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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 DeskJet 4720 series 도움말

HP DeskJet 4720 series에 대한 사용법을 알아봅니다.

KOWW

●

3페이지의 시작하기

●

29페이지의 인쇄

●

41페이지의 웹 서비스 사용

●

49페이지의 복사 및 스캔

●

57페이지의 잉크 카트리지 관리

●

67페이지의 프린터 연결

●

107페이지의 기술 정보

●

81페이지의 문제 해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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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기

●

프린터 부품

●

제어판 기능

●

제어판 표시등 및 디스플레이 아이콘 상태

●

용지 넣기

●

프린터가 감지하는 기본 용지 크기를 변경합니다.

●

원본을 스캐너 유리에 놓기

●

용지 기본 사항

●

HP 프린터 소프트웨어 열기 (Windows)

●

절전 모드

●

저소음 모드:

●

자동 꺼짐

3

프린터 부품

4

1

용지 너비 조정대

2

입력 용지함

3

입력 용지함 보호 장치

4

스캐너 덮개

5

스캐너 유리

6

제어판

7

앞쪽 도어

8

출력 용지함

9

출력 용지함 확장대(용지함 확장대라고도 함)

10

잉크 카트리지

11

카트리지 액세스 덮개

12

전원 연결

13

USB 포트

2 장 시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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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판 기능
버튼과 표시등 개요

기능

설명

1

제어판 디스플레이 : 복사 매수, 용지 오류, 무선 상태 및 신호 강도, Wi-Fi Direct 상태 및 잉크 잔량을 나
타냅니다.

2

취소 버튼: 현재 동작을 중지합니다.

3

무선 버튼: 프린터 무선 기능을 켜고 끕니다.
무선 표시등: 프린터가 무선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지를 표시합니다.

4

Wi-Fi Direct 버튼: Wi-Fi Direct를 켜거나 끕니다.
Wi-Fi Direct 표시등: Wi-Fi Direct의 켜짐 또는 꺼짐 상태를 나타냅니다.

5

컬러 복사 시작 버튼: 컬러 복사 작업을 시작합니다. 컬러 복사 매수를 늘이려면 버튼을 여러 번 누릅
니다. 복사는 마지막 버튼을 클릭하고 나서 2초 후에 시작됩니다.

6

전원 버튼: 프린터의 전원을 켜거나 끕니다.

7

잉크 잔량 경고 표시등: 잉크 부족이나 잉크 카트리지 문제를 나타냅니다.

8

재시작 버튼: 중단한 후(예: 용지를 넣은 후 또는 용지 걸림을 제거한 후)에 작업을 다시 시작합니다.
재시작 표시등: 프린터가 경고 또는 오류 상태에 있다는 것을 표시합니다.

9

정보 버튼: 프린터 정보 페이지 인쇄하기 무선 버튼, Wi-Fi Direct 버튼 또는 HP ePrint 버튼과 함께 버튼
을 글릭하여 각각의 이들 버튼에 관련된 더 구체적인 도움말을 찾아 봅니다.
정보 표시등: 정보 버튼을 누르면 도움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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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설명

10

HP ePrint 버튼: HP ePrint 켜기 또는 끄기
HP ePrint 표시등: HP ePrint의 켜짐 또는 꺼짐 상태를 나타냅니다. 표시등이 깜박이면 웹 서비스와의
연결 상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11

흑백 복사 시작 버튼: 흑백 복사 작업을 시작합니다. 흑백 복사 매수를 늘이려면 버튼을 여러 번 누릅
니다. 복사는 마지막 버튼을 클릭하고 나서 2초 후에 시작됩니다.

제어판 디스플레이 아이콘

아이콘

설명
복사 매수 아이콘: 문서 복사 시 복사 매수를 보여주며, 프린터에 오류가 있을 경우 문자 E와 숫자
가 교대로 표시됩니다.

Error(오류) 아이콘: 오류를 나타냅니다.
용지 오류 아이콘: 용지 관련 오류를 나타냅니다.

무선 상태 아이콘: 무선 연결 상태를 표시합니다.
무선 상태 아이콘은 무선 아이콘(

), 무선 오류 표시 아이콘( ) 및 신호 바 아이콘(

)등

3개의 아이콘으로 구성됩니다.
Wi-Fi Direct 아이콘: Wi-Fi Direct이(가) 연결되었거나 연결 중에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잉크 잔량 아이콘: 좌측 잉크 아이콘은 삼색 카트리지의 추정 잉크 잔량을 표시하며 우측 아이콘
은 검정색 카트리지의 잉크 잔량을 표시합니다.
참고: 잉크량 경고 및 표시기는 잉크 교체 시기를 미리 예상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합
니다. 잉크 부족 경고 메시지가 나타나면 인쇄가 지연되지 않도록 교체 카트리지를 준비하는 것
이 좋습니다. 인쇄 품질이 허용 수준 이하로 떨어지기 전까지는 잉크 카트리지를 교체할 필요가
없습니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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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판 표시등 및 디스플레이 아이콘 상태
전원 버튼 표시등

●
Status(상태)

설명

켜짐

프린터가 켜져 있습니다.

꺼짐

프린터가 꺼저 있습니다.

희미함

프린터가 절전 모드에 있음을 알려줍니다. 프린터는 아무런 작동 없이 5분이 지나면 자동
으로 절전 모드에 들어갑니다.

깜박임

프린터에서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작업을 취소하려면 취소 버튼(

빠르게 깜박임

카트리지 액세스 덮개가 열려 있으면 닫으십시오. 카트리지 액세스 도어가 닫혀 있고 표시
등이 빠르게 깜박이는 경우, 프린터는 컴퓨터 화면에 표시되는 메시지에 따라 해결이 가능
한 오류 상태에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화면 메시지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문서를 인쇄
하면 나타납니다.

)을 누릅니다.

무선 표시등 및 아이콘
●

무선 버튼(

) 옆에 있는 무선 표시등과 제어판 디스플레이 상의 무선 상태 아이콘은 함께 작동

하여 무선 연결 상태를 나타냅니다.
Status(상태)

설명

무선 표시등, 무선 아이콘 및 신호 바 아이콘이 켜져 있습니
다.

프린터가 무선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무선 표시등이 꺼져 있습니다.

프린터의 무선 기능이 꺼져 있습니다. 무선 기능을 켜려면
무선 버튼(

)을 누릅니다.

무선 표시등이 깜박이고, 무선 아이콘이 켜져 있으며 신호
바 아이콘은 켜짐과 꺼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프린터가 무선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거나 Wi-Fi 보호 설
치(WPS) 푸시 모드 상태에 있습니다.

무선 표시등이 3초 동안 깜박인 다음 꺼집니다.

프린터의 무선 기능이 비활성화 상태가 됩니다.
무선 설정을 변경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75페이지의 무선
설정을 참조하십시오.

KO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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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us(상태)

설명

무선 표시등이 깜박이고, 무선 아이콘 및 무선 오류 표시 아
이콘이 켜져 있습니다.

무선 신호가 없습니다.

무선 표시등이 깜박이고, 무선 아이콘이 켜져 있으며 무선
오류 표시 아이콘은 깜박입니다.

–

무선 라우터 또는 액세스 지점이 켜져 있는지 확인합
니다.

–

무선 라우터 가까이 프린터를 이동합니다.

다음 중의 하나가 발생했을 수도 있습니다.
–

프린터를 무선 네트워크에 연결 시에 문제가 있습니
다.

–

WPS 사용 중 오류가 발생하거나 오버랩 세션이 감지
됩니다.

무선 버튼(

) 및 정보 버튼(

)을 함께 눌러 무선 테

스트를 실행한 다음, 문제 해결 방법에 관한 테스트 보고서
를 검토합니다.

Wi-Fi Direct 표시등 및 아이콘

●
Status(상태)

설명

Wi-Fi Direct 표시등 및 아이콘이 켜져 있습니다.

Wi-Fi Direct이(가) 켜져 있으며 사용 준비가 되었습니다.
Wi-Fi Direct를 이용해 프린터에 연결하는 방법은
71페이지의 라우터 없이 무선으로 프린터에 연결을(를) 참
조하십시오.

Wi-Fi Direct 표시등 및 아이콘이 꺼져 있습니다.

Wi-Fi Direct이(가) 꺼져 있습니다.
Wi-Fi Direct을(를) 켜려면 Wi-Fi Direct 버튼(

)을 누릅니

다.
Wi-Fi Direct 표시등이 깜박입니다.

Wi-Fi 보호 설치(WPS) 푸시 모드 상태에서 프린터를 모바일
장치에 연결 중입니다 Wi-Fi Direct 버튼(

)을 눌러 연결

을 완료합니다.
Wi-Fi Direct 표시등이 3초 동안 깜박인 다음 계속 켜져 있습
니다.

프린터가 이미 최대 Wi-Fi Direct 연결 개수에 도달했으며 다
른 장치는 Wi-Fi Direct을 이용해 프린터에 연결 시도 중입니
다.

Wi-Fi Direct 표시등이 3초 동안 빠르게 깜박인 다음 꺼집니
다.

Wi-Fi Direct이 비활성화된 상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프린
터를 설정한 사람에게 문의하십시오.

HP ePrint 표시등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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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us(상태)

설명

HP ePrint 표시등이 켜집니다.

HP ePrint 기능이 켜져 있고 사용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HP
ePrint를 이용해 문서를 인쇄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
은 44페이지의 HP ePrint로 인쇄를 참조하십시오.

HP ePrint 표시등이 꺼져 있습니다.

HP ePrint 기능이 꺼집니다.
HP ePrint을(를) 켜려면 HP ePrint 버튼(

HP ePrint 표시등이 3초 동안 깜박인 다음 꺼집니다.

)을 누릅니다.

다음 중의 하나가 발생했을 수도 있습니다.
–

웹 서비스가 설정되지 않았습니다.

–

프린터용 필수 업데이트를 사용할 수 있지만 설치되
지 않았습니다.

–

HP ePrint 기능이 비활성화 되었습니다.

HP ePrint 버튼(

)과 정보 버튼(

)을 동시에 눌러 진

단 페이지를 인쇄한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지시사항을
따릅니다.
HP ePrint 표시등이 계속 깜박입니다.

HP ePrint 기능이 켜져 있지만 프린터가 웹 서비스 서버에
연결되지 않습니다.
HP ePrint 버튼(

)과 정보 버튼(

)을 동시에 눌러 진

단 페이지를 인쇄한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지시사항을
따릅니다.

잉크 잔량 아이콘 및 잉크 잔량 경고 표시등
●

●

KOWW

잉크 잔량 아이콘 중 하나가 구분없이 깜박이며 잉크 잔량 경고 표시등이 켜져 있습니다.

원인

해결책

다음 중의 하나가 발생했을 수도 있습니다.

–

잉크 카트리지 중 하나가 누락된 경우 프린터는 단일
카트리지 모드로 전환됩니다. 단일 카트리지 모드를
나가려면 해당 잉크 카트리지를 삽입합니다. 단일 카
트리지 모드에 관한 추가 정보는 63페이지의 단일
카트리지 모드 사용을 참조하십시오.

–

잉크 카트리지 둘 다 프린터에 설치되어 있을 경우, 해
당 잉크 카트리지를 제거하고 플라스틱 테이프가 붙
어 있지 않는지 확인한 다음 잉크 카트리지를 단단히
재삽입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60페이지의 잉크 카트
리지 교체을 참조하십시오.

–

해당 잉크 카트리지가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

해당 잉크 카트리지가 잘못 설치되어 있거나 여전히
플라스틱 테이프가 붙어 있습니다.

잉크 잔량 아이콘 둘 다 구분없이 깜박이며 잉크 잔량 경고 표시등이 깜박입니다.

제어판 표시등 및 디스플레이 아이콘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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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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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

해결책

다음 중의 하나가 발생했을 수도 있습니다.

–

프린터에 잉크 카트리지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경우,
잉크 카트리지를 설치하십시오.

–

잉크 카트리지 둘 다 프린터에 설치되어 있을 경우, 카
트리지를 제거하고 플라스틱 테이프가 붙어 있지 않
는지 확인한 다음 잉크 카트리지를 단단히 재삽입합
니다.

–

프린터에 알맞은 HP 잉크 카트리지를 사용하고 있는
지 확인합니다.

–

그래도 오류가 계속 발생하면 잉크 카트리지를 교체
하십시오. 잉크 카트리지 교체 방법에 관한 정보는
60페이지의 잉크 카트리지 교체를 참조하십시오.

–

두 잉크 카트리지 모두 누락되어 있습니다.

–

두 잉크 카트리지 모두 잘못 설치되어 있거나 여전히
플라스틱 테이프가 붙어 있습니다.

–

두 잉크 카트리지가 서로 호환되지 않거나 손상을 입
었습니다.

잉크 잔량 아이콘 중의 하나에서 한 구역만 켜져 있습니다.

원인

해결책

해당 잉크 카트리지에 잉크가 부족해 곧 교체해야 합니다.

–

남은 잉크로 인쇄를 계속합니다. 인쇄 문서의 품질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인쇄 품질이 좋지 않은 경우 해당 잉크 카트리지 교체
를 고려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60페이지의 잉
크 카트리지 교체을 참조하십시오.

잉크 잔량 아이콘 둘 다에서 한 구역만 켜져 있습니다.

원인

해결책

두 카트리지에 잉크가 부족해 곧 교체해야 합니다.

–

남은 잉크로 인쇄를 계속합니다. 인쇄 문서의 품질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인쇄 품질이 좋지 않은 경우 잉크 카트리지를 교체합
니다. 자세한 내용은 60페이지의 잉크 카트리지 교
체을 참조하십시오.

잉크 잔량 아이콘 중 하나가 구분없이 깜박이고 잉크 잔량 경고 표시등이 켜져 있으며 재시작 표시
등이 깜박입니다.

2 장 시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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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

해결책

다음 중의 하나가 발생했을 수도 있습니다.

–

해당 잉크 카트리지를 새로 설치한 경우, 모형 또는 이
전에 사용했던 것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P 프
린터 소프트웨어가 제공하는 메시지를 참조하십시오.

–

해당 잉크 카트리지를 새로 설치한 것이 아니라면 잉

–

모형 또는 이전에 사용했던 잉크 카트리지가 설치되
어 있습니다.

–

해당 잉크 카트리지의 잉크 잔량이 거의 없습니다.

크 잔량이 거의 없습니다. 재시작 버튼(

)을 눌러

인쇄를 계속하고, 인쇄 품질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
지면 잉크 카트리지를 교체합니다. 잉크 카트리지 교
체 방법에 관한 정보는 60페이지의 잉크 카트리지
교체를 참조하십시오.

●

잉크 잔량 아이콘 둘 다 구분없이 깜박이고 잉크 잔량 경고 표시등이 켜져 있으며 재시작 표시등이
깜박입니다.

원인

해결책

다음 중의 하나가 발생했을 수도 있습니다.

