경로를 막는 것이 없도록 합니다.
• 용지를 너무 많이 넣지 마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지원되는 용지의 사양 이해
를 참조하십시오.

• 장치가 인쇄되지 않을 때 용지를 적절히 넣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용지 넣기
를 참조하십시오.

• 접히거나 구겨진 용지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 항상 규격에 맞는 용지를 사용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쇄 용지 선택을 참조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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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지가 용지함의 오른쪽에 맞추어 정렬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용지 조정 가 용지에 꼭 맞게 조정되어 용지가 구겨지거나 접히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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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어판 표시등 참조
제어판 표시등은 상태를 표시하며 인쇄 문제를 진단하는 데 유용합니다. 이 단
원에서는 표시등의 종류, 표시등의 의미 및 필요할 때 취할 동작에 해 설명합
니다.

제어판 표시등의 의미

1  (취소 버튼) - 현재 인쇄 작업을 취소합니다. 작업을 취소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은 인
쇄 작업의 크기에 따라 다릅니다. 인쇄 기열에 있는 작업을 취소하려면 이 버튼을 한
번만 누릅니다.

2  (재시작 버튼) - 기 중이거나 인쇄 용지 추가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중단된 인
쇄 작업을 다시 시작합니다.

3 재시작 표시등 - 인쇄 작업이 기 중일 때 황색 표시등이 켜지고, 용지 교체 또는 사용
자가 직접 조작해야 하는 경우 표시등이 깜박거리거나 켜집니다.

4 배터리 충전 표시등 - 배터리가 충전 중일 때 녹색입니다.

5 왼쪽 잉크 카트리지 표시등 - 왼쪽 잉크 카트리지가 없거나 제 로 작동하지 않을 때 깜
박거립니다. 잉크가 부족하거나 비어 있으면 켜진 상태로 유지됩니다.

6 오른쪽 잉크 카트리지 표시등 - 오른쪽 잉크 카트리지가 없거나 제 로 작동하지 않을
때 깜박거립니다. 잉크가 부족하거나 비어 있으면 켜진 상태로 유지됩니다.

7  (전원 버튼) - 프린터를 켜거나 끕니다.

8 전원 표시등 - AC 어댑터 또는 배터리 잔량이 41 - 100%인 배터리를 사용하여 프린터
를 켜면 녹색으로 켜집니다. 배터리에 의한 전원 공급 시, 배터리 잔량이 10 - 40%일 경
우 황색이고 10% 미만일 경우 적색입니다. 인쇄 중일 때는 깜박거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HP 웹 사이트(www.hp.com/support)를 방문하여 최신 문제 해
결 정보 또는 제품 수정 및 업데이트를 참조하십시오.

표시등 설명/표시등 패턴 설명 및 권장 조치

전원 표시등이 녹색임 전원을 사용하는 경우:
프린터의 전원이 켜져
있으나 유휴 상태입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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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등 설명/표시등 패턴 설명 및 권장 조치

배터리 전원을 사용하
는 경우: 배터리가 41 -
100% 정도 충전되면 프
린터가 켜지고 유휴 상
태에 놓입니다.

필요한 조치 없음

전원 표시등이 황색임 배터리가 10 - 40% 정
도 충전되면 프린터가
켜지고 유휴 상태에 놓
입니다.

전원 어댑터를 꽂아 배
터리 재충전을 시작합니
다. 배터리 설치 및 사용
을 참조하십시오.

전원 표시등이 적색임 배터리 잔량이 10% 이
하이며, 프린터의 전원
은 켜져 있으나 유휴 상
태입니다.

전원 어댑터를 꽂아 배
터리 재충전을 시작합니
다. 배터리 설치 및 사용
을 참조하십시오.

배터리 잔량 표시등이 녹색임 배터리 충전 중입니다.

필요한 조치 없음

배터리 잔량 표시등이 적색임 배터리에 장애가 발생했
습니다.

배터리를 교체하십시
오. HP 소모품 및 부속
품을 참조하십시오.

전원 표시등이 깜박거림 프린터가 인쇄 중입니
다.

필요한 조치 없음

전원 표시등, 재시작 표시등, 왼쪽 잉크 카트리지 표시등, 오른쪽 잉크
카트리지 표시등이 차례로 켜짐

프린터의 전원이 켜지
는 중입니다.

필요한 조치 없음

전원 표시등이 녹색이고 재시작 표시등이 깜박거림 프린터가 용지 건조를
위해 기 중이거나,
DPOF 인쇄를 처리 중이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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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용지가 없어 일시
중지된 상태입니다.

용지가 없으면 용지를
넣으십시오. 인쇄 작업
을 계속하려면  (재시
작 버튼)을 누르십시오.

왼쪽 잉크 카트리지 표시등이 깜박거림 3색 잉크 카트리지 점검
이 필요합니다.

잉크 카트리지를 다시
끼우고 인쇄해 보십시
오. 오류가 지속되면 카
트리지를 교체하십시
오. 수동으로 잉크 카트
리지를 청소하려면을 참
조하십시오.

오른쪽 잉크 카트리지 표시등이 깜박거림 오른쪽 잉크 카트리지
점검이 필요합니다.

잉크 카트리지를 다시
끼우고 인쇄해 보십시
오. 오류가 지속되면 카
트리지를 교체하십시
오. 수동으로 잉크 카트
리지를 청소하려면을 참
조하십시오.