–

잉크 카트리지를 새로 설치한 경우, 모형 또는 이전에
사용했던 것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P 프린터
소프트웨어가 제공하는 메시지를 참조하십시오.

–

잉크 카트리지를 새로 설치한 것이 아니라면 잉크 잔

–

모형 또는 이전에 사용했던 잉크 카트리지가 설치되
어 있습니다.

–

잉크 카트리지 둘 다 잉크가 매우 부족합니다.

량이 거의 없습니다. 재시작 버튼(

)을 눌러 인쇄를

계속하고, 인쇄 품질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잉
크 카트리지를 교체합니다. 잉크 카트리지 교체 방법
에 관한 정보는 60페이지의 잉크 카트리지 교체를
참조하십시오.

Error(오류) 아이콘, 용지 오류 아이콘 및 재시작 표시등
●

Error(오류) 아이콘, 용지 오류 아이콘 및 재시작 표시등이 켜져 있습니다.

원인

해결책

용지함에 용지가 없습니다.

용지함에 용지를 넣으십시오.
용지를 넣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15페이지의 용지
넣기를 참조하십시오.

●

KOWW

Error(오류) 아이콘, 용지 오류 아이콘 및 재시작 표시등이 깜박입니다.

제어판 표시등 및 디스플레이 아이콘 상태

11

원인

해결책

프린터가 인쇄 작업을 수신한 후 입력 용지함에 용지가 없
다는 것을 감지합니다.

용지를 넣고 재시작 버튼(

)을 눌러 인쇄를 계속합니다.

용지를 넣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15페이지의 용지
넣기를 참조하십시오.

복사 매수 아이콘
●

복사 매수 아이콘이 문자 E와 숫자 1을 교대로 표시합니다. 그와 동시에 Error(오류) 아이콘, 용지
오류 아이콘 및 재시작 표시등이 깜박입니다.

원인
프린터가 인쇄 작업을 수신한 후, 용지 공급을 시작하고 그
인쇄 작업의 용지 너비가 적재된 용지 너비보다 크다는 것
을 감지합니다.

해결책
재시작 버튼(

) 또는 취소 버튼(

) 중의 하나를 눌러

인쇄 작업을 취소하고 용지를 꺼냅니다.
용지 크기 불일치 문제를 방지하려면 인쇄 전에 다음 중의
하나를 수행합니다 .
–

인쇄 작업의 용지 크기 설정을 실제로 넣은 용지와 일
치하도록 변경하십시오.

–

모든 용지를 입력 용지함에서 꺼내고 인쇄 작업의 용
지 크기 설정과 일치하는 용지를 넣습니다.

힌트: 프린터가 자동으로 감지하는 기본 용지 크기를 변
경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9페이지의 프린터가
감지하는 기본 용지 크기를 변경합니다.을 참조하십시오.

●

12

복사 매수 아이콘이 문자 E와 숫자 2를 교대로 표시합니다. 재시작 표시등은 꺼져 있습니다.

2 장 시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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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

해결책

프린터가 단일 페이지 인쇄 작업을 수신하고 그 인쇄 작업
의 용지 길이가 적재된 용지 길이와 일치하지 않는 것을 감
지하고 나면 페이지를 잘못 인쇄합니다.

이 오류를 소거하려면 제어판의 아무 버튼이나 누르거나 2
분간 기다립니다.
용지 길이 불일치 문제를 방지하려면 인쇄 전에 다음 중의
하나를 수행합니다 .
–

인쇄 작업의 용지 크기 설정을 실제로 넣은 용지와 일
치하도록 변경하십시오.

–

모든 용지를 입력 용지함에서 꺼내고 인쇄 작업의 용
지 크기 설정과 일치하는 용지를 넣습니다.

힌트: 프린터가 자동으로 감지하는 기본 용지 크기를 변
경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9페이지의 프린터가
감지하는 기본 용지 크기를 변경합니다.을 참조하십시오.

●

복사 매수 아이콘이 문자 E와 숫자 2를 교대로 표시합니다. 그와 동시에 Error(오류) 아이콘, 용지
오류 아이콘 및 재시작 표시등이 깜박입니다.

원인

해결책

프린터가 여러 페이지 인쇄 작업을 수신하고 그 인쇄 작업
의 용지 길이가 적재된 용지 길이와 일치하지 않는 것을 감
지하고 나면 그 인쇄 작업의 첫 번째 페이지를 잘못 인쇄합
니다.

–

인쇄 작업을 취소하려면 취소 버튼(

–

남아 있는 페이지를 계속해서 인쇄하려면 재시작 버
튼(

)을 누릅니다.

)을 누릅니다. 첫 번째 페이지처럼 나머지 페이

지에도 동일한 오류가 나타납니다.
힌트: 프린터가 자동으로 감지하는 기본 용지 크기를 변
경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9페이지의 프린터가
감지하는 기본 용지 크기를 변경합니다.을 참조하십시오.

●

복사 매수 아이콘이 문자 E와 숫자 3를 교대로 표시합니다. 그와 동시에 재시작 표시등 및 잉크 잔
량 경고 표시등이 깜박입니다.

원인

해결책

프린터 안쪽 캐리지가 중단되었습니다.

카트리지 액세스 덮개를 열고 캐리지가 막히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캐리지를 오른쪽으로 이동시키고 카트리지 액
세스 도어를 닫은 후, 재시작 버튼(

)을 눌러 인쇄를 계

속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82페이지의 용지 걸림 및 용지
공급 문제을 참조하십시오.

KO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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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사 매수 아이콘이 문자 E와 숫자 4를 교대로 표시합니다. 그와 동시에 Error(오류) 아이콘, 용지
오류 아이콘, 재시작 표시등, 잉크 잔량 경고 표시등이 깜박입니다.

원인
용지가 걸렸습니다.

해결책
걸림을 소거하고 재시작 버튼(

)을 눌러 인쇄를 계속합

니다.
자세한 내용은 82페이지의 용지 걸림 및 용지 공급 문제
을 참조하십시오.

●

복사 매수 아이콘이 문자 E와 숫자 5를 교대로 표시합니다. 그와 동시에 제어판 상의 모든 표시등
이 깜박입니다.

원인

해결책

스캐너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프린터를 껐다 다시 켭니다.
그래도 문제가 지속되면 HP에 문의하십시오. 스캐너가 작
동하지 않더라도 프린터는 인쇄가 가능합니다.

●

복사 매수 아이콘이 문자 E와 숫자 6을 교대로 표시합니다. 그와 동시에 제어판 상의 모든 표시등
이 깜박입니다.

원인

해결책

프린터가 오류 상태에 있습니다.

프린터를 재설정합니다.
1.

프린터를 끕니다.

2.

전원 코드를 분리합니다.

3.

잠시 기다린 후, 전원 코드를 다시 꽂습니다.

4.

프린터를 켭니다.

그래도 문제가 지속되면 HP에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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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 시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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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지 넣기
용지 크기를 선택해 계속합니다.
전체 크기 용지를 넣으려면

KOWW

1.

입력 용지함을 올립니다.

2.

용지 너비 조정대를 왼쪽으로 밉니다.

3.

인쇄면이 위로 오게 하여 용지 묶음의 짧은 가장자리 쪽이 아래로 향하게 용지함 안으로 넣습니다.
용지 묶음을 끝까지 밀어 넣습니다.

용지 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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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용지 너비 조정대가 용지의 가장자리에 닿을 때까지 오른쪽으로 밉니다.

5.

출력 용지함 및 용지함 확장대를 당겨서 빼냅니다.

소형 용지를 넣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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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력 용지함을 올립니다.

2.

용지 너비 조정대를 왼쪽으로 밉니다.

2 장 시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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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짧은 가장자리 쪽은 아래로 인쇄면은 위로 향하게 하여 입력 용지함의 우측면으로 인화지 묶음을
넣고 용지 묶음을 끝까지 아래로 밀어 넣습니다.

4.

용지 너비 조정대가 용지의 가장자리에 닿을 때까지 오른쪽으로 밉니다.

5.

출력 용지함 및 용지함 확장대를 당겨서 빼냅니다.

봉투를 넣으려면
1.

KOWW

입력 용지함을 올립니다.

용지 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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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용지 너비 조정대를 왼쪽으로 밉니다.

3.

입력 용지함의 오른쪽 면에 맞춰 여러 장의 봉투를 넣습니다. 봉투 묶음을 끝까지 아래로 밀어 넣습
니다.
인쇄할 면이 위로 와야 합니다. 봉투의 봉하는 부분이 좌측 하단으로 오도록 하여 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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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용지 너비 조정대를 봉투 묶음이 있는 곳으로 멈출 때까지 오른쪽으로 밀어 넣습니다.

5.

출력 용지함 및 용지함 확장대를 당겨서 빼냅니다.

2 장 시작하기

KOWW

프린터가 감지하는 기본 용지 크기를 변경합니다.
프린터는 자동으로 입력 용지함에 용지가 들어 있는지 감지할 수 있으며, 적재된 용지의 너비가 대, 소
중인지 감지할 수 있습니다. 프린터가 감지하는 기본 대, 중, 소 용지 크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프린터가 감지하는 기본 용지 크기 변경하기

KOWW

1.

내장 웹 서버(EWS)를 엽니다. 자세한 내용은 78페이지의 내장 웹 서버 열기을 참조하십시오.

2.

설정 탭을 클릭합니다.

3.

기본설정(Preferences) 섹션에서 용지함 및 용지관리(Tray and Paper Management)를 클릭한 다음
원하는 옵션을 선택합니다.

4.

적용을 클릭합니다.

프린터가 감지하는 기본 용지 크기를 변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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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을 스캐너 유리에 놓기
원본을 스캐너 유리에 놓으려면

20

1.

스캐너 덮개를 들어 올립니다.

2.

스캐너 유리의 오른쪽 모서리에 원본의 인쇄면을 아래로 향하게 하여 놓습니다.

3.

스캐너 덮개를 닫습니다.

2 장 시작하기

KOWW

용지 기본 사항
이 프린터는 거의 모든 종류의 사무 용지에 적합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용지를 대량 구매하기 전에 다
양한 종류의 인쇄 용지를 테스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최적의 인쇄 품질을 얻으려면 HP 용지를 사용하
십시오. HP 웹사이트 www.hp.com 를 방문하여 HP 용지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으십시오.
HP는 일상 문서의 인쇄에 ColorLok 로고가 있는 일반 용지를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ColorLok 로고가 있는 모든 용지는 개별 테스트를 거쳤기 때문에 신뢰성 및 인쇄 품질
에 관한 표준에 부합하고 컬러는 선명하고 생동감 있고 검정색은 보다 짙은 문서를 만
들어 내며 일반 용지보다 더 빨리 마릅니다. ColorLok 로고가 있는 용지는 주요 용지 제
조업체에서 다양한 무게와 크기별로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 단원에서는 다음 항목을 다룹니다.
●

권장 인쇄 용지

●

HP 용지 소모품 주문

권장 인쇄 용지
최고 품질의 인쇄 결과를 원한다면 각 인쇄 작업에 적합하게 설계된 HP 용지의 사용을 권장합니다.
국가/지역에 따라 일부 용지를 사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사진 인쇄
●

HP 프리미엄 플러스 인화지
HP 프리미엄 플러스 인화지는 최고의 사진에 적합한 고품질 HP 인화지입니다. HP 프리미엄 플러스
인화지를 사용하면 즉시 건조되는 아름다운 사진을 인쇄하여 프린터에서 바로 공유할 수 있습니
다. A4, 22 x 28cm, 10 x 15cm, 13 x 18cm 등의 다양한 크기를 사용할 수 있으며, 광택 처리 또는 소프
트 광택 처리(반 광택)의 두 가지 방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상의 사진과 특수 사진 프로젝트 액
자, 전시 또는 선물에 적합합니다. HP 프리미엄 플러스 인화지는 뛰어난 전문적인 품질과 내구성을
제공합니다.

●

HP 우수 인화지
이 광택 인화지는 얼룩을 방지하고 손쉽게 다룰 수 있도록 잉크가 즉시 건조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용지는 방수성과 방습성이 있으며 얼룩과 지문이 묻지 않습니다. 모양과 느낌이 사진관에서 인
화한 사진에 버금가는 인쇄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A4, 22 x 28cm, 10 x 15cm, 13 x 18cm 등의 다양한
크기로 제공됩니다. 또한 중성지를 사용하여 문서의 내구성이 좋습니다.

●

HP 고속표준 인화지
일반 사진 인쇄용으로 제작한 용지를 사용해 화려한 일상 스냅샷을 저렴하게 인쇄해보십시오. 이
합리적 가격의 인화지는 빠르게 건조되어 손쉽게 다룰 수 있습니다. 이 용지를 잉크젯 프린터와 함
께 사용하면 보다 선명한 이미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A4, 22 x 28cm,13 x 18cm 및 10 x 15cm 등의 다
양한 크기의 광택 마감 처리로 제공됩니다. 또한 중성지를 사용하여 문서의 내구성이 좋습니다.

●

HP 포토 밸류 팩은
HP 포토 밸류 팩은 정품 HP 잉크 카트리지와 HP 고급 인화지를 간편하게 패키지로 구성한 것으로,
시간을 절약하고 HP 프린터로 합리적 가격의 실험실 품질 사진을 인쇄할 수 있습니다. 정품 HP 잉

KOWW

용지 기본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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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와 HP 고급 인화지는 함께 사용하도록 제작되어서 계속 인쇄하더라도 사진이 오래 보존되며 선
명한 색상을 유지합니다. 휴가 때 찍은 사진을 인쇄하거나 여러 장의 공유 인쇄물을 출력하기에 좋
습니다.
사무용 문서
●

HP 프리미엄 프레젠테이션 용지 120g 무광택 또는 HP 프로페셔널 용지 120 무광택
이 용지들은 양면 무광 처리가 되어 있는 중량지로서 프리젠테이션, 제안서, 보고서 및 뉴스레터에
적합합니다. 인상적인 모양과 질감을 주는 견고한 중량지입니다.

●

HP 브로셔 용지 180g 광택 또는 HP 프로페셔널 용지 180 광택
이 용지는 양면 인쇄를 위해 양쪽에 광택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사진에 가까운 재현이 필요한 경우
나 보고서 표지, 특수한 프레젠테이션, 브로셔, 광고지 및 달력 등의 업무용 그래픽에 적합한 용지
입니다.

●

HP 브로셔 용지 180g 무광택 또는 HP 프로페셔널 용지 180 무광택
이 용지는 양면 인쇄를 위해 양쪽에 무광택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사진에 가까운 재생이 필요한 경
우나 보고서 표지, 특수한 프레젠테이션, 브로셔, 광고지 및 달력 등의 업무용 그래픽에 적합한 용
지입니다.

일반 인쇄
일반 인쇄 기능의 모든 용지에는 ColorLok 기술이 적용되어 잉크 번짐을 줄이고, 선명한 검정과 생생한
컬러를 구현합니다.
●

HP 순백색 잉크젯 용지
HP 흰색 잉크젯 용지를 사용하면 색상이 뚜렷하고 문자열이 선명하게 인쇄됩니다. 불투명도가 높
아 양면에 컬러 인쇄를 해도 비치지 않으므로 뉴스레터, 보고서, 전단지 등에 적합합니다.

●

HP 인쇄 용지
HP 인쇄 용지는 고품질 다기능 용지입니다. 모양과 느낌이 표준 다기능 용지나 복사 용지에 인쇄된
문서보다 훨씬 우수한 문서를 생성합니다. 또한 중성지를 사용하여 문서의 내구성이 좋습니다.

●

HP 사무 용지
HP 사무 용지는 고품질 다기능 용지입니다. 복사, 초안, 메모 및 기타 일상적인 문서에 적합합니다.
또한 중성지를 사용하여 문서의 내구성이 좋습니다.

●

HP 오피스 재활용지
HP 오피스 재활용지는 고품질 다기능 용지로 재생 섬유를 30% 함유하고 있습니다.

HP 용지 소모품 주문
이 프린터는 거의 모든 종류의 사무 용지에 적합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최적의 인쇄 품질을 얻으려면
HP 용지를 사용하십시오.
HP 용지와 기타 소모품을 주문하려면 www.hp.com 으로 이동하십시오. 현재 HP 웹사이트의 일부분은 영
어로만 되어 있습니다.
HP는 일상적인 문서를 인쇄하거나 복사할 때 ColorLok 로고가 있는 일반 용지를 권장합니다. ColorLok 로
고가 있는 모든 용지는 개별 테스트를 거쳤기 때문에 신뢰성 및 인쇄 품질에 관한 표준에 부합하고 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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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 시작하기

KOWW

는 선명하고 생동감 있고 검정색은 보다 짙은 문서를 만들어 내며 일반 용지보다 더 빨리 마릅니다. 주요
용지 제조업체에서 만드는 ColorLok 로고가 있는 무게와 크기가 다양한 용지를 확인하십시오.

KOWW

용지 기본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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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 프린터 소프트웨어 열기 (Windows)
HP 프린터 소프트웨어를 설치한 후 바탕화면의 프린터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거나 다음 중의 하나를 수
행하여 프린터 소프트에어를 엽니다.

24

●

Windows 8.1: 시작 화면의 좌측 하단 모서리의 아래 화살표를 클릭하고 프린터 이름을 선택합니다.

●

Windows 8: 시작 화면에서 화면의 빈 공간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앱 바에서 모든 앱
을 클릭한 후, 프린터 이름을 선택합니다.

●

Windows 7, Windows Vista, Windows XP: 컴퓨터 바탕 화면에서 시작을 클릭하고, 모든 프로그램을
선택하고 HP를 클릭하고 해당 프린터 폴더를 클릭한 후, 프린터의 이름이 있는 아이콘을 선택합니
다.

2 장 시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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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전 모드
●

절전 모드에 있는 동안에는 전력 사용량이 감소됩니다.

●

처음 프린터를 설치한 후 프린터에 5분간 아무런 작동이 없으면 절전 모드로 전환됩니다.

●

수면 모드에서 전원 버튼 표시등은 어두워지며 프린터 제어판 디스플레이는 꺼집니다.

절전 모드 전환 시간을 변경하려면

KOWW

1.

내장 웹 서버(EWS)를 엽니다. 자세한 내용은 78페이지의 내장 웹 서버 열기을 참조하십시오.

2.

설정 탭을 클릭합니다.

3.

전원 관리 섹션에서 에너지 절약 모드를 클릭하고 원하는 옵션을 선택합니다.

4.

적용을 클릭합니다.

절전 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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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음 모드:
저소음 모드는 인쇄 속도를 늦춰 인쇄 품질에 영향을 주지 않고 전체적인 소음을 줄여줍니다. 저소음 모
드는 일반 용지에 일반(Normal) 인쇄 품질로 인쇄하는 경우에만 작동합니다. 인쇄 소음을 줄이려면 저
소음 모드를 켜십시오. 정상 속도로 인쇄하려면 저소음 모드를 끄십시오. 저소음 모드는 기본적으로 꺼
져 있습니다.
참고: 저소음 모드에서, 초안 또는 최고 인쇄 품질로 일반 용지에 인쇄를 할 경우 또는 사진이나 봉투
를 인쇄할 경우, 프린터는 저소음 모드가 꺼져 있을 때와 동일한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프린터 소프트웨어에서 저소음 모드 켜기 또는 끄기(Windows)
1.

HP 프린터 소프트웨어를 엽니다. 자세한 내용은 24페이지의 HP 프린터 소프트웨어 열기 (Windows)
을 참조하십시오.

2.

저소음 도드(Quiet Mode) 탭을 클릭합니다.

3.

켜기 또는 끄기를 클릭합니다.

4.

설정 저장(Save Settings)를 클릭합니다.

내장 웹 서버(EWS)에서 저소음 모드(Quiet Mode) 켜기/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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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WS를 엽니다. 자세한 내용은 78페이지의 내장 웹 서버 열기을 참조하십시오.

2.

설정 탭을 클릭합니다.

3.

기본설정(Preferences) 섹션에서, 저소음 모드(Quiet Mode)를 선택한 후 켜기(On) 또는 끄기(Off)를
선택합니다.

4.

적용을 클릭합니다.

2 장 시작하기

KOWW

자동 꺼짐
이 기능은 프린터가 2시간 동안 아무런 작동이 없을 경우 프린터의 전원을 꺼 에너지 사용을 줄여줍니
다. 자동 꺼짐은 프린터의 전원을 완전히 꺼버리기 때문에 프린터의 전원 버튼을 눌러 프린터를 다시 켜
야합니다. 프린터가 이 에너지 절감 기능을 지원하면, 자동 꺼짐는 프린터의 기능이나 연결 옵션에 따라
자동으로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 됩니다. 자동 꺼짐이 비활성화되어 있더라도 프린터가 5분 동안 아무런
작동이 없으면 절전 모드로 전환되어 에너지 소비를 줄여줍니다.

KOWW

●

프린터가 네트워크 또는 팩스 기능이 없거나 이 기능들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자동 꺼짐는 프린터
가 켜지면 활성화 됩니다.

●

프린터의 무선 기능 또는 Wi-Fi Direct 기능이 켜지거나, 팩스, USB 또는 이더넷 네트워크 기능을 갖
춘 프린터가 팩스, USB 또는 이더넷 네트워크 연결을 설정하면 자동 꺼짐는 비활성화 됩니다.

자동 꺼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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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

●

컴퓨터에서 인쇄

●

모바일 장치에서 인쇄하기

●

AirPrint 로 인쇄

●

인쇄 관련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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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에서 인쇄
●

문서 인쇄

●

사진 인쇄

●

봉투 인쇄

●

최대 dpi로 인쇄

문서 인쇄
문서를 인쇄하기 전에, 입력 용지함에 용지를 넣었는지 그리고 출력 용지함이 열려 있는지 확인하십시
오. 용지 넣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15페이지의 용지 넣기를 참조하십시오.
문서 인쇄하기(Windows)
1.

소프트웨어에서 인쇄를 선택합니다.

2.

사용 중인 프린터가 선택되었는지 확인합니다.

3.

버튼을 클릭하여 등록 정보 대화 상자를 엽니다.
소프트웨어 응용 프로그램에 따라 이 버튼의 이름은 등록 정보, 옵션, 프린터 설정, 프린터 등록 정
보, 프린터 또는 기본 설정이 됩니다.

4.

적합한 옵션을 선택합니다.
●

레이아웃 탭에서 세로 또는 가로 방향을 선택합니다.

●

용지/품질(Paper/Quality) 탭에서, 용지함 선택(Tray Selection) 영역의 용지(Media) 드롭-다운
목록에서 적합한 용지 유형을 선택한 후, 품질 설정(Quality Settings) 영역에서 적합한 인쇄 품
질을 선택하고 나서 색상(Color) 영역에서 적합한 색상을 선택합니다.

●

고급을 클릭하고 용지 크기 드롭다운 목록에서 적합한 용지 크기를 선택합니다.

5.

확인을 클릭하여 등록 정보 대화 상자를 닫습니다.

6.

인쇄 또는 확인을 클릭하여 인쇄를 시작합니다.

문서를 인쇄하려면(OS X)
1.

소프트웨어의 파일 메뉴에서 인쇄를 선택합니다.

2.

사용 중인 프린터가 선택되었는지 확인합니다.

3.

페이지 등록 정보를 지정합니다.
인쇄 대화 상자에 옵션이 보이지 않으면 자세히 보기를 클릭합니다.
참고: USB가 연결된 프린터의 경우 다음 옵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옵션 위치는 응용 프로그램
마다 다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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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지 크기를 선택합니다.

KOWW

참고: 용지 크기(Paper Size)를 변경한 경우, 올바른 용지가 적재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4.

●

용지 방향을 선택합니다.

●

크기 조정 비율을 입력합니다.

인쇄를 클릭합니다.

페이지를 양면으로 인쇄하려면 (Windows)
1.

소프트웨어에서 인쇄를 선택합니다.

2.

사용 중인 프린터가 선택되었는지 확인합니다.

3.

버튼을 클릭하여 등록 정보 대화 상자를 엽니다.
소프트웨어 응용 프로그램에 따라 이 버튼의 이름은 등록 정보, 옵션, 프린터 설정, 프린터 등록 정
보, 프린터 또는 기본 설정일 수 있습니다.

4.

적절한 옵션을 선택합니다.
●

레이아웃 탭에서 세로 또는 가로 방향을 선택합니다.

●

용지/품질(Paper/Quality) 탭에서, 용지함 선택(Tray Selection) 영역의 용지(Media) 드롭-다운
목록에서 적합한 용지 유형을 선택한 후, 품질 설정(Quality Settings) 영역에서 적합한 인쇄 품
질을 선택하고 나서 색상(Color) 영역에서 적합한 색상을 선택합니다.

●

고급을 클릭하여 용지 크기 드롭다운 목록에서 해당 용지 크기를 선택합니다.

5.

레이아웃 탭의 수동으로 양면 인쇄 드롭다운 목록에서 해당 옵션을 선택합니다.

6.

첫 번째 면을 인쇄한 후, 화면 지침을 따라 용지 빈 면을 위로 향하게 하고 페이지 윗면을 아래로 향
하게 다시 넣은 다음 계속을 클릭합니다.

7.

확인을 클릭하여 인쇄합니다.

페이지를 양면으로 인쇄하려면 (OS X)

KOWW

1.

소프트웨어의 파일 메뉴에서 인쇄를 선택합니다.

2.

인쇄 대화 상자의 팝업 메뉴에서 용지 처리를 선택하고 페이지 순서를 보통으로 설정합니다.

3.

인쇄할 페이지를 홀수 페이지만 인쇄로 설정합니다.

4.

인쇄를 클릭합니다.

5.

홀수 페이지를 모두 인쇄한 후 출력 용지함에서 문서를 빼냅니다.

6.

프린터에서 나온 끝이 프린터 쪽으로 향하고 문서의 빈 면이 프린터 전면을 향하도록 문서를 다시
넣습니다.

7.

인쇄 대화 상자의 용지 처리 팝업 메뉴로 돌아가 페이지 순서를 보통으로 설정하고 인쇄할 페이지
를 짝수 페이지만 인쇄로 설정합니다.

8.

인쇄를 클릭합니다.

컴퓨터에서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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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인쇄
사진을 인쇄하기 전에, 입력 용지함에 인화지를 넣었는지 그리고 출력 용지함이 열려 있는지 확인하십
시오. 용지 넣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15페이지의 용지 넣기를 참조하십시오.
인화지에 사진 인쇄하기(Windows)
1.

소프트웨어에서 인쇄를 선택합니다.

2.

사용 중인 프린터가 선택되었는지 확인합니다.

3.

버튼을 눌러 등록 정보 대화 상자를 엽니다.
소프트웨어 응용 프로그램에 따라 이 버튼의 이름은 등록 정보, 옵션, 프린터 설정, 프린터 등록 정
보, 프린터 또는 기본 설정이 됩니다.

4.

적합한 옵션을 선택합니다.
●

레이아웃 탭에서 세로 또는 가로 방향을 선택합니다.

●

용지/품질(Paper/Quality) 탭에서, 용지함 선택(Tray Selection) 영역의 용지(Media) 드롭-다운
목록에서 적합한 용지 유형을 선택한 후, 품질 설정(Quality Settings) 영역에서 적합한 인쇄 품
질을 선택하고 나서 색상(Color) 영역에서 적합한 색상을 선택합니다.

●

고급(Advanced) 버튼을 클릭하여 용지 크기 드롭다운 목록에서 적합한 사진 크기를 선택합니
다.

5.

확인을 클릭하여 등록 정보 대화 상자로 돌아갑니다.

6.

확인을 클릭한 후, 인쇄 대화 상자에서 인쇄 또는 확인을 클릭합니다.

참고: 인쇄를 마친 후, 입력 용지함에서 사용하지 않은 인화지를 제거합니다. 인화지가 말리면 인쇄물
의 품질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인화지를 보관합니다.
컴퓨터에서 사진을 인쇄하려면 (OS X)
1.

소프트웨어의 파일 메뉴에서 인쇄를 선택합니다.

2.

사용 중인 프린터가 선택되었는지 확인합니다.

3.

인쇄 옵션을 설정합니다.
인쇄 대화 상자에 옵션이 보이지 않으면 자세히 보기를 클릭합니다.
참고: USB가 연결된 프린터의 경우 다음 옵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옵션 위치는 응용 프로그램
마다 다릅니다.
a.

용지 크기 팝업 메뉴에서 적합한 용지 크기를 선택합니다.
참고: 용지 크기(Paper Size)를 변경한 경우, 올바른 용지가 적재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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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용지 방향을 선택합니다.

c.

팝업 메뉴에서 용지 유형/품질을 선택한 후, 다음 설정을 선택합니다.

KOWW

4.

●

용지 유형: 해당 인화지 종류

●

품질: 최상 또는 최대 dpi

●

색 옵션 펼쳐보기 삼각형을 클릭한 후, 적합한 사진 수정 옵션을 선택합니다.
–

꺼짐: 이미지에 변경 내용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기본: 이미지의 초점을 자동으로 맞추고 이미지 선명도를 적절하게 조절합니다.

원하는 기타 인쇄 설정을 선택한 다음 인쇄를 클릭합니다.

봉투 인쇄
봉투를 인쇄하기 전에, 입력 용지함에 봉투를 넣었는지 그리고 출력 용지함이 열려 있는지 확인하십시
오. 입력 용지함에는 한 개 이상의 봉투를 넣을 수 있습니다. 광택이 있거나 올록볼록한 봉투 또는 걸쇠
나 창이 있는 봉투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봉투 넣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15페이지의 용지 넣기를 참조
하십시오.
참고:
오.