오른쪽 및 왼쪽 잉크 카트리지 표시등이 깜박거림 3색 잉크 카트리지 및
오른쪽 잉크 카트리지
점검이 필요합니다.

잉크 카트리지를 다시
설치하고 인쇄해 보고
그래도 오류가 계속 발
생하면 카트리지를 교체
하십시오. 수동으로 잉
크 카트리지를 청소하려
면을 참조하십시오.

전원 표시등이 꺼지고, 재시작 표시등이 깜박거림 용지가 걸렸거나, 용지
모터가 작동하지 않습니
다.

걸린 용지를 꺼냅니다.
자세한 내용은 걸림 제
거를 참조하십시오. 걸
린 용지를 제거한 후

 (재시작 버튼)을 눌
러 인쇄 작업을 계속하
십시오.

걸린 용지가 없으면 
(재시작 버튼)을 누릅니
다. 그래도 문제가 해결
되지 않으면 프린터를

제 6 장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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껐다가 켠 후에 다시 인
쇄해 보십시오.

전원 표시등이 깜박거리고, 재시작 표시등이 깜박거림 용지가 걸렸거나 캐리지
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걸린 용지를 제거하십시
오. 자세한 내용은 걸림
제거를 참조하십시오.
걸린 용지를 제거한 후

 (재시작 버튼)을 눌
러 인쇄 작업을 계속하
십시오.

걸린 용지가 없으면 
(재시작 버튼)을 누릅니
다. 그래도 문제가 해결
되지 않으면 프린터를
껐다가 켠 후에 다시 인
쇄해 보십시오.

지원되지 않는 USB 장
치나 허브가 프린터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해당 USB 장치나 허브
를 제거하십시오. 지원
되는 장치에 한 자세
한 내용은 메모리 카드
사양을 참조하십시오.

전원 표시등과 재시작 표시등이 깜박거림. 왼쪽 및 오른쪽 잉크 카트리
지 표시등이 켜져 있음

용지가 걸렸거나 서비
스 스테이션이 작동하
지 않습니다.

걸린 용지를 제거하십시
오. 자세한 내용은 걸림
제거를 참조하십시오.
걸린 용지를 제거한 후

 (재시작 버튼)을 눌
러 인쇄 작업을 계속하
십시오.

걸린 용지가 없으면 
(재시작 버튼)을 누릅니
다. 그래도 문제가 해결
되지 않으면 프린터를
껐다가 켠 후에 다시 인
쇄해 보십시오.

재시작 표시등이 깜박거리고, 왼쪽 및 오른쪽 잉크 카트리지 표시등이
켜져 있음

용지가 걸렸거나, 용지
모터가 작동하지 않습니
다.

걸린 용지를 제거하십시
오. 자세한 내용은 걸림
제거를 참조하십시오.
걸린 용지를 제거한 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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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시작 버튼)을 눌
러 인쇄 작업을 계속하
십시오.

걸린 용지가 없으면 
(재시작 버튼)을 누릅니
다. 그래도 문제가 해결
되지 않으면 프린터를
껐다가 켠 후에 다시 인
쇄해 보십시오.

재시작 표시등이 깜박거리고, 왼쪽 및 오른쪽 잉크 카트리지 표시등이
차례로 켜짐

용지가 걸렸거나, 스위
치 모터가 작동하지 않
습니다.

걸린 용지를 제거하십시
오. 자세한 내용은 걸림
제거를 참조하십시오.
걸린 용지를 제거한 후

 (재시작 버튼)을 눌
러 인쇄 작업을 계속하
십시오.

걸린 용지가 없으면 
(재시작 버튼)을 누릅니
다. 그래도 문제가 해결
되지 않으면 프린터를
껐다가 켠 후에 다시 인
쇄해 보십시오.

제 6 장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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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표시등이 켜져 있고, 재시작 표시등이 깜박거림. 오른쪽 잉크 카
트리지 표시등이 두 번 켜졌다 꺼짐

잉크 서비스 모듈이 거
의 가득 찬 상태입니다.

• 교체할 잉크 서비
스 모듈이 있으면
제품과 함께 제공
된 지침서에 따라
즉시 교체하십시오.

• 그렇지 않은 경우
다음 페이지를 방문
하십시오:
www.hp.com/
support 또는 고객
지원 센터에 문의하
여 교체 제품을 구
입하십시오. 지원
및 보증을 참조하십
시오.
부품을 교체하지 않
아도  (재시작 버
튼)을 누르면 인쇄
를 계속할 수 있으
나, 표시등 오류 상
태는 잉크 서비스
모듈을 교체할 때까
지 표시될 것입니
다. 잉크 서비스 모
듈이 가득 차면 프
린터가 인쇄를 중지
합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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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표시등과 재시작 표시등이 켜져 있음. 오른쪽 잉크 카트리지 표시
등이 두 번 켜졌다 꺼짐

잉크 서비스 모듈이 가
득 찼습니다.

• 교체할 잉크 서비
스 모듈이 있으면
제품에 함께 제공
된 지침서에 따라
즉시 교체하십시오.