봉투에 인쇄할 텍스트 서식을 정하는 방법은 워드 응용 프로그램의 도움말 파일을 참조하십시

봉투 인쇄하기(Windows)
1.

소프트웨어에서 인쇄를 선택합니다.

2.

사용 중인 프린터가 선택되었는지 확인합니다.

3.

버튼을 클릭하여 등록 정보 대화 상자를 엽니다.
소프트웨어 응용 프로그램에 따라 이 버튼의 이름은 등록 정보, 옵션, 프린터 설정, 프린터 등록 정
보, 프린터 또는 기본 설정이 됩니다.

4.

5.

적합한 옵션을 선택합니다.
●

레이아웃 탭에서 세로 또는 가로 방향을 선택합니다.

●

용지/품질(Paper/Quality) 탭에서, 용지함 선택(Tray Selection) 영역의 용지(Media) 드롭-다운
목록에서 적합한 용지 유형을 선택한 후, 품질 설정(Quality Settings) 영역에서 적합한 인쇄 품
질을 선택하고 나서 색상(Color) 영역에서 적합한 색상을 선택합니다.

●

고급(Advanced) 버튼을 클릭하여 용지 크기 드롭다운 목록에서 적합한 봉투 크기를 선택합니
다.

확인을 누른 후, 인쇄 대화 상자에서 인쇄 또는 확인을 클릭합니다.

봉투를 인쇄하려면 (OS X)
1.

소프트웨어의 파일 메뉴에서 인쇄를 선택합니다.

2.

사용 중인 프린터가 선택되었는지 확인합니다.

3.

인쇄 옵션을 설정합니다.
인쇄 대화 상자에 옵션이 보이지 않으면 자세히 보기를 클릭합니다.

KO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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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USB가 연결된 프린터의 경우 다음 옵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옵션 위치는 응용 프로그램
마다 다릅니다.
a.

용지 크기 팝업 메뉴에서 적합한 용지 크기를 선택합니다.
참고: 용지 크기(Paper Size)를 변경한 경우, 올바른 용지가 적재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b.
4.

팝업 메뉴에서 용지 유형/품질을 선택하고 용지 유형 설정이 기본 용지로 설정되었는지 확인
합니다.

인쇄를 클릭합니다.

최대 dpi로 인쇄
고품질의 선명한 이미지를 인화지에 인쇄하려면 최대 인치당 점(dpi)을 이용합니다.
최대 dpi로 인쇄하면 다른 설정으로 인쇄하는 것보다 인쇄 시간이 오래 걸리고 디스크 공간도 더 필요합
니다.
최대 dpi 모드에서 인쇄하려면 (Windows)
1.

소프트웨어에서 인쇄를 선택합니다.

2.

사용 중인 프린터가 선택되었는지 확인합니다.

3.

버튼을 클릭하여 등록 정보 대화 상자를 엽니다.
소프트웨어 응용 프로그램에 따라 이 버튼의 이름은 등록 정보, 옵션, 프린터 설정, 프린터 등록 정
보, 프린터 또는 기본 설정이 됩니다.

4.

용지/품질 탭을 누릅니다.

5.

용지 드롭다운 목록에서 적절한 용지 종류를 선택합니다.

6.

고급 버튼을 누릅니다.

7.

프린터 기능 영역의 최대 DPI로 인쇄 드롭다운 목록에서 예를 선택합니다.

8.

용지 크기 드롭다운 목록에서 적합한 용지 크기를 선택합니다.

9.

확인을 클릭하여 고급 옵션을 닫습니다.

10. 레이아웃 탭에서 방향을 확인하고 확인을 클릭하여 인쇄합니다.
최대 dpi로 인쇄하려면 (OS X)
1.

소프트웨어의 파일 메뉴에서 인쇄를 선택합니다.

2.

사용 중인 프린터가 선택되었는지 확인합니다.

3.

인쇄 옵션을 설정합니다.
인쇄 대화 상자에 옵션이 보이지 않으면 자세히 보기를 클릭합니다.
참고: USB가 연결된 프린터의 경우 다음 옵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옵션 위치는 응용 프로그램
마다 다릅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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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지 크기 팝업 메뉴에서 적합한 용지 크기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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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용지 크기(Paper Size)를 변경한 경우, 올바른 용지가 적재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b.

4.

KOWW

팝업 메뉴에서 용지 유형/품질을 선택한 후, 다음 설정을 선택합니다.
●

용지 종류: 적절한 용지 종류

●

품질: 최대 dpi

원하는 다른 인쇄 설정을 선택한 후, 인쇄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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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장치에서 인쇄하기
HP 모바일 인쇄 기술을 이용하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서 프린터로 손쉽게 인쇄할 수 있습니다.
집이나 사무실에 있을 경우,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 이미 탑재되어 있는 인쇄 기능 활용하기:
1.

모바일 장치와 프린터가 같은 네트워크 상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2.

인쇄하고자 하는 사진이나 문서를 선택한 후 프린터를 선택합니다.

3.

인쇄 설정을 확인하고 인쇄합니다.

네트워크에 액세스하지 않고 인쇄를 하려면, 71페이지의 라우터 없이 무선으로 프린터에 연결에서 자
세한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외부에 있을 경우 HP ePrint 앱을 이용해 HP ePrint이(가) 가능한 프린터로 이메일을 전송해 문서를 인쇄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44페이지의 HP ePrint로 인쇄을 참조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HP 모바일 인쇄(HP Mobile Printing) 웹사이트( www.hp.com/go/mobileprinting )를 방문하여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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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rPrint 로 인쇄
Apple의 AirPrint를 이용한 인쇄는 iPad(iOS 4.2), iPhone(3GS 이상), iPod touch(3세대 이상) 및 Mac(OS X 10.7
이상)에서 지원됩니다.
AirPrint를 사용하려면 다음 사항을 확인하십시오.
●

프린터 및 Apple 장치는 AirPrint 지원 장치와 동일한 네트워크에 연결되어야 있어야 합니다. AirPrint
사용과 AirPrint와 호환 가능한 HP 제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ww.hp.com/go/mobileprinting 에서
확인하십시오.

●

프린터 용지 설정과 일치하는 용지를 넣으십시오.
힌트: 프린터가 자동으로 감지하는 기본 용지 크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9페이지의 프린터가 감지하는 기본 용지 크기를 변경합니다.을 참조하십시오.

KOWW

AirPrint 로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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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 관련 팁
성공적으로 인쇄하려면 충분한 양의 잉크가 있어 HP 잉크 카트리지가 올바르게 작동해야 하며 용지가
올바르게 적재되어 있어야 하고 프린터는 상황에 맞는 적절한 설정을 갖추어야 합니다.
인쇄 설정은 복사 또는 스캔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잉크 관련 팁
●

정품 HP 잉크 카트리지를 사용합니다.

●

검정 및 3색 칼라 잉크 카트리지를 올바르게 설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60페이지의 잉크 카트리지 교체을 참조하십시오.

●

잉크 카트리지에서 예상 잉크량을 확인하여 잉크가 충분한지 확인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58페이지의 예상 잉크량 확인을 참조하십시오.

●

인쇄 품질이 허용 수준 이하면 자세한 내용은 90페이지의 인쇄 문제을 참조하십시오.

용지 공급 팁
●

용지를 낱장이 아닌 한 묶음씩 넣습니다. 용지 묶음에는 같은 크기와 종류의 용지만을 사용하여 용
지가 걸리지 않도록 합니다.

●

인쇄할 면을 위로 향하게 하여 용지를 넣습니다.

●

용지가 용지함에 편평하게 놓여 있으며 가장자리가 휘거나 찢어지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

각 용지에 잘 맞도록 입력 용지함의 용지 너비 고정대를 각각 조정해야 합니다. 용지 너비 고정대로
인해 용지함의 용지가 휘지 않도록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15페이지의 용지 넣기을 참조하십시오.

프린터 설정 팁 (Windows)
●

기본 인쇄 설정을 변경하려면, HP 프린터 소프트웨어을(를) 열고 프린트 & 스캔 , Set Preferences를
차례로 클릭합니다. 프린터 소프트웨어 열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4페이지의 HP 프린터 소프트
웨어 열기 (Windows)를 참조하십시오.

●

한 면에 인쇄할 페이지 수를 선택하려면 레이아웃 탭의 한 면에 인쇄할 페이지 수 드롭다운 목록에
서 적합한 옵션을 선택합니다.

●

그 밖의 인쇄 설정을 보려면 레이아웃 또는 용지/품질 탭에서 고급 버튼을 클릭하여 고급 옵션 대
화 상자를 엽니다.
–

그레이스케일로 인쇄: 검정 잉크만을 사용하여 흑백 문서를 인쇄하도록 합니다. 검정 잉크만
을 선택한 후, 확인 을 클릭합니다. 고품질 흑백 이미지도 인쇄할 수 있습니다. 고품질 크레이
스케일(High Quality Grayscale)을 선택한 후, 확인 을(를) 클릭합니다.

–

한 면에 레이아웃 할 페이지 수: 한 면에 2페이지 이상의 문서를 인쇄할 경우 페이지 순서를 지
정합니다.
참고: 레이아웃 탭의 미리 보기에서는 한 면에 레이아웃 할 페이지 수 드롭다운 목록에서 선
택한 사항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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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P Real Life 기술: 이 기능은 이미지와 그래픽을 부드럽고 선명하게 만들어 인쇄 품질을 향상
시킵니다.

–

소책자: 여러 페이지로 된 문서를 소책자로 인쇄하도록 합니다. 소책자란 용지 각 면에 2페이
지를 배치하고 용지를 절반으로 접어 소책자 형태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드롭다운 목록에서
바인딩 방법을 하나 선택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

소책자-왼쪽 바인딩: 소책자로 접었을 때 바인딩 쪽이 왼쪽으로 표시됩니다. 왼쪽에서 오
른쪽으로 읽는 습관이 있다면 이 옵션을 선택하십시오.

○

소책자-오른쪽 바인딩: 소책자로 접었을 때 바인딩 쪽이 오른쪽으로 표시됩니다. 오른쪽
에서 왼쪽으로 읽는 습관이 있다면 이 옵션을 선택하십시오.

참고: 레이아웃 탭의 미리 보기에서는 소책자 드롭다운 목록에서 선택한 사항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

인쇄 페이지: 홀수 페이지만, 짝수 페이지만 또는 모든 페이지를 인쇄할 수 있습니다.

–

경계 없는 인쇄: 이 기능을 선택하면 여백 없이 사진이 인쇄됩니다. 모든 종류의 용지에서 이
기능을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용지 드롭다운 목록에서 선택된 용지 종류가 지원되지 않으면
해당 옵션 옆에 경고 아이콘이 표시됩니다.

–

페이지 테두리: 한 면에 2페이지 이상의 문서를 인쇄할 경우 페이지에 테두리를 추가할 수 있
습니다.
참고: 레이아웃 탭의 미리 보기에서는 페이지 테두리 드롭다운 목록에서 선택한 사항이 반
영되지 않습니다.

●

인쇄 바로 가기를 사용하여 인쇄 기본 설정을 설정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인쇄 바로 가기는
특정 종류의 작업에 대한 적절한 설정 값을 저장하여 단 한번의 클릭으로 모든 옵션을 설정할 수 있
습니다. 인쇄 바로 가기를 사용하려면 인쇄 바로 가기 탭으로 이동하여 1개의 인쇄 바로 가기를 선
택한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새로운 인쇄 바로가기를 추가하려면 레이아웃 또는 용지/품질 탭에서 설정한 후, 인쇄 바로가기
탭을 클릭하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클릭하여 이름을 입력한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인쇄 바로 가기를 삭제하려면 인쇄 바로 가기를 선택한 후, 삭제를 클릭합니다.
참고: 기본 인쇄 바로가기는 삭제할 수 없습니다.

프린터 설정 팁 (OS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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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쇄 대화 상자의 용지 크기 팝업 메뉴에서 프린터에 넣은 용지의 크기를 선택합니다.

●

인쇄 대화 상자의 용지 유형/품질 팝업 메뉴에서 적합한 용지 유형과 품질을 선택합니다.

●

검정 잉크만 사용하여 흑백 문서를 인쇄하려면 팝업 메뉴에서 용지 유형/품질 창을 선택하고 컬러
팝업 메뉴에서그레이스케일을 선택합니다.

인쇄 관련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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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정품 HP 잉크 카트리지는 매번 간편하게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제작되었으며 HP 프린터와 용지
로 테스트 되었습니다.
참고: HP는 HP 제품이 아닌 소모품의 품질이나 신뢰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HP 제품이 아닌 소
모품을 사용함으로써 발생한 제품 서비스나 수리에 대해서는 무상 보증 수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정품 HP 잉크 카트리지를 구매한 경우에는 다음 사이트로 이동하십시오.
www.hp.com/go/anticounterfeit

●

잉크 잔량 경고 및 표시기는 잉크 교체가 필요함을 사전에 알아내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합
니다.
참고: 잉크 부족 경고 메시지가 나타나면 인쇄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교체용 잉크 카트리지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쇄 품질이 허용 수준 이하로 떨어지기 전까지는 잉크 카트리지를 교체
할 필요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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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서비스란?
HP ePrint
●

HP ePrint는 HP ePrint 지원 프린터에서 언제 어디서나 인쇄를 가능하게 하는 HP의 무료 서비스입니
다. 프린터에서의 웹 서비스 활성화는 프린터에 할당된 이메일 주소로 이메일을 전송하는 것만큼
이나 간단합니다. 특별한 드라이버나 소프트웨어가 필요 없습니다. 이메일을 보낼 수 있다면 HP
ePrint를 이용해 어디서라도 인쇄할 수 있습니다.
HP Connected( www.hpconnected.com )에서 계정을 등록하고 나면, 로그인하여 HP ePrint 작업 상태
를 확인하고 HP ePrint 프린터 대기열을 관리하고 인쇄할 프린터의 HP ePrint 전자 메일 주소의 사용
권한을 제어하고 HP ePrint에 대한 도움말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HP ePrint

HP Printables
●

HP Printables로 프린터에서 직접 사전 구성된 웹 콘텐츠를 쉽게 찾고 인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웹
에서 디지털로 문서를 스캔하고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HP Printables는 쿠폰부터 가족 활동, 뉴스, 여행, 스포츠, 요리, 사진까지 광범위한 콘텐츠를 제공합
니다. 일반 사진 사이트에서 온라인 이미지를 확인하고 인쇄할 수 있습니다.
어떤 HP Printables의 경우, 프린터에 앱 콘텐츠의 전달을 예약할 수도 있습니다.
사용자의 프린터를 위해 특별히 디자인된 사전 구성 콘텐츠는 텍스트와 그림이 잘리지 않고, 단 한
줄의 텍스트 때문에 추가 페이지를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일부 프린터에서는 인쇄 미리보기 화면
에서 용지를 선택하고 품질 설정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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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서비스 설정
웹 서비스를 설정하기 전에, 프린터가 무선 연결을 통해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웹 서비스 설정하기
1.