• 그렇지 않은 경우
다음 페이지를 방문
하십시오:
www.hp.com/
support 또는 고객
지원 센터에 문의하
여 교체 제품을 구
입하십시오.
한편 검정색 잉크
카트리지를 제거하
고 3색 잉크 카트리
지만을 사용하여 인
쇄를 계속할 수 있
습니다. 그러나, 칼
라 인쇄의 결과와
인쇄 속도가 영향
을 받을 것입니다.
단일 잉크 카트리지
를 사용한 인쇄를
참조하십시오.

전원 표시등, 재시작 표시등, 왼쪽 및 오른쪽 잉크 카트리지 표시등이
깜박거림

프린터 오류.

 (재시작 버튼)을 눌
러 오류 코드를 출력하
십시오.

 (전원 버튼)을 눌러
프린터를 재설정하십시
오.

제 6 장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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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P 소모품 및 부속품
이 단원은 HP 장치 소모품 및 부속품에 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 정보는 변경될 수 있
으며 HP 웹 사이트(www.hpshopping.com)에서 최신 업데이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웹 사이트에서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 인쇄 소모품 온라인 주문
• 부속품

• 소모품

인쇄 소모품 온라인 주문
HP 웹 사이트 외에 다음 도구를 사용하여 인쇄 소모품을 주문할 수 있습니다.
• 도구 상자(Windows):예상 잉크 잔량 탭에서 온라인 쇼핑을 클릭합니다.
• HP 프린터 유틸리티(Mac OS):Information and Support(정보 및 지원) 창에서

Supplies Status(소모품 상태)를 클릭하고 Shop for HP Supplies(HP 소모품 상점)
드롭다운 메뉴에서 Online(온라인)을 선택합니다.

부속품

Bluetooth 기술이 채택된 HP bt500 무선 프린터 어댑터 Q6273A

HP 802.11 b/g 무선 프린터 어댑터 Q6274A

HP 리튬-이온 배터리 CB8263A

검정색/포토 잉크 카트리지용 여행용 홀더 CB006A

12 V 자동 전원 어댑터 C8257A

HP 울트라 슬림 AC 전원 어댑터 C92792A

HP 배터리 충전기 CB011A

HP 배터리 충전기 키트 CB012A

USB 케이블(2m) C6518A

소모품
이 단원에서는 다음 항목을 다룹니다.
• 잉크 카트리지
• HP 용지

잉크 카트리지
사용 가능한 잉크 카트리지는 국가/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잉크 카트리지는 여
러 가지 크기가 있습니다. 사용하는 프린터에 지원되는 잉크 카트리지 목록을 구하려면
자가 진단 페이지를 인쇄하고 잉크 카트리지 상태 정보를 읽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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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크 카트리지 번호가 제공되는 위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가 진단 페이지에서 (프린터 정보 페이지 이해 참조)
• 교체하는 잉크 카트리지의 레이블
• Windows: 양방향 통신이 있는 경우 도구 상자에서 예상되는 남은 잉크량 탭을 클릭
하고 스크롤하여 카트리지 세부 정보 버튼을 표시한 다음 카트리지 세부 정보를 클릭
합니다.

• Mac OS: HP 프린터 유틸리티의 Information and Support(정보 및 지원) 창에서
Supply Info(소모품 정보)를 클릭한 다음 Retail Supplies Information(소매 소모품
정보)을 클릭합니다.

참고 카트리지의 잉크는 인쇄하기 위해 프린터 및 카트리지를 준비하는 초기화 작
업 및 프린트 노즐 청소 및 부드러운 잉크 흐름을 유지해 주는 잉크 카트리지 서비스
를 포함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인쇄 작업에 사용됩니다. 또한 사용된 후에도 카트리
지에 잉크 여분이 남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hp.com/go/inkusage를 참조하
십시오.

HP 용지
HP 최고급 인화지, HP 고급 용지 등의 용지를 주문하려면 www.hp.com으로 이동하십시
오.
국가/지역을 선택한 다음 구입 또는 쇼핑을 선택하십시오.

부록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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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지원 및 보증
유지보수 및 문제 해결에서는 일반적인 문제 해결 방법에 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장치
가 제 로 작동하지 않고 설명서의 문제 해결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면 다음 지
원 서비스 중 하나를 사용하여 도움을 받으십시오.
이 단원에서는 다음 항목을 다룹니다.
• Hewlett-Packard 제한 품질 보증서
• 전자 지원 이용
• HP 전화 지원 이용
• 장치 발송 준비
• 장치 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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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wlett-Packard 제한 품질 보증서

부록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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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지원 이용
지원 및 보증 정보를 보려면 HP 웹 사이트(www.hp.com/support)를 방문하십시오. 메시
지가 표시되면 해당 국가/지역을 선택한 다음 HP 연락처를 눌러 기술 지원 요청을 위한
정보를 문의하십시오.
이 웹사이트에서는 기술 지원, 드라이버, 소모품, 주문 정보 및 다음과 같은 기타 옵션도
제공합니다.
• 온라인 지원 페이지로 액세스합니다.
• HP에 질문에 한 답을 요구하는 전자 메일 메시지를 보냅니다.
• 온라인 채팅을 통해 HP 기술자와 상담합니다.
•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확인합니다.
또한 도구 상자(Windows)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구 상자에서는 일반적인 인
쇄 문제에 한 해결 방법을 단계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도구
상자(Windows)을 참조하십시오.
지원 옵션과 사용 가능 여부는 제품, 국가/지역, 언어 등에 따라 다릅니다.

HP 전화 지원 이용
보증 기간 중에는 HP 고객 지원 센터로부터 무료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단원에서는 다음 항목을 다룹니다.
• 전화하기 전에
• 지원 절차
• 전화로 HP 지원 받기
• 추가 보증 옵션
• HP Quick Exchange Service(일본)

전화하기 전에
HP 웹 사이트(www.hp.com/support)를 방문하여 최신 문제 해결 정보 또는 제품 수정
및 업데이트를 확인합니다.
고객 지원 센터 직원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 HP에 전화하려면 다음 정보를 준비합니
다.
1. 장치의 자가 진단 페이지를 인쇄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프린터 정보 페이지 이해를
참조하십시오. 인쇄가 되지 않는다면 다음 정보를 준비합니다.
• 장치 모델
• 모델 번호 및 일련 번호(장치 뒷면 확인)

2. 현재 사용하고 있는 운영 체제를 확인합니다(예: Windows XP).
3. 장치가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으면 네트워크 운영 체제를 확인합니다.
4. 장치가 시스템에 연결되는 방식을 확인합니다(예: USB 또는 네트워크).
5. 프린터 소프트웨어의 버전 번호를 적어 놓습니다. (프린터 드라이버의 버전 번호를
확인하려면 프린터 설정 또는 속성 화 상자를 열고 정보 탭을 클릭합니다.)

6. 특정 응용 프로그램에서 인쇄시 문제가 있으면 응용 프로그램과 버전 번호를 적어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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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절차

문제가 있는 경우 다음 단계를 따르십시오.
1. HP 프린터과 함께 제공된 설명서를 확인합니다.
2. HP 온라인 지원 웹 사이트(www.hp.com/support)를 참조하십시오. HP 온라인 지원
은 HP 고객이 모두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기능을 포함하여 최신 장치 정보와 전
문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 공인된 온라인 지원 전문가에게 신속한 연락
• HP 프린터용 소프트웨어 및 드라이버 업데이트
• 유용한 HP 프린터 및 일반적인 문제에 한 문제 해결 정보
• HP 프린터 등록 시 이용할 수 있는 앞선 장치 업데이트, 신속한 지원 및 HP 뉴스
그램

3. HP 지원 센터에 문의합니다. 지원 옵션 및 제공 여부는 장치, 국가/지역 및 언어마다
다릅니다.

전화로 HP 지원 받기
이 단원에서는 다음 항목을 다룹니다.
• 전화 지원 기간
• 지원 전화 번호
• 전화 걸기
• 전화 지원 기간 이후

전화 지원 기간
북미, 아시아 태평양 및 남미(멕시코 포함)에서는 1년 동안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유럽,
중동 및 아프리카의 전화 지원 기간을 보려면 www.hp.com/support를 참조하십시오. 표
준 전화 요금이 적용됩니다.

지원 전화 번호
HP는 다양한 지역에서 보증 기간에 한해 무료 전화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래에 나열된 지원 번호 중 일부는 유료입니다.
최신 지원 전화 번호 목록은 www.hp.com/support를 참조하십시오.

부록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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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걸기
컴퓨터 및 HP 프린터을(를) 준비한 상태에서 HP 지원 센터에 문의합니다. 다음 정보를
제공할 준비를 합니다.
• 모델 번호(HP 프린터 앞면 레이블에 있음)
• 일련 번호(HP 프린터 뒷면 또는 맨 아래에 있음)
• 문제 발생 시 나타나는 메시지
• 다음 질문에 답하십시오.

◦ 전에도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 그때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이 문제가 발생한 전후로 새로 추가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가 있습니까?
◦ 이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다른 문제가 발생했습니까(천둥, HP 프린터 이동 등)?

전화 지원 기간 이후
전화 지원 기간 이후에는 사용자가 추가 비용을 부담하여 HP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
니다. 도움말은 HP 온라인 지원 웹 사이트 (www.hp.com/support)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
다. 해당 HP 제품 판매점이나 해당 국가/지역의 고객으뜸지원센터에 문의하여 지원 항
목을 확인하십시오.

추가 보증 옵션
추가 비용을 지불하면 HP 프린터에 한 추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장 서비
스에 한 정보를 보려면 www.hp.com/support로 이동하여 국가/지역 및 언어를 선택한
다음 서비스 및 보증 영역을 둘러 보십시오.

부록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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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 Quick Exchange Service(일본)

교환을 위한 장치 포장 방법에 한 자세한 내용은 장치 포장을 참조하십시오.

장치 발송 준비
HP 고객 지원 센터에 연락하거나 구매 장소를 다시 방문하면 서비스를 위해 장치를 보
내달라는 요청을 받게 됩니다. 장치를 반환하기 전에 다음 항목을 제거하여 보관하십시
오.
• 잉크 카트리지
• 전원 코드, USB 케이블, 메모리 카드, USB 무선 장치, 프린터에 연결된 기타 케이블
• 용지함에 넣은 용지
• 장치에 넣은 원본을 제거하십시오

발송 전에 잉크 카트리지 제거
프린터를 반환하기 전에 잉크 카트리지를 제거하십시오.

참고 이 정보는 일본 고객에게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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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송 전에 잉크 카트리지를 제거하려면
1. 프린터의 전원을 켠 채로 앞면 덮개를 엽니다. 카트리지가 움직이지 않을 때까지 기
다립니다. 단지 몇 초밖에 소요되지 않습니다.