내장 웹 서버(EWS)를 엽니다. 자세한 내용은 78페이지의 내장 웹 서버 열기을 참조하십시오.

2.

웹 서비스 탭을 클릭합니다.

3.

웹 서비스 설정 섹션에서 설정 , 계속을 클릭하고 화면 지침에 따라 사용 조건을 승인합니다.

4.

메시지가 나타나면 프린터 업데이트를 확인하고 설치할 수 있도록 선택합니다.
참고: 프린터 업데이트가 가능하면 업데이트를 다운로드하고 설치한 후 프린터를 다시 시작합니
다. 단계 1부터 지침을 반복하여 웹 서비스를 설정합니다.
참고: 프록시 설정 메시지가 뜨고 사용자의 네트워크가 프록시 설정을 사용하고 있다면 화면의
지시에 따라 프록시 서버를 설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네트워크 관리자나 네트워크를 설정한 사
람에게 문의하십시오.

5.

KOWW

프린터가 서버에 연결되면 프린터는 정보 페이지를 인쇄합니다. 정보 페이지의 지침에 따라 설정
을 완료합니다.

웹 서비스 설정

43

HP ePrint로 인쇄
HP HP ePrint를 이용하면 HP ePrint 지원 프린터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인쇄가 가능합니다.
HP ePrint 사용하기에 앞서, 프린터가 인터넷 액세스가 가능한 활성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하
십시오.
HP ePrint를 사용해 문서 인쇄하기
1.

웹 서비스를 설정했는지 확인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43페이지의 웹 서비스 설정을 참조하십시오.

2.

HP ePrint 버튼(

)과 정보 버튼(

)을 동시에 눌러 정보 페이지를 인쇄한 다음 그 페이지에서

프린터용 이메일 주소를 확인하십시오.
3.

이메일로 문서를 프린터에 전송합니다.
a.

컴퓨터 또는 모바일 장치에서 이메일 응용 프로그램을 엽니다.
참고: 컴퓨터 또는 모바일 장치에서의 이메일 응용 프로그램 사용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응
용 프로그램과 함께 제공되는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b.

새 이메일을 생성하여 인쇄할 문서에 첨부합니다.

c.

프린터 이메일 주소로 이메일을 보냅니다.
프린터에서 첨부 문서를 인쇄합니다.

참고: "수신" 필드에 HP ePrint 이메일 주소만 입력하십시오. 기타 필드에 추가 전자 메일 주소를
입력하지 마십시오. 여러 개의 이메일 주소가 "수신" 또는 "참조" 필드에 포함된 경우 HP ePrint 서버
는 이메일 인쇄 작업을 수락하지 않습니다.
참고: 이메일이 수신되자마자 인쇄합니다. 일반 이메일과 마찬가지로 도착 시간과 도착 여부에
대한 보장은 없습니다. HP Connected(www.hpconnected.com)에서 인쇄 상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
다.
참고: HP ePrint를 이용하여 인쇄한 문서는 원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스타일, 포맷팅 및 텍스트 배
치가 원본 문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법 관련 문서와 같이 높은 인쇄 품질이 필요한 경우에는 인쇄
물에 대한 세밀한 편집이 가능한 컴퓨터의 소프트웨어 응용 프로그램을 통해 인쇄하는 것이 좋습
니다.
HP ePrint를 끄려면
▲

프린트 제어판에서 HP ePrint 버튼(

참고:

)을 누릅니다.

모든 웹 서비스를 제거하려면 47페이지의 웹 서비스 제거를 참조하십시오.

온라인으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려면 여기를 누르십시오.

44

4 장 웹 서비스 사용

KOWW

HP Printables 사용
HP의 무료 서비스인 HP Printables를 설정하여 컴퓨터 없이 웹에서 페이지를 인쇄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의 국가/지역의 사용 가능한 Apps에 따라 색칠 공부, 달력, 퍼즐, 조리법, 지도 등을 인쇄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와 특정 이용 약관을 확인하려면 HP Connected 웹 사이트로 이동: www.hpconnected.com .

KOWW

HP Printables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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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 Connected 웹 사이트 사용
HP Connected에 대한 향상된 보안을 설정하고, 프린터에 이메일을 보낼 수 있도록 허용할 이메일 주소를
지정하려면 HP의 무료 HP ePrint 웹 사이트를 이용하십시오. 제품 업데이트, 추가 apps, 그리고 기타 무료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와 특정 이용 약관을 확인하려면 HP Connected 웹 사이트로 이동: www.hpconnected.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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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서비스 제거
웹 서비스를 제거하려면, 다음 단계를 수행합니다.

KOWW

1.

내장 웹 서버(EWS)를 엽니다. 자세한 내용은 78페이지의 내장 웹 서버 열기을 참조하십시오.

2.

웹 서비스 탭을 클릭한 후, 웹 서비스 설정 영역의 웹 서비스 제거를 클릭합니다.

3.

웹 서비스 제거를 클릭합니다.

4.

예를 클릭하여 프린터에서 웹 서비스를 제거합니다.

웹 서비스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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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서비스 사용에 대한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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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에서 사진을 공유하고 주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십시오. 온라인으로 자세한 내용을 알아
보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

웹에서 조리법, 쿠폰 및 기타 콘텐츠를 간편하고 쉽게 인쇄할 수 있는 Apps에 대해 알아보십시오.
온라인으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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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사 및 스캔

●

문서 복사

●

HP 프린터 소프트웨어을(를) 사용해 스캔하기

●

웹 스캔을 이용한 스캔

●

원활한 복사 및 스캔을 위한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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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복사
참고:
니다.

모든 문서는 일반 품질 인쇄 모드로 복사됩니다. 복사할 때는 인쇄 모드 품질을 변경할 수 없습

문서를 복사하려면
1.

용지함에 용지를 넣으십시오.
용지를 넣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15페이지의 용지 넣기를 참조하십시오.

2.

스캐너 유리의 앞면 오른쪽 모서리에 원본의 인쇄면을 아래로 향하게 놓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20페이지의 원본을 스캐너 유리에 놓기을 참조하십시오.

3.

흑백 복사 시작 버튼(

) 또는 컬러 복사 시작 버튼(

) 중의 하나를 클릭하여 복사합니다.

복사는 마지막 버튼을 클릭하고 나서 2초 후에 시작됩니다.
힌트: 버튼을 여러 번 누르면 복사 매수를 늘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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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 프린터 소프트웨어을(를) 사용해 스캔하기
●

컴퓨터로 스캔

●

새로운 스캔 바로가기 생성하기(Windows)

●

스캔 설정 변경 (Windows)

컴퓨터로 스캔
컴퓨터로 스캔하기 전에 HP 권장 프린터 소프트웨어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프
린터와 컴퓨터를 연결하고 전원을 켜야 합니다.
문서나 사진을 파일로 스캔하기(Windows)
1.

스캐너 유리의 앞면 오른쪽 모서리에 원본의 인쇄면을 아래로 향하게 놓습니다.

2.

바탕화면의 프린터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거나 다음 중의 하나를 수행하여 프린터 소프트에어를 엽
니다.
●

Windows 8.1: 시작 화면의 좌측 하단 모서리의 아래 화살표를 클릭하고 프린터 이름을 선택합
니다.

●

Windows 8: 시작 화면에서 화면의 빈 공간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앱 바에서 모
든 앱을 클릭한 후, 프린터 이름을 선택합니다.

●

Windows 7, Windows Vista, Windows XP: 컴퓨터 바탕 화면에서 시작을 클릭하고, 모든 프로그
램을 선택하고 HP를 클릭하고 해당 프린터 폴더를 클릭한 후, 프린터의 이름이 있는 아이콘을
선택합니다.

3.

HP 프린터 소프트웨어에서 문서 또는 사진 스캔하기 를 클릭합니다.

4.

원하는 스캔 유형을 선택한 후 스캔 을(를) 클릭합니다.
●

PDF로 저장 를 선택하면 문서(또는 사진)를 PDF 파일로 저장합니다.

●

JPEG으로 저장 를 선택하면 사진(또는 문서)을 이미지 파일로 저장합니다.

참고: 스캔 대화상자 상단 우측 구석에 있는 추가 링크를 클릭하면 스캔에 대한 설정을 확인하고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53페이지의 스캔 설정 변경 (Windows)을 참조하십시오.
스캔 후 뷰어 보기 를 선택하면, 미리 보기 화면에서 스캔한 이미지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문서나 사진 스캔 후 이메일로 전송하기(Windows)

KOWW

1.

스캐너 유리의 앞면 오른쪽 모서리에 원본의 인쇄면을 아래로 향하게 놓습니다.

2.

바탕화면의 프린터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거나 다음 중의 하나를 수행하여 프린터 소프트에어를 엽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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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ndows 8.1: 시작 화면의 좌측 하단 모서리의 아래 화살표를 클릭하고 프린터 이름을 선택합
니다.

●

Windows 8: 시작 화면에서 화면의 빈 공간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앱 바에서 모
든 앱을 클릭한 후, 프린터 이름을 선택합니다.

●

Windows 7, Windows Vista, Windows XP: 컴퓨터 바탕 화면에서 시작을 클릭하고, 모든 프로그
램을 선택하고 HP를 클릭하고 해당 프린터 폴더를 클릭한 후, 프린터의 이름이 있는 아이콘을
선택합니다.

3.

HP 프린터 소프트웨어에서 문서 또는 사진 스캔하기 를 클릭합니다.

4.

원하는 스캔 유형을 선택한 후 스캔 을(를) 클릭합니다.
이메일로 PDF 보내기 또는 이메일로 JPEG 보내기 을(를) 선택하면 스캔된 파일이 첨부된 상태로 이
메일 소프트웨어를 열 수 있습니다.
참고: 스캔 대화상자 상단 우측 구석에 있는 추가 링크를 클릭하면 스캔에 대한 설정을 확인하고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53페이지의 스캔 설정 변경 (Windows)을 참조하십시오.
스캔 후 뷰어 보기 를 선택하면, 미리 보기 화면에서 스캔한 이미지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HP 프린터 소프트웨어에서 원본을 스캔하려면 (OS X)
1.

HP 스캔을 엽니다.
HP 스캔은 하드 디스크의 최상위 레벨에 있는 응용 프로그램/Hewlett-Packard 폴더에 있습니다.

2.

스캔 (을)를 클릭합니다.

3.

원하는 스캔 프로필 유형을 선택하고 화면 지침을 따릅니다.

온라인으로 이동하여 HP Scan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십시오. 다음을 수행하는 방
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

이미지 파일 유형, 스캔 해상도, 대비 레벨과 같은 스캔 설정을 커스터마이즈하기

●

네트워크 폴더 및 클라우드 드라이브로 스캔하기

●

스캔하기 전에 이미지를 미리 보고 조정하기

새로운 스캔 바로가기 생성하기(Windows)
더 쉽게 스캔할 수 있도록 자신만의 스캔 바로가기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기적으로 스캔
후 JPEG이 아닌 PNG 포맷으로 저장하고자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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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캐너 유리의 앞면 오른쪽 모서리에 원본의 인쇄면을 아래로 향하게 놓습니다.

2.

바탕화면의 프린터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거나 다음 중의 하나를 수행하여 프린터 소프트에어를 엽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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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ndows 8.1: 시작 화면의 좌측 하단 모서리의 아래 화살표를 클릭하고 프린터 이름을 선택합
니다.

●

Windows 8: 시작 화면에서 화면의 빈 공간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앱 바에서 모
든 앱을 클릭한 후, 프린터 이름을 선택합니다.

●

Windows 7, Windows Vista, Windows XP: 컴퓨터 바탕 화면에서 시작을 클릭하고, 모든 프로그
램을 선택하고 HP를 클릭하고 해당 프린터 폴더를 클릭한 후, 프린터의 이름이 있는 아이콘을
선택합니다.

3.

HP 프린터 소프트웨어에서 문서 또는 사진 스캔하기 을(를) 클릭합니다.

4.

새로운 스캔 바로가기 만들기 (을)를 클릭합니다.

5.

기술적 이름을 입력하고 새 바로가기가 기반을 두고 있는 기존 바로가기를 선택한 다음 만들기 을
(를) 클릭합니다.
예를 들어, 사진용 새 바로가기를 만들려면 JPEG으로 저장 나 이메일로 JPEG 보내기 을(를) 선택합
니다. 이렇게 하면 스캔을 할 때 그래픽과 함께 작동하기 위한 옵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6.

필요사항을 충족할 수 있도록 새 바로가기용 설정값을 변경한 다음 바로가기 우측에 있는 저장 아
이콘을 클릭합니다.
참고: 스캔 대화상자 상단 우측 구석에 있는 추가 링크를 클릭하면 스캔에 대한 설정을 확인하고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53페이지의 스캔 설정 변경 (Windows)을 참조하십시오.

스캔 설정 변경 (Windows)
변경 사항을 일회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또는 영구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저장할 수 있도록 스캔 설정
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설정에는 페이지 크기 및 방향, 스캔 해상도, 명암비 및 스캔 저장 폴더 위
치 등과 같은 옵션이 포함됩니다.
1.

스캐너 유리의 앞면 오른쪽 모서리에 원본의 인쇄면을 아래로 향하게 놓습니다.

2.

바탕화면의 프린터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거나 다음 중의 하나를 수행하여 프린터 소프트에어를 엽
니다.
●

Windows 8.1: 시작 화면의 좌측 하단 모서리의 아래 화살표를 클릭하고 프린터 이름을 선택합
니다.

●

Windows 8: 시작 화면에서 화면의 빈 공간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앱 바에서 모
든 앱을 클릭한 후, 프린터 이름을 선택합니다.

●

Windows 7, Windows Vista, Windows XP: 컴퓨터 바탕 화면에서 시작을 클릭하고, 모든 프로그
램을 선택하고 HP를 클릭하고 해당 프린터 폴더를 클릭한 후, 프린터의 이름이 있는 아이콘을
선택합니다.

3.

HP 프린터 소프트웨어에서 문서 또는 사진 스캔하기 을(를) 클릭합니다.

4.

HP Scan 대화상자의 상단 우측 구석에 있는 추가 링크를 클릭합니다.
상세 설정 패널은 우측에 나타납니다. 죄측 컬럼에는 각 섹션에 대한 현재 설정이 요약되어 표시됩
니다. 중요 섹션의 설정값은 우측 컬럼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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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상세 설정 패널의 좌즉에 있는 각 섹션을 클릭하여 그 섹션의 설정값을 확인합니다.
드롭-다운 메뉴를 이용해 대부분의 설정값을 확인하고 변경할 수 있습니다.
몇몇 설정값은 새 패널을 통해 더 큰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설정값들은 설정값 우측에 플러
스(+) 기호로 표시됩니다. 상세 설정 패널로 복귀하려면 이 패널에서 변경값을 허가하거나 취소해
야 합니다.