주의 잉크 카트리지는 반드시 잉크 카트리지 캐리지가 멈춘 상태에서 제거 또
는 설치해야 합니다.

2. 잉크 카트리지 래치를 위로 열어 카트리지함에서 잉크 카트리지를 살짝 들어냅니다.

3. 잉크가 마르지 않도록 잉크 카트리지를 밀폐된 플라스틱 컨테이너에 넣어서 잘 보관
해 둡니다. HP 고객 지원 상담원의 별도 요청이 없을 경우 장치를 반송할 때 잉크 카
트리지는 함께 보내지 마십시오.

4. 앞면 덮개를 닫고 인쇄 캐리지가 원래 위치(왼쪽)로 돌아갈 때까지 몇 분 기다립니
다.

5. 전원 버튼을 눌러서 장치를 끕니다.

장치 포장
발송을 위해 장치를 준비한 후 다음 단계를 수행하십시오.

부록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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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를 포장하려면
1. 가능하면 원래 포장재 또는 교환 장치의 포장재를 사용하여 발송할 장치를 포장합니
다.

원래 포장재가 없으면 다른 포장재를 사용하십시오. 잘못된 포장 및/또는 부적절한
운송으로 인해 발생한 운송 중 손상은 보증에 의해 보상되지 않습니다.

2. 포장 바깥쪽에 반송 레이블을 붙입니다.
3. 상자에는 다음 품목이 들어 있어야 합니다.

• 서비스 직원에게 알릴 고장 증상에 한 설명(출력 품질 문제를 보여주는 견본
이 있으면 유용합니다).

• 보증 적용 기간을 확인하기 위한 구매 전표 또는 기타 구매 증명 사본
• 사용자의 이름, 주소, 주간에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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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장치 사양
용지 및 용지 처리 사양에 한 자세한 내용은 지원되는 용지의 사양 이해를 참조하십시
오.
• 물리적 사양
• 제품 기능 및 용량
• 프로세서 및 메모리 사양
• 시스템 요구사항
• 인쇄 해상도
• 환경 사양
• 전기 사양
• 소음 방출 사양(ISO 7779에 의거한 소음 수준)
• 메모리 카드 사양

물리적 사양
크기(가로 X 세로 X 높이)
• 장치: 340.2 X 163.8 X 80.5mm(13.4 X 6.45 X 3.15인치)
• 배터리 장착한 장치: 340.2 x 184.8 x 80.5 mm (13.4 x 7.28 x 3.15 인치)

장치 중량(인쇄 소모품 제외)
• 장치: 2.0 kg (4.2 lb)
• 배터리 장착한 장치: 2.1 kg (4.63 lb)

제품 기능 및 용량

기능 용량

연결 장치 • USB 장치 포트: 고속 USB 2.0
• PictBridge/USB 1.1 최  속도 호스트 포트
• SD(Secure Digital) 카드
• MMC(Multimedia Card)
• Bluetooth 2.0 향상 데이터 속도, 1.0과 역
호환 가능(USB 장치 포트 사용)
지원되는 Bluetooth 프로파일: HCRP,
BPP, BIP, OPP, SDP

• 802.11 b/g(USB 호스트 포트 사용)

인쇄 방법 드롭 온-디멘드 서멀 잉크젯 방식(Drop on-
demand thermal Inkjet)

잉크 카트리지 잉크 카트리지 두 개(검정색, 3색, 회색, 사진 인
쇄)

공급 수율 예상 잉크 카트리지 잔량에 한 자세한 내용
은 www.hp.com/pageyield/를 방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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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용량

장치 언어 향상된 HP PCL 3

글꼴 지원 13개의 세로 방향 글꼴 내장.

영미법 글꼴: CG Times, CG Times Italic,
Universe, Universe Italic, Courier, Courier
Italic, Letter Gothic, Letter Gothic Italic

Bluetooth 인쇄 글꼴* 영미법 글꼴: CG Times, CG Times Italic,
Universe, Universe Italic, Courier, Courier
Italic, Letter Gothic, Letter Gothic Italic

아시아 글꼴**: 한국어, 중국어 간체, 중국어 번
체, 일본어

*이러한 글꼴은 휴 폰에서 인쇄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부 국가/지역의 모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  인쇄 한도 월별 최  500페이지

프로세서 및 메모리 사양
장치 프로세서
192MHz ARM9463ES

장치 메모리
• 32 MB 내장 RAM
• 8 MB 내장 MROM + 2 MB 내장 Flash ROM

시스템 요구사항
참고 지원되는 운영 체제와 시스템 요구 사항에 한 최신 정보를 얻으려면 http://
www.hp.com/support/를 방문하십시오.

운영 체제 호환성
• Windows 2000, Windows XP, Windows XP x64(Professional 및 Home Editions),

Windows Vista

참고 Windows 2000의 경우 프린터 드라이버 및 도구 상자만 사용 가능합니다.