6.

설정 변경이 마무리되면 다음 중의 하나를 수행합니다.
●

스캔 (을)를 클릭합니다. 스캔이 완료된 후 바로가기에 대한 변경을 저장할 것인지 또는 거부
할 것인지를 묻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

바로가기 우측에 있는 저장 아이콘을 클릭한 후 스캔 을(를) 클릭합니다.

온라인으로 이동하여 HP Scan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십시오. 다음을 수행하는 방
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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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파일 유형, 스캔 해상도, 대비 레벨과 같은 스캔 설정을 커스터마이즈하기

●

네트워크 폴더 및 클라우드 드라이브로 스캔하기

●

스캔하기 전에 이미지를 미리 보고 조정하기

5 장 복사 및 스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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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스캔을 이용한 스캔
웹스캔은 웹 브라우저를 사용하여 프린터에서 컴퓨터로 사진과 문서를 스캔할 수 있게 해주는 내장 웹
서버의 기능입니다.
컴퓨터에 프린터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지 않았더라도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

기본적으로 웹스캔은 꺼져 있습니다. EWS에서 이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EWS에서 웹스캔을 열 수 없는 경우, 네트워크 관리자가 꺼놨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네트워크 관
리자나 네트워크를 설정한 사람에게 문의하십시오.
웹스캔을 활성화하려면
1.

EWS(내장 웹 서버)를 엽니다. 자세한 내용은 78페이지의 내장 웹 서버 열기를 참조하십시오.

2.

설정 탭을 클릭합니다.

3.

보안 단원에서 관리자 설정을 클릭합니다.

4.

웹스캔을 선택하여 웹스캔을 활성화합니다.

5.

적용을 클릭합니다.

웹스캔으로 스캔하려면
웹스캔을 사용하여 스캔하면 기본 스캔 옵션을 제공됩니다. 추가 스캔 옵션이나 기능은 HP 프린터 소프
트웨어에서 스캔하십시오.
1.

스캐너 유리의 앞면 오른쪽 모서리에 원본의 인쇄면을 아래로 향하게 놓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20페이지의 원본을 스캐너 유리에 놓기을 참조하십시오.

KOWW

2.

EWS(내장 웹 서버)를 엽니다. 자세한 내용은 78페이지의 내장 웹 서버 열기를 참조하십시오.

3.

스캔 탭을 클릭합니다.

4.

왼쪽 창에서 웹스캔을 클릭하고 필요한 설정을 변경한 후, 스캔 시작 을 클릭합니다.

웹 스캔을 이용한 스캔

55

원활한 복사 및 스캔을 위한 팁
복사 및 스캔 작업을 문제 없이 수행하려면 다음 팁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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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리와 덮개 안쪽을 깨끗하게 관리하십시오. 스캐너는 유리에서 감지되는 모든 것을 이미지의 일
부로 해석합니다.

●

원본은 유리 오른쪽 앞쪽 모서리에 인쇄면이 아래로 향하게 놓습니다.

●

작은 원본에 대한 확대 복사본을 만들려면, 원본을 컴퓨터로 스캔하여 스캔 소프트웨어에서 이미
지 크기를 조정한 다음, 확대된 이미지의 복사본을 인쇄하십시오.

●

소프트웨어에서 밝기를 적절히 설정해야만 텍스트가 누락되거나 잘못 스캔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
습니다.

5 장 복사 및 스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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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크 카트리지 관리

이 단원에서는 다음 항목을 다룹니다.

KOWW

●

예상 잉크량 확인

●

잉크 카트리지 주문

●

잉크 카트리지 교체

●

단일 카트리지 모드 사용

●

카트리지 품질보증 정보

●

카트리지 관련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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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잉크량 확인
남은 잉크량을 확인하여 잉크 카트리지의 교체 시기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남은 잉크량은 잉크 카트리
지에 남아 있는 대략적인 잉크량을 표시합니다.
프린터 제어판에서 잉크량을 확인하려면
●

프린터 디스플레이 상의 잉크 잔량 아이콘은 잉크 카트리지에 남아 있는 잉크 잔량을 표시합니다.

잉크 잔량 아이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7페이지의 제어판 표시등 및 디스플레이 아이콘 상태을(를) 참
조하십시오.
HP 프린터 소프트웨어 (Windows)에서 잉크 잔량 확인하기
1.

HP 프린터 소프트웨어를 엽니다. 자세한 내용은 24페이지의 HP 프린터 소프트웨어 열기 (Windows)
을 참조하십시오.

2.

프린터 소프트웨어에서, 잉크 잔량 예상치 탭을 클릭합니다.

HP 프린터 소프트웨어 (OS X)에서 잉크 잔량 확인하기
1.

HP 유틸리티을 엽니다.
HP 유틸리티는 하드 디스크의 최상위 레벨에 있는 응용 프로그램 폴더의 Hewlett-Packard 폴더에
있습니다.

2.

창 왼쪽의 장치 목록에서 HP DeskJet 4720 series을 선택합니다.

3.

소모품 상태를 클릭합니다.
예상 잉크량이 나타납니다.

4.

모든 설정을 눌러 정보 및 지원 창으로 돌아갑니다.

참고: 리필 또는 재가공 잉크 카트리지나 다른 프린터에서 사용했던 잉크 카트리지를 설치한 경우, 잉
크 잔량 표시기가 부정확하거나 사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잉크 잔량 경고 및 표시기는 잉크 교체가 필요함을 사전에 알아내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잉크 부족 경고 메시지가 나타나면 인쇄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교체용 카트리지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쇄 품질이 허용 수준 이하로 떨어지기 전까지는 잉크 카트리지를 교체할 필요가 없습
니다.
참고: 카트리지의 잉크는 인쇄를 위해 프린터와 카트리지를 준비하는 초기화 프로세스, 인쇄 노즐을
깨끗이 유지하고 잉크 흐름을 부드럽게 하는 프린트헤드 서비스 작업 등 인쇄 프로세스에서 여러 방식
으로 사용됩니다. 또한 사용 후에는 잉크 카트리지에 일부 잉크가 남아있기도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hp.com/go/inkusage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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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크 카트리지 주문
카트리지를 주문하기 전에 올바른 카트리지 번호를 알아야 합니다.
프린터에서 카트리지 번호 찾기
●

카트리지 번호는 앞쪽 도어 안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프린터 소프트웨어 (Windows)에서 카트리지 번호 찾기
1.

HP 프린터 소프트웨어를 엽니다. 자세한 내용은 24페이지의 HP 프린터 소프트웨어 열기 (Windows)
을 참조하십시오.

2.

프린터 소프트웨어에서 구매, 소모품 온라인 구매를 차례로 클릭한 후, 화면 지시에 따릅니다.

잉크 카트리지 재주문 번호 확인 (OS X)
1.

HP 유틸리티을 엽니다.
참고: HP 유틸리티 아이콘은 하드 디스크의 최상위 레벨에 있는 응용 프로그램 폴더의 HewlettPackard 폴더에 있습니다.

2.

소모품 정보를 클릭합니다.
잉크 카트리지 주문 번호가 표시됩니다.

3.

모든 설정을 눌러 정보 및 지원 창으로 돌아갑니다.

HP DeskJet 4720 series에 적합한 HP 정품 소모품을 주문하려면 www.hp.com/buy/supplies 를 방문하십시
오. 메시지가 나타나면 해당하는 국가/지역을 선택한 후 지침에 따라 사용자 프린터에 맞는 카트리지를
찾습니다.
참고: 잉크 카트리지를 모든 국가/지역에서 온라인 주문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거주하는 국가/지역에
서 온라인으로 주문할 수 없는 경우에도, 지역 HP 대리점 방문 시 소모품 정보를 확인하고 참조 목록을
인쇄할 수 있습니다.

KOWW

잉크 카트리지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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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크 카트리지 교체
잉크 카트리지를 교체하려면

60

1.

전원이 켜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2.

출력 용지함 확장대를 닫고난 후 출력 용지함을 시계방향으로 회전시켜 프린터에 집어 넣습니다.

3.

잉크 카트리지를 꺼냅니다.
a.

프린터의 앞덮개를 엽니다.

b.

카트리지 액세스 덮개를 연 다음, 인쇄 캐리지가 프린터 중앙으로 이동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c.

잉크 카트리지를 아래로 눌러 슬롯에서 빼냅니다.

6 장 잉크 카트리지 관리

KOWW

4.

새 인쇄 카트리지를 설치합니다.
a.

잉크 카트리지의 포장을 제거합니다.

b.

당김 탭을 사용하여 플라스틱 테이프를 떼어냅니다.

참고: 잉크 카트리지 상의 전기 접촉부를 만지지 마십시오.
c.

KOWW

딸깍 소리가 들릴 때까지 잉크 카트리지를 슬롯에 끼워 넣습니다.

잉크 카트리지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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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카트리지 액세스 덮개를 닫습니다.

참고: 새 잉크 카트리지를 설치한 후, 문서를 인쇄할 경우 HP 프린터 소프트웨어에서 잉크
카트리지를 정렬하라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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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린터의 앞덮개를 닫습니다.

출력 용지함 및 용지함 확장대를 당겨서 빼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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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 카트리지 모드 사용
하나의 잉크 카트리지만 사용하여 프린터를 작동하려면 단일 카트리지 모드를 사용합니다. 잉크 카트리
지 캐리지에서 잉크 카트리지 한 개를 제거하면 단일 카트리지 모드로 들어갑니다.
참고: 프린터가 단일 카트리지 모드에서 작동하면 컴퓨터 화면에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메시지가 표
시되고 프린터에 잉크 카트리지가 두 개 설치되어 있으면 각 잉크 카트리지에 보호 플라스틱 테이프가
제거되었는지 확인합니다. 플라스틱 테이프가 잉크 카트리지 접촉면을 덮고 있으면 프린터는 잉크 카트
리지가 설치되어 있는지 감지할 수 없습니다. 카트리지에 플라스틱 테이프가 없는 경우 카트리지 접촉
부를 청소하십시오. 잉크 카트리지 접촉부 청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87페이지의 잉크 카트리지 문
제를 참조하십시오.
단일 카트리지 모드 종료하기
●

KOWW

프린터에 검정 및 3색 카트리지 모두를 올바르게 설치합니다.

단일 카트리지 모드 사용

63

카트리지 품질보증 정보
HP 카트리지 보증은 카트리지를 지정된 HP 인쇄 장치에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HP 잉크 카트리지
가 리필되거나, 재생산되거나, 새로 수리되거나, 오용되거나, 개조된 경우에는 이 보증이 적용되지 않습
니다.
보증 기간 중에는 HP 잉크가 소모되기 전이고 보증 날짜가 끝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카트리지 보증이 제
공됩니다. YYYY/MM/DD 형식의 보증 만료일은 카트리지의 다음 위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P 제한 보증서 사본은 프린터와 함께 제공된 인쇄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64

6 장 잉크 카트리지 관리

KOWW

카트리지 관련 팁
다음 카트리지 관련 팁을 사용하십시오.

KOWW

●

카트리지가 마르지 않도록 하려면 항상 전원 버튼을 사용하여 프린터를 끄고 전원 버튼 표시등이
꺼질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

설치 직전까지 카트리지를 열거나 테이프를 떼지 마십시오. 카트리지에 테이프를 씌어두면 잉크
증발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카트리지를 올바른 슬롯에 넣으십시오. 각 카트리지의 컬러 및 아이콘을 각 슬롯의 컬러 및 아이콘
과 일치시킵니다. 카트리지가 제대로 끼워졌는지 확인합니다.

●

최상의 인쇄 품질을 얻으려면 프린터를 정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90페이지의 인쇄 문제을 참
조하십시오.

●

예상 잉크량 화면에 하나 또는 두 개의 카트리지가 부족한 상태인 경우, 인쇄 지연을 막을 수 있도
록 카트리지를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쇄 품질이 허용할 수 없을 정도로 나빠지기 전까지는 카
트리지를 교체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60페이지의 잉크 카트리지 교체을 참조하십시
오.

●

어떤 이유에서든 프린터에서 카트리지를 분리한 경우 가능한 빨리 다시 교체하십시오. 보호 장치
없이 프린터 외부에 꺼내 놓은 카트리지는 마르기 시작합니다.

카트리지 관련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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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린터 연결

●

라우터를 이용해 프린터를 무선 네트워크에 연결

●

라우터 없이 무선으로 프린터에 연결

●

무선 설정

●

USB 케이블을 이용해 프린터를 컴퓨터에 연결합니다(비 네트워크 연결).

●

USB 연결을 무선 네트워크로 변경

●

고급 프린터 관리 도구(네트워크 연결 프린터)

●

네트워크 프린터 설정 및 사용에 대한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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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우터를 이용해 프린터를 무선 네트워크에 연결
힌트:

무선 퀵 스타트 가이드를 인쇄하려면, 정보 버튼(

)을 3초 동안 누릅니다.

●

Wi-Fi 보호 설치(WPS)를 이용해 프린터를 무선 네트워크에 연결합니다.

●

HP 프린터 소프트웨어을(를) 이용해 프린터를 무선 네트워크에 연결

Wi-Fi 보호 설치(WPS)를 이용해 프린터를 무선 네트워크에 연결합니다.
WPS를 이용해 프린터를 무선 네트워크에 연결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확인하십시오.
●

802.11b/g/n 무선 네트워크에는 WPS 지원 무선 라우터 또는 액세스 포인트가 포함됩니다.
참고: 프린터는 2.4GHz를 사용하는 연결만 지원합니다.

●

컴퓨터는 프린터를 연결하고자 하는 무선 네트워크에 연결됩니다. 컴퓨터에 HP 프린터 소프트웨
어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WPS 라우터에 WPS 푸시 버튼이 있으면 푸시 버튼 방식을 따릅니다. 라우터에 푸시 버튼이 있는지 확실
하지 않으면 PIN 방식을 따릅니다.
PBC(푸시 버튼 구성) 방식 사용하기
1.

프린터에서 무선 버튼(

)을 3초 이상 눌러 WPS 푸시 모드를 시작합니다. 무선 표시등이 깜박이

기 시작합니다.
2.

라우터에 있는 WPS 버튼을 누릅니다.

참고:

무선으로 연결하기 위해 대략 2분 간의 타이머가 시작됩니다.

PIN 방식 사용하기
1.

무선 버튼(

) 및 정보 버튼(

)을 동시에 눌러 네트워크 구성 페이지를 인쇄한 후 WPS PIN을

찾습니다.
WPS PIN은 인쇄된 정보 페이지의 상단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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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3초 이상 누릅니다. 무선 표시등이 깜박이기 시작합니다.

2.

프린터 제어판에서 무선 버튼(

3.