• Mac OS X(v10.3.9 이상, v10.4.6 이상)
• Linux

최소 요구사항
• Windows 2000 Service Pack 4: Intel Pentium II 또는 Celeron 프로세서, 128 MB

RAM, 150 MB 여유 하드 디스크 공간
Microsoft Internet Explorer 6.0

• Windows XP(32비트): Intel Pentium II 또는 Celeron 프로세서, 128 MB RAM, 300
MB 여유 하드 디스크 공간
Microsoft Internet Explorer 6.0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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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ndows XP x64: AMD Athlon 64, AMD Opteron, Intel EM64T 지원 Intel Xeon 프
로세서, 또는 Intel EM64T 지원 Intel Pentium 4 프로세서, 128MB RAM, 270MB 여
유 하드 디스크 공간
Microsoft Internet Explorer 6.0

• Windows Vista: 800Mhz 32비트(x86) 또는 64비트(x64) 프로세서, 512MB RAM,
730MB 무료 하드 디스크 공간
Microsoft Internet Explorer 7.0

• Mac OS X(v10.3.9 이상, v10.4.6 이상): 400MHz Power PC G3(v10.3.9 이상,
v10.4.6 이상) 또는 1.83GHz Intel Core Duo(v10.4.6 이상), 256MB 메모리, 200MB
여유 하드 디스크 공간
QuickTime 5.0 이상

• Adobe Acrobat Reader 5.0 이상

권장 요구 사항
• Windows 2000 Service Pack 4: Intel Pentium III 이상의 프로세서, 200 MB RAM,

150 MB 여유 하드 디스크 공간
• Windows XP(32비트): Intel Pentium III 이상의 프로세서, 256 MB RAM, 350 MB 여
유 하드 디스크 공간

• Windows XP x64: AMD Athlon 64, AMD Opteron, Intel EM64T 지원 Intel Xeon 프
로세서, 또는 Intel EM64T 지원 Intel Pentium 4 프로세서, 256MB RAM, 340MB 여
유 하드 디스크 공간

• Windows Vista:  1GHz 32비트(x86) 또는 64비트(x64) 프로세서, 1GB RAM,
790MB 여유 하드 디스크 공간

• Mac OS X(v10.3.9 이상, v10.4.6 이상): 400MHz Power PC G4(v10.3.9 이상,
v10.4.6 이상) 또는 1.83GHz Intel Core Duo(v10.4.6 이상), 256MB 메모리, 500MB
여유 하드 디스크 공간

인쇄 해상도
흑백

검은색 잉크를 사용할 경우 최  1200 dpi

컬러

HP는 Vivera 잉크로 사진 품질을 더욱 강화했습니다(HP 프리미엄 플러스 인화지에서
최  4800 X 1200 dpi 최적화됨, 1200 X 1200 입력 dpi).

환경 사양
작동 환경
작동 온도:
권장 상  습도: 25 - 75% 비응축
◦ 권장 작동 조건: 15° - 32°C(59° - 90°F)
◦ 최 : 0° - 55°C(32° - 131°F)
◦ 배터리 충전: 2.5° - 40°C(36.5° - 104°F)
◦ 배터리 방전/사용: 0° - 40°C(32° - 104°F)

부록 C

128 장치 사양



보관 환경
보관 온도: -40° - 60°C(-40° - 140°F)
보관 상  습도: 65°C(150°F)의 온도에서 최  90% 비응축

전기 사양
전원 공급 장치
범용 전원 어댑터, 외장형(HP 부품 번호 C9279A)

전원 요구 사항
입력 전압: 100 - 240 VAC (± 10%), 50 - 60 Hz (± 3Hz)
출력 전압: 18.5Vdc, 3500mA

전력 소비
34.03 W

소음 방출 사양(ISO 7779에 의거한 소음 수준)
음압(근처 위치)
LpAm 47 (dBA)

음도 수준
LwAd 6.1 (BA)

메모리 카드 사양
• 메모리 카드의 최  권장 파일 수: 1,000
• 개별 파일의 최  권장 크기: 최  12메가픽셀, 최소 8 MB
• 최  권장 메모리 카드 크기: 2 GB(내부 상태만 해당)

참고 메모리 카드에서 최  권장 사양에 이르면 장치의 성능이 예상보다 떨어집니
다.

지원되는 메모리 카드 종류
• Secure Digital
• MultiMediaCard (M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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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형식 승인 정보
이 단원에서는 다음 항목을 다룹니다.
• 환경 지속성 프로그램
• FCC 규정
• 기타 형식 승인 정보
• 적합성 선언

환경 지속성 프로그램
Hewlett-Packard는 환경 친화적 방식으로 고품질의 제품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
습니다. HP는 사무 환경과 장치가 제조, 판매 및 사용되는 지역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장치의 설계 프로세스를 계속해서 개선시키고 있습니다. HP는 인쇄 수
명이 끝난 장치의 폐기로 인한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프로세스도 개발했습니다.
HP 환경 지속성 프로그램에 한 자세한 내용은 www.hp.com/hpinfo/globalcitizenship/
environment/index.html을 참조하십시오.
• 절약 및 제거
• 에너지 소비
• Energy Star® 고지 사항
• 재료 안전 데이터시트
• 재활용

• EU 국가/지역 내 일반 사용자에 의한 폐장비 처리

절약 및 제거
용지 사용
본 제품의 양면 인쇄 및 N-쪽 인쇄 기능(낱장 여러 문서 페이지를 인쇄할 때 사용)은 용
지 사용량을 줄여 결과적으로 천연 자원의 수요를 줄입니다. 이 기능의 사용에 한 자세
한 내용은 본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잉크 사용
본 제품을 절약 모드에서 사용하면 잉크가 적게 소모되어 카트리지 수명이 늘어납니다.
자세한 내용은 프린트 드라이버의 온라인 도움말을 참조하십시오.
오존 고갈 화학물질
CFC(chlorofluorocarbon)와 같은 오존 고갈 화학물질은 HP 제조 공정에서 제거되었습니
다.