무선 라우터 또는 무선 액세스 포인트의 구성 유틸리티 또는 소프트웨어를 엽니다. 그런 다음 WPS
PIN을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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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구성 유틸리티 사용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라우터 또는 무선 액세스 포인트와 함께 제공되
는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약 2분 동안 기다립니다. 프린터가 성공적으로 연결되면, 무선 표시등의 깜박임이 멈추고 켜진 상태로
유지됩니다.

HP 프린터 소프트웨어을(를) 이용해 프린터를 무선 네트워크에 연결
프린터를 통합 무선 WLAN 802.11 네트워크에 연결하려면 다음이 필요합니다.
●

무선 라우터 또는 액세스 포인트를 포함하는 무선 802.11b/g/n 네트워크.
참고: 프린터는 2.4GHz를 사용하는 연결만 지원합니다.

●

컴퓨터는 프린터를 연결하고자 하는 무선 네트워크에 연결됩니다.

●

네트워크 이름(SSID).

●

WEP 키 또는 WPA 암호(필요한 경우).

HP 프린터 소프트웨어 (Windows)을(를) 사용하여 프린터 연결하기
1.

HP 프린터 소프트웨어 설치 여부에 따라 다음 중의 하나를 수행합니다.
컴퓨터에 HP 프린터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a.

123.hp.com에서 프린터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하여 설치하십시오.
참고: 소프트웨어 설치 중에, 프린터와 컴퓨터를 임시로 연결하기 위해 USB 케이블이 필요
할 수도 있습니다 프린터 소프트웨어가 USB 케이블을 연결하라는 메시지를 표시할 때까지
USB 케이블을 연결하지 마십시오.

b.

메시지가 표시되면 무선을 선택한 후, 화면에 나오는 지시사항을 따릅니다.

컴퓨터에 HP 프린터 소프트웨어를 설치한 경우

2.

a.

프린터 소프트웨어를 엽니다. 자세한 내용은 24페이지의 HP 프린터 소프트웨어 열기
(Windows)을 참조하십시오.

b.

프린터 소프트웨어에서, 유틸리티(Utilities)를 클릭합니다.

c.

프린터 설치 및 소프트웨어를 클릭합니다.

d.

새프린터 연결(Connect a new printer), 무선(Wireless)을 차례로 클릭한 후, 화면에 나오는 지
시사항을 따릅니다.

프린터가 성공적으로 연결되면 파란색 무선 표시등의 깜박임이 멈추고 켜진 상태로 유지됩니다.

HP 프린터 소프트웨어 (OS X)을(를) 사용하여 프린터 연결하기
1.

HP 프린터 소프트웨어 설치 여부에 따라 다음 중의 하나를 수행합니다.
컴퓨터에 HP 프린터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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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hp.com에서 프린터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하여 설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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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에 HP 프린터 소프트웨어를 설치한 경우

2.

a.

HP 유틸리티 아이콘(하드 디스크의 상위 레벨에서 응용 프로그램 폴더 내에 있는 HewlettPackard 폴더에 위치)을 더블 클릭합니다.

b.

화면 상단의 메뉴 바에서 장치 메뉴의 새 장치 설정(Setup New Device)을 선택한 다음 화면의
지시사항을 따릅니다.

프린터가 성공적으로 연결되면 파란색 무선 표시등의 깜박임이 멈추고 켜진 상태로 유지됩니다.

새 프린터를 연결하기 (Windows)
1.

프린터 소프트웨어를 엽니다. 자세한 내용은 24페이지의 HP 프린터 소프트웨어 열기 (Windows)을
참조하십시오.

2.

프린터 소프트웨어에서, 유틸리티(Utilities)를 클릭합니다.

3.

프린터 설치 및 소프트웨어를 선택합니다.

4.

새 프린터 연결을 선택합니다. 화면 지침을 따릅니다.

새 프린터를 연결하기 (OS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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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스템 환경설정 을 엽니다.

2.

운영 체제에 따라 하드웨어 단원에서 인쇄 및 팩스 , 인쇄 및 스캔 또는 프린터 및 스캐너 를 클릭합
니다.

3.

왼쪽의 프린터 목록 아래의 +를 클릭합니다.

4.

목록에서 새 프린터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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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우터 없이 무선으로 프린터에 연결
Wi-Fi Direct를 사용하여 컴퓨터, 스마트폰, 태블릿 또는 기타 무선 지원 장치에서 기존 무선 네트워크에
연결하지 않고 무선으로 인쇄할 수 있습니다.
Wi-Fi Direct 사용 지침
●

컴퓨터 또는 모바일 장치에 필요한 소프트웨어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컴퓨터를 사용하는 경우, HP 프린터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컴퓨터에 HP 프린터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지 않았으면 먼저 Wi-Fi Direct에 연결한 후, 프린터
소프트웨어를 설치합니다. 프린터 소프트웨어가 연결 유형을 묻는 메시지를 표시하면 무선을
선택합니다.

–

모바일 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호환 가능한 인쇄 응용 프로그램이 설치되었는지 확인하십시
오. 모바일 인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ww.hp.com/global/us/en/eprint/
mobile_printing_apps.html을 참조하십시오.

●

프린터 Wi-Fi Direct이(가) 켜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

최대 5대의 컴퓨터와 모바일 장치가 같은 Wi-Fi Direct 연결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Wi-Fi Direct는 프린터가 USB 케이블을 사용하는 컴퓨터나 무선 연결을 사용하는 네트워크에 연결
되어 있을 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Wi-Fi Direct는 컴퓨터, 모바일 장치 또는 프린터를 인터넷에 연결하는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
다.

Wi-Fi Direct 켜기 또는 끄기
프린터 제어판에서, Wi-Fi Direct 버튼(
●

)을 누릅니다.

Wi-Fi Direct가 겨지면, Wi-Fi Direct 표시등이 계속해서 켜진 상태로 유지됩니다. Wi-Fi Direct의 이름
및 패스워드를 찾으려면 정보 버튼(

)을 눌러 프린터 정보 페이지를 인쇄합니다.

참고: 처음으로 Wi-Fi Direct을(를) 켜면 프린터는 자동으로 Wi-Fi Direct 안내서를 인쇄합니다. 그
안내서에는 Wi-Fi Direct 사용법에 관한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다음 Wi-Fi Direct 버튼(
)과
정보 버튼(

)을 함께 눌러 Wi-Fi Direct 안내서를 인쇄합니다. 이 안내서가 모든 언어를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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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Fi Direct가 꺼지면 Wi-Fi Direct 표시등이 꺼집니다.

●

Wi-Fi Direct 표시등 상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7페이지의 제어판 표시등 및 디스플레이 아이콘 상
태을(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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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Fi Direct을(를) 지원하는 무선 기능 모바일 장치에서 인쇄하기
최신 버전의 HP 인쇄 서비스 플러그 인이 모바일 장치에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 플러그인은
Google Play 앱 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1.

프린터에서 Wi-Fi Direct를 켰는지 확인합니다.

2.

모바일 장치에서 Wi-Fi Direct을(를) 켭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바일 장치와 함께 제공된 설명서를 참
조하십시오.

3.

모바일 장치의 인쇄 가능한 앱에서 문서를 선택한 다음 문서 인쇄 옵션을 선택합니다.
사용 가능한 프린터 목록이 표시됩니다.

4.

사용 가능한 프린터 목록에서, DIRECT-**-HP DeskJet 4720 series(**는 프린터 식별 고유 문자임)와
같이 표시되는 Wi-Fi Direct 이름을 선택합니다.
●

프린터의 Wi-Fi Direct 연결 보안이 자동(Automatic)(기본 설정)인 경우, 모바일 장치는 프린터
에 자동으로 연결되고 인쇄 작업을 전송합니다.

●

프린터의 Wi-Fi Direct 연결 보안이 수동(Manual)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 다음 중의 하나를 수
행하여 프린터에 연결하고 인쇄합니다.
–

프린터 제어판의 Wi-Fi Direct 표시등이 계속해서 깜박이면 Wi-Fi Direct 버튼(

)을 누릅

니다. 표시등의 깜박임이 멈추고 계속 켜진 상태를 유지합니다.
–

프린터가 PIN 코드가 포함된 페이지를 인쇄하면, 페이지에 나와 있는 지시사항을 따릅니
다.

힌트: 내장 웹 서버(EWS)에서 프린터의 Wi-Fi Direct 연결 보안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78페이지의 내장 웹 서버 열기을 참조하십시오.
지원되지 않는 무선 기능 모바일 장치에서 인쇄하기Wi-Fi Direct
모바일 장치에서 호환 가능한 인쇄 응용 프로그램을 설치했는지 확인하십시오. 자세한 정보는
www.hp.com/global/us/en/eprint/mobile_printing_apps.html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프린터에서 Wi-Fi Direct를 켰는지 확인합니다.

2.

모바일 장치의 Wi-Fi 연결을 켜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모바일 장치와 함께 제공된 설명서를 참조하
십시오.
참고: 모바일 장치에서 Wi-Fi를 지원하지 않으면 Wi-Fi Direct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모바일 장치에서 새 네트워크를 연결합니다. 프로세스를 정상적으로 사용하여 새 무선 네트워크
또는 핫스팟을 연결합니다. DIRECT-**-HP DeskJet 4720 series과 같이 표시되는 무선 네트워크 목록
에서 Wi-Fi Direct 이름을 선택합니다(**은 프린터를 식별하는 고유 문자임).
메시지가 나타나면 Wi-Fi Direct 암호를 입력합니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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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를 인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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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 지원 컴퓨터에서 인쇄하려면 (Windows)
1.

프린터에서 Wi-Fi Direct를 켰는지 확인합니다.

2.

컴퓨터에서 Wi-Fi 연결을 켭니다.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와 함께 제공된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참고: 컴퓨터에서 Wi-Fi를 지원하지 않으면 Wi-Fi Direct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컴퓨터에서 새 네트워크를 연결합니다. 프로세스를 정상적으로 사용하여 새 무선 네트워크 또는
핫스팟을 연결합니다. DIRECT-**-HP DeskJet 4720 series와 같이 표시된 무선 네트워크의 목록에서
Wi-Fi Direct 이름을 선택합니다(여기서 **는 프린터를 식별하는 고유 문자이며 XXXX는 프린터에 있
는 프린터 모델임).
메시지가 나타나면 Wi-Fi Direct 암호를 입력합니다.

4.

프린터를 설치하고 무선 네트워크로 컴퓨터에 연결한 경우 5단계로 이동하십시오. 프린터를 설치
하고 USB 케이블로 컴퓨터에 연결한 경우, 아래 단계를 따라 HP Wi-Fi Direct 연결을 사용하여 HP 프
린터 소프트웨어를 설치합니다.
a.

사용하는 운영 체제에 따라 다음 중 하나를 참조하십시오.
●

Windows 8.1: 시작 화면의 좌측 하단 모서리의 아래 화살표를 클릭하고 프린터 이름을 선
택한 후, 유틸리티를 클릭합니다.

●

Windows 8: 시작 화면에서 화면의 빈 공간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앱 바에
서 모든 앱을 클릭하고, 프린터 이름을 선택한 후, 유틸리티를 클릭합니다.

●

Windows 7, Windows Vista, Windows XP: 컴퓨터 바탕 화면에서 시작을 클릭하고 모든 프
로그램을 선택하고, HP를 클릭하고 프린터의 폴더를 클릭합니다.

b.

프린터 설정 및 소프트웨어를 클릭한 후, 새 프린터 연결을 선택합니다.

c.

연결 옵션 소프트웨어 화면이 나타나면 무선를 선택합니다.
감지된 프린터의 목록에서 HP 프린터 소프트웨어를 선택합니다.

d.
5.

화면 지침을 따릅니다.

문서를 인쇄합니다.

무선 지원 컴퓨터에서 인쇄하려면 (OS X)
1.

프린터에서 Wi-Fi Direct를 켰는지 확인합니다.

2.

컴퓨터에서 Wi-Fi를 켭니다.
자세한 내용은 Apple이 제공한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3.

Wi-Fi 아이콘을 클릭하고 DIRECT-**-HP DeskJet 4720 series와 같이 Wi-Fi Direct 이름을 선택합니다
(여기서 **는 프린터를 식별하는 고유 문자이며 XXXX는 프린터에 있는 프린터 모델임).
Wi-Fi Direct가 보안과 함께 켜져 있는 경우, 메시지가 나타나면 암호를 입력합니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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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린터를 추가합니다.
a.

시스템 환경설정 을 엽니다.

b.

운영 체제에 따라 하드웨어 단원에서 인쇄 및 팩스 , 인쇄 및 스캔 또는 프린터 및 스캐너 를
클릭합니다.

라우터 없이 무선으로 프린터에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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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왼쪽의 프린터 목록 아래의 +를 클릭합니다.

d.

발견된 프린터 목록(“Bonjour”는 프린터 이름 옆 오른쪽에 나타남)에서 프린터를 선택하고 추
가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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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 설정
프린터 무선 연결을 설정 및 관리할 수 있고 여러 다양한 네트워크 관리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여
기에는 네트워크 설정에 대한 정보 인쇄, 무선 기능 켜기 또는 끄기, 무선 설정 변경 등이 포함됩니다.
프린터의 무선 기능을 켜거나 끄려면
무선 버튼(

)을 눌러 프린터 무선 기능을 켜거나 끕니다.

●

프린터가 무선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으면, 무선 표시등이 파란색으로 계속 켜져 있고 프린터 디
스플레이에는 무선 아이콘과 신호 바 아이콘이 표시됩니다.

●

무선 기능이 꺼진 경우 무선 표시등이 꺼집니다.

●

무선 상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7페이지의 제어판 표시등 및 디스플레이 아이콘 상태을 참조하십
시오.

무선 네트워크 테스트 보고서 및 네트워크 구성 페이지 인쇄하기
무선 버튼(

)과 정보 버튼(

)을 동시에 누릅니다.

●

무선 네트워크 테스트 보고서에는 무선 네트워크 상태에 대한 진단 결과, 무선 신호 강도, 검색된
네트워크 등이 표시됩니다.

●

네트워크 구성 페이지에 네트워크 상태, 호스트 이름, 네트워크 이름 등이 표시됩니다.

무선 설정 변경하기 (Windows)
이 방식은 프린터 소프트웨어가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만 사용 가능합니다.
참고: 이 방식에는 USB 케이블이 필요합니다. USB 케이블을 연결하라는 메시지가 나타날 때까지 케이
블을 연결하지 마십시오.
1.

HP 프린터 소프트웨어를 엽니다. 자세한 내용은 24페이지의 HP 프린터 소프트웨어 열기 (Windows)
을 참조하십시오.

2.

프린터 소프트웨어에서, 유틸리티(Utilities)를 클릭합니다.

3.

프린터 설치 및 소프트웨어를 클릭합니다.

4.

무선 설정 다시 구성을 선택합니다. 화면 지침을 따릅니다.