에너지 소비
이 제품은 제품의 성능을 약화시키지 않으면서 전원 소비를 줄이고 자원을 절약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장치를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경우 모두 총 에너지 소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전원 소비에 한 자세한 정보는 HP 프린터와 함께 제공된
설명서 책자에 나와 있습니다.

Energy Star® 고지 사항
이 제품은 제품의 성능을 약화시키지 않으면서 전원 소비를 줄이고 자원을 절약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장치를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경우 모두 총 에너지 소비를 절감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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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제품은 에너지 효율 제품의 개발을 장려하기 위해 제정된
자발적인 프로그램인 ENERGY STAR®를 준수합니다.

Energy Star는 U.S. EPA의 등록 서비스 마크입니다. HP는 Energy Star 협력 업체로서
본 제품을 Energy Star의 에너지 효율 지침에 부합하도록 설계했습니다.
ENERGY STAR 지침에 한 자세한 정보를 얻으려면, 다음 웹 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www.energystar.gov

재료 안전 데이터시트
다음 HP 웹 사이트에서 재료 안전 데이터시트(MSDS)를 얻을 수 있습니다.
www.hp.com/go/msds.

재활용

본 장치는 재활용에 적합하게 설계되었습니다.
• 적절한 기능과 신뢰성을 유지하면서 재료의 수를 최소한으로 줄였습니다.
• 서로 다른 재료는 쉽게 분리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 고정 장치 및 기타 연결부는 쉽게 찾아 액세스해, 일반적 도구로 간단히 제거할 수 있
습니다.

• 우선도가 높은 부품은 효과적인 분해와 수리를 위해 쉽게 접근하도록 설계되었습니
다.

• 제품 포장
• 플라스틱

• HP 제품 및 소모품

제품 포장
본 장치의 포장 재료는 환경 영향의 최소화와 재활용을 염두에 두고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 의 보호성을 제공하도록 선택되었습니다. 장치의 견고한 설계도 포장 재료와 손상
비율을 최소화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플라스틱

제품 수명이 끝날 때 재활용할 수 있는 플라스틱을 쉽게 식별하기 위한 국제 표준에 따
라 25그램 이상의 플라스틱 부품은 별도로 표시됩니다.

HP 제품 및 소모품
HP의 Planet Partners™ 재활용 서비스는 모든 상표의 컴퓨터 장비 또는 HP 인쇄 소모품
을 재활용할 수 있는 간편한 방법을 제공합니다. HP의 첨단 작업이 필요 없는 하드웨어
또는 HP 인쇄 소모품이 자원을 보존하는 방법으로 재활용되도록 보장합니다.
(www.hp.com/recycle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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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C 규정

기타 형식 승인 정보
• 한국 사용자에 한 고지 사항
• 일본 사용자를 위한 VCCI(Class B) 호환 규정
• 전원 코드 정보에 해 일본 사용자에게 고지
• 독일 소음 방출 규정
• RoHS 고지 사항(중국에만 해당)
• LED 표시기 상태
• 형식 승인 모델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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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용자에 한 고지 사항

일본 사용자를 위한 VCCI(Class B) 호환 규정

전원 코드 정보에 해 일본 사용자에게 고지

독일 소음 방출 규정

부록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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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HS 고지 사항(중국에만 해당)

독성 및 유해 물질 표

LED 표시기 상태

형식 승인 모델 번호
규정 식별을 위해 각 제품마다 형식 승인 모델 번호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의 형
식 승인 모델 번호는 SNPRC-0705입니다. 이 형식 승인 모델 번호를 제품 이름(HP
Officejet H470, HP Officejet H470B, HP Officejet H470wbt 등)이나 제품 번호(CB260A,
CB027A, CB028A 등)와 혼동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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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인

기호/숫자
802.11

USB 부속품 설치 18
문제 해결 102
인쇄 19
정보 19

B
Bluetooth

USB 부속품 설치 18
검색 74
구성 70
구성 페이지 74
글꼴 74
무선 연결 68
무선 프로파일 75
문제 해결 102
설정 69
설정 옵션 71
연결 74
인쇄 19
정보 20
지원되는 글꼴 127

D
Documents To Go 40
dpi
인쇄 128

H
Hewlett-Packard 통지 3
HP Instant Support

myPrintMileage 48
보안 및 개인 정보 49
액세스 49
정보 48

HP Planet Partners 131
HP Solution Center 28
HP 네트워크 설정 유틸리티

(Mac OS)
관리자 설정 44

HP 프린터 유틸리티(Mac OS)
관리자 설정 44

열기 47
패널 47

M
Mac OS

HP 프린터 유틸리티 47
경계선 없는 인쇄 32
공유 장치 54
네트워크 프린터 설치 유틸
리티 48

소프트웨어 설치 54
소프트웨어 제거 57
시스템 요구사항 127
인쇄 설정 28
장치 공유 55
특수 용지 또는 사용자 정의
크기 용지에 인쇄 30

MMC 슬롯 11
myPrintMileage
액세스 49
정보 49

P
Palm OS
인쇄 38

PCL 3 지원 127
PDA 도구 상자(Pocket PC 및

Palm OS)
관리자 설정 44

PictBridge 34, 91
PictBridge 장치 연결 11
Pocket PC
인쇄 36

Printboy
설치 39

R
readme 8

S
SD 카드 슬롯 11
Solution Center 28
SSID 59

U
USB 연결

Mac OS 설정 53
Windows 설정 51
포트, 위치 11

USB 플래시 드라이브
인쇄 40

W
Windows

HP Solution Center 28
경계 없는 인쇄 31
공유 장치 53
소프트웨어 설치 51
소프트웨어 제거 56
시스템 요구사항 127
양면 인쇄 29
인쇄 설정 28
특수 용지 또는 사용자 정의
크기 용지에 인쇄 30

ㄱ
개인 정보, HP Instant

Support 49
걸림
방지 106
제거 105
피해야 할 용지 22

경계선 없는 인쇄
Mac OS 32

경계 없는 인쇄
Windows 31

고객 지원
HP Instant Support 48
보증 122
전자 119
전화 지원 119

공유 장치
Mac OS 54
Windows 53

관리자
설정 44

교체
잉크 카트리지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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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Bluetooth 70
무선 프로파일 64

구성 페이지
Bluetooth 74

그래픽
선이나 점 누락 99
잉크가 채워지지 않음 95

글꼴
Bluetooth 74

글꼴 지원됨 127
기본 설정
드라이버 27
인쇄 28

기술 정보
메모리 카드 사양 129

기울어진 페이지, 문제 해결
100

ㄴ
넣기
용지 26

네트워크
Mac OS 설정 54
공유, Windows 53
방화벽, 문제 해결 88
커넥터 그림 11
프린터 정보 49

네트워크 설정
무선 59

네트워크 이름
무선 59

네트워크 프린터 설정 유틸리티
(Mac OS) 48

누락 또는 잘못된 정보, 문제 해
결 90

ㄷ
도구 상자(Windows)
관리자 설정 44
남은 잉크량 탭 46
서비스 탭 46
열기 45
정보 45
정보 탭 46

도움말
HP Instant Support 48
기타 참조 고객 지원
드라이버
버전 119

보증 118
설정 27

디지털 사진
인쇄 33

ㄹ
릴리스 노트 8

ㅁ
메모리
사양 127

메모리 카드
사양 129
인쇄 40

모니터 도구 43
모바일 장치
인쇄 32

무선
Bluetooth 연결 68
SSID 59
네트워크 설정 59
네트워크 이름 59
보안 설정 60
설정 60
연결 57
통신 모드 59
프로파일 구성 64
프로파일 스위치 58, 66
프로파일 재설정 67

무선 카드
설치 39

무선 통신 장치
문제 해결 102

무선 프로파일
Bluetooth 75

무선 프로파일 스위치 11
문제 해결

802.11 102
Bluetooth 102
HP Instant Support 48
기울어진 페이지 100
누락 또는 잘못된 정보 90
무선 통신 장치 102
문자나 그래픽이 잉크로 채
워지지 않음 95

방화벽 88
빈 페이지가 인쇄됨 89
선이나 점 누락 99
설치 100

아무것도 인쇄되지 않음
88

여러 장의 용지 공급 100
용지가 제 로 배출되지 않
음 100

용지 공급되지 않음 100
용지 공급 문제 99
의미없는 문자가 인쇄되는
경우 94

인쇄 87
인쇄가 느림 89
인쇄 품질 92
잉크 번짐 95
잉크 카트리지 88
지원되지 않는 용지 99
컬러 96, 98
컬러 번짐 98
팁 86
페이지 잘림, 잘못된 텍스트
또는 그래픽 위치 91

표시등 108
표시등 켜짐 또는 점멸 87
프린터 종료 87

문제 해결 리소스
프린터 정보 페이지 49

ㅂ
방화벽, 문제 해결 88
배터리
설치 15
안전 15
재활용 15
제거 18
충전 17

배터리 슬롯 11
보관 환경 사양 129
보안

HP Instant Support 49
보안 설정
무선 60

보증 118, 122
봉투
지원되는 용지 크기 24
지원 용지함 25
지침 22

부속품
802.11 18
Bluetooth 18
보증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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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15
주문 115

부품 번호, 소모품 및 부속품
115

빈 페이지, 문제 해결
인쇄 89

ㅅ
사양
물리적 126
보관 환경 129
소음 방출 129
시스템 요구사항 127
용지 23
작동 환경 128
전기 129
프로세서 및 메모리 127

사용자 정의 크기 용지
인쇄 30
지원되는 용지 크기 25
지침 23

사진
경계 없는 인쇄 31
인쇄 33
전송 35

상태
소모품 43

서비스 탭, 도구 상자
(Windows) 46

선이나 점 누락, 문제 해결 99
설명서 8
설정

Bluetooth 69
Windows 51
관리자 44
드라이버 27
무선 60

설치
Mac OS용 소프트웨어 53
Printboy 39
Windows용 소프트웨어 51
무선 카드 39
문제 해결 100
부속품 15
잉크 카트리지 76

소모품
myPrintMileage 49
상태 43
수율 126
온라인 주문 115

소음 방출 129

소음 정보 129
소프트웨어

Mac OS에서 제거 57
Mac OS의 설치 53
Windows에서 제거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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