네트워크 설정을 기본 설정으로 복구합니다.
●

KOWW

프린터 제어판에서 무선 버튼(

)과 취소 버튼(

)을 동시에 3초간 누르고 있습니다.

무선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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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B 케이블을 이용해 프린터를 컴퓨터에 연결합니다(비 네트워
크 연결).
이 프린터는 컴퓨터와의 연결을 위해 뒷면 USB 2.0 고속 포트를 지원합니다.
프린터와 USB 케이블을 연결하려면
1.

123.hp.com에서 프린터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하여 설치하십시오.
참고: USB 케이블을 연결하라는 메시지가 나타날 때까지 프린터에 USB 케이블을 연결하지 마십
시오.

2.

화면 지침을 따릅니다. 메시지가 나타나면 연결 옵션 화면에서 USB를 선택하여 프린터와 컴퓨터를
연결합니다.

3.

화면 지침을 따릅니다.

프린터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면 프린터가 플러그 앤 플레이 장치로 작동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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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B 연결을 무선 네트워크로 변경
처음에 USB 케이블로 프린터와 컴퓨터를 직접 연결하여 프린터를 설정하고 소프트웨어를 설치한 경우,
무선 네트워크 연결로 쉽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무선 라우터 또는 액세스 지점을 포함하는 무선
802.11b/g/n 네트워크가 필요합니다.
참고:

프린터는 2.4GHz를 사용하는 연결만 지원합니다.

USB 연결에서 무선 네트워크로 변경하기 전에 다음을 확인합니다.
●

케이블을 분리하라는 메시지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프린터가 USB 케이블로 사용자의 컴퓨터에 연
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

프린터를 설치하려는 무선 네트워크에 컴퓨터를 연결해야 합니다.

USB 연결을 무선 네트워크로 변경 (Windows)
1.

HP 프린터 소프트웨어를 엽니다. 자세한 내용은 24페이지의 HP 프린터 소프트웨어 열기 (Windows)
을 참조하십시오.

2.

프린터 소프트웨어에서, 유틸리티(Utilities)를 클릭합니다.

3.

프린터 설치 및 소프트웨어를 클릭합니다.

4.

USB 연결 프린터를 무선으로 변환을 선택합니다. 화면 지침을 따릅니다.

USB 연결을 무선 네트워크로 변경하려면 (OS X)

KOWW

1.

프린터를 무선 네트워크에 연결합니다.

2.

프린터의 소프트웨어 연결을 무선으로 변경하려면 HP Setup Assistant(HP 설정 길잡이)를 응용 프
로그램/Hewlett-Packard/장치 유틸리티에서 이용하십시오.

USB 연결을 무선 네트워크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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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린터가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으면 내장 웹 서버(EWS)를 사용하여 상태 정보를 보거나 설정을 변경
하거나 컴퓨터에서 장치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참고:
다.

인터넷에 연결하지 않고도 EWS를 열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일부 기능은 사용할 수 없습니

참고:

일부 설정을 변경하거나 확인하려면 암호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내장 웹 서버 열기

●

쿠키 관련 정보

내장 웹 서버 열기
다음 중의 한가지 방법을 이용해 내장 웹 서버를 열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를 통해 내장 웹 서버를 열려면
1.

프린터 제어판에서 무선 버튼(

)과 정보 버튼(

)을 함께 눌러 네트워크 구성 페이지를 인쇄

합니다.
2.

네트워크 구성 페이지에서 프린터의 IP 주소나 호스트 이름을 확인합니다.

3.

컴퓨터에서 지원하는 웹 브라우저에 프린터에 할당된 IP 주소나 호스트 이름을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IP 주소가 192.168.0.12라면 웹 브라우저에 다음과 같이 입력합니다. http://192.168.0.12.

HP 프린터 소프트웨어 (Windows)에서 내장 웹 서버 열기
1.

프린터 소프트웨어를 엽니다. 자세한 내용은 24페이지의 HP 프린터 소프트웨어 열기 (Windows)을
참조하십시오.

2.

프린트 & 스캔 와 프린터 홈 페이지(EWS)을(를) 차례로 클릭합니다.

Wi-Fi Direct를 통해 내장 웹 서버를 열려면
1.

Wi-Fi Direct 표시등이 꺼지면 Wi-Fi Direct 버튼(
를 찾으려면 정보 버튼(

)을 눌러 끕니다. Wi-Fi Direct의 이름 및 패스워드

)을 눌러 프린터 정보 페이지를 인쇄합니다.

2.

무선 컴퓨터에서 무선을 켜고 Wi-Fi Direct 이름을 검색하여 연결합니다(예: DIRECT-**-HP DeskJet
4720 series. 메시지가 나타나면 Wi-Fi Direct 암호를 입력합니다.

3.

컴퓨터에서 지원되는 웹 브라우저에 다음 주소를 입력합니다. http://192.168.223.1.

쿠키 관련 정보
내장 웹 서버는 사용자가 탐색할 때 하드 디스크에 아주 작은 텍스트 파일(쿠키)을 보관합니다. 이 파일
을 통해 내장 웹 서버는 다음번에 사용자가 방문할 때 컴퓨터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
가 EWS 언어를 구성했을 경우 쿠키를 통해 선택한 언어를 기억할 수 있어서 다음번에 EWS에 액세스할
때 해당 언어로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일부 쿠키(고객별 기본 설정을 저장하는 쿠키)는 사용자가 직접
삭제할 때까지 컴퓨터에 저장됩니다.

78

7 장 프린터 연결

KOWW

쿠키를 모두 수용하도록 브라우저를 구성하거나 쿠키를 제공할 때마다 알려주도록 구성해 쿠키별로 수
용하거나 거부할 것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브라우저에서 불필요한 쿠키를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

프린터에 따라 쿠키를 사용하지 않도록 선택하면 다음 기능 중 하나 이상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애플리케이션을 종료한 시점부터 시작(설정 마법사를 사용할 경우 특히 유용함)

●

EWS 브라우저 언어 설정 저장

●

EWS 홈 페이지 개인 설정

개인정보 및 쿠키 설정을 변경하는 방법과 쿠키를 확인하거나 삭제하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는 웹 브라
우저 설명서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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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프린터 설정 및 사용에 대한 팁
네트워크 프린터 설정 및 사용에 대한 다음의 팁을 참조하십시오.
●

무선 네트워크 프린터를 설정 시 무선 라우터 또는 액세스 지점이 켜져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프린
터에서 무선 라우터를 검색한 다음, 검색된 네트워크 이름을 컴퓨터에 나열합니다.

●

컴퓨터가 VPN(가상 사설망)에 연결되어 있는 경우 VPN 연결을 끊어야만 네트워크의 다른 장치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

무선 인쇄를 위한 네트워크 및 프린터 구성을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온라인으로 자세한 내용을 알
아보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

네트워크 보안 설정을 찾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십시오. 온라인으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려면 여기
를 누르십시오.

●

HP 인쇄 및 스캔 닥터를 알아보십시오. 온라인으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
오.
참고:

80

이 유틸리티는 Windows 운영 체제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USB 연결에서 무선 연결로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십시오. 온라인으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
려면 여기를 누르십시오.

●

프린터 설정 시, 방화벽 및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 설정 방법에 대해 알아보십시오. 온라인으로 자
세한 내용을 알아보려면 여기를 누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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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해결

이 단원에서는 다음 항목을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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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지 걸림 및 용지 공급 문제

●

잉크 카트리지 문제

●

인쇄 문제

●

복사 문제

●

스캔 문제

●

네트워크 및 연결 문제

●

프린터 하드웨어 문제

●

제어판 오류 코드

●

HP 지원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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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지 걸림 및 용지 공급 문제
필요한 작업은 무엇입니까?

용지 걸림 제거
용지 걸림 문제를 해결합니다.

HP 온라인 문제 해결 마법사 사용
용지 걸림 제거 및 용지 또는 문서 공급과 관련된 문제 해결 지침.

참고:

HP 온라인 문제 해결 마법사에서 일부 언어를 지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도움말의 일반 지침을 숙지하여 용지 걸림 제거
용지 걸림은 몇 군데 위치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입력 용지함에서 걸린 용지를 제거하려면
1.

취소 버튼(

)을 눌러 자동으로 용지 걸림을 제거해 봅니다. 용지 걸림 자동 제거가 작동하지 않을

경우 다음 단계를 완료하여 수동으로 용지 걸림을 제거합니다.
2.

입력 용지함에서 용지를 살짝 잡아 당깁니다.

3.

용지 경로에 이물질이 없는지 확인한 다음 용지를 다시 넣습니다.
참고: 입력 용지함 쉴드는 이물질이 용지 경로에 들어가 심각한 용지 걸림을 야기하지 않도록 해
줄 수 있습니다. 입력 용지함 쉴드를 제거해서는 안 됩니다.

4.

제어판의 재시작 버튼(

)을 눌러 현재 작업을 계속합니다.

출력 용지함에서 걸린 용지를 제거하려면
1.

취소 버튼(

)을 눌러 자동으로 용지 걸림을 제거해 봅니다. 용지 걸림 자동 제거가 작동하지 않을

경우 다음 단계를 완료하여 수동으로 용지 걸림을 제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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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력 용지함에서 걸린 용지를 살짝 잡아당깁니다.

3.

제어판의 재시작 버튼(

)을 눌러 현재 작업을 계속합니다.

카트리지 액세스 영역에서 걸린 용지를 제거하려면
1.

취소 버튼(

)을 눌러 자동으로 용지 걸림을 제거해 봅니다. 용지 걸림 자동 제거가 작동하지 않을

경우 다음 단계를 완료하여 수동으로 용지 걸림을 제거합니다.
2.

KOWW

걸린 용지를 제거합니다
a.

전원 버튼(

)을 눌러 프린터를 끕니다.

b.

출력 용지함 확장대를 닫고난 후 출력 용지함을 시계방향으로 회전시켜 프린터에 집어 넣습
니다.

c.

프린터의 앞덮개를 엽니다.

d.

카트리지 액세스 도어를 엽니다.

용지 걸림 및 용지 공급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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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

프린트 캐리지가 프린터 중앙에 있을 경우 우측으로 밉니다.

f.

걸린 용지를 제거합니다

g.

카트리지 액세스 도어를 닫은 후 앞쪽 도어를 닫습니다.

h.

출력 용지함 및 용지함 확장대를 당겨서 빼냅니다.

전원 버튼(

)을 눌러 프린터를 켭니다.

프린터 내부에 걸린 용지를 제거하려면
1.

취소 버튼(

)을 눌러 자동으로 용지 걸림을 제거해 봅니다. 용지 걸림 자동 제거가 작동하지 않을

경우 다음 단계를 완료하여 수동으로 용지 걸림을 제거합니다.
2.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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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프린터를 뒤집어 프린터 바닥에 있는 클린아웃 도어를 찾은 다음 클린아웃 도어의 양쪽 탭을 당겨
엽니다.

4.

걸린 용지를 제거합니다

5.

청소 덮개를 닫습니다. 덮개의 걸쇠가 딸깍 소리를 내며 닫히도록 도어를 프린터 쪽으로 가볍게 밉
니다.

6.

프린터를 뒤집은 다음 전원 버튼(

)을 눌러 프린터를 켭니다.

인쇄 캐리지 걸림 제거
인쇄 캐리지 걸림을 해결합니다.

HP 온라인 문제 해결 마법사 사용
인쇄 캐리지가 막혀 있거나 잘 이동하지 않을 경우 단계별 지침에 따릅니다.

참고:

HP 온라인 문제 해결 마법사에서 일부 언어를 지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도움말의 일반 지침을 숙지하여 인쇄 캐리지 걸림 제거
▲

용지와 같은 잉크 카트리지를 차단하고 있는 물체를 제거하십시오.
참고: 걸린 용지를 제거하기 위해 아무런 공구나 기타 장치를 함부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프린터
내부에서 걸린 용지를 제거할 때는 항상 주의하십시오.

KO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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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지 걸림을 방지하는 방법
용지 걸림을 방지하려면 다음 지침을 따르십시오.
●

입력 용지함에 용지를 너무 많이 넣지 마십시오.

●

자주 출력 용지함에서 인쇄된 용지를 꺼냅니다.

●

용지가 용지함에 편평하게 놓여 있으며 가장자리가 휘거나 찢어지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

종류와 크기가 다른 용지를 함께 입력 용지함에 넣지 마십시오. 입력 용지함에 넣는 전체 용지 묶음
은 같은 크기와 같은 종류여야 합니다.

●

각 용지에 잘 맞도록 입력 용지함의 용지 너비 고정대를 각각 조정해야 합니다. 용지 너비 고정대로
인해 용지함의 용지가 휘지 않도록 합니다.

●

용지를 용지함 아래로 너무 깊이 밀어 넣지 마십시오.

●

프린터가 인쇄하는 동안에는 용지를 넣지 마십시오. 프린터에 용지가 없는 경우 용지를 모두 사용
했다는 메시지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용지를 추가하십시오.

용지 공급 문제 해결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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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지함에서 용지가 공급되지 않음
–

입력 용지함에 용지를 넣었는지 확인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15페이지의 용지 넣기을 참조하
십시오.

–

각 용지에 잘 맞도록 입력 용지함의 용지 너비 고정대를 각각 조정해야 합니다. 용지 너비 고
정대로 인해 용지함의 용지가 휘지 않도록 합니다.

–

입력 용지함의 용지가 말려 있지 않은지 확인합니다. 휘어 있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용지를
구부려 폅니다.

페이지가 비뚤어짐
–

적재된 용지가 입력 용지함의 우측면에 붙어 있고 용지 너비 조정대가 용지 좌측면과 딱 맞는
지 확인합니다..

–

인쇄 중이 아닐 때에만 용지를 프린터에 넣습니다.

한 번에 여러 페이지를 들어 올림
–

각 용지에 잘 맞도록 입력 용지함의 용지 너비 고정대를 각각 조정해야 합니다. 용지 너비 고
정대로 인해 용지함의 용지가 휘지 않도록 합니다.

–

입력 용지함에 용지가 과다 적재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

입력 용지함에 적재된 용지가 서로 붙어 있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

최적의 성능과 효율성을 위해서는 HP 용지를 사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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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크 카트리지 문제
잉크 카트리지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기
잉크 카트리지에 문제가 있는지를 식별하려면, 잉크 잔량 경고 표시등과 해당 잉크 잔량 아이콘의 상태
를 확인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7페이지의 제어판 표시등 및 디스플레이 아이콘 상태을 참조하십시오.
프린터 소프트웨어로부터 적어도 한 개 이상의 카트리지에 문제가 있다는 메시지를 수신한 경우 다음
을 수행하여 카트리지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1.

2.

검정색 카트리지를 제거하고 카트리지 액세스 도어를 닫습니다.
●

삼색 카트리지용 잉크 잔량 아이콘이 깜박이면 삼색 카트리지에 문제가 있습니다.

●

삼색 카트리지용 잉크 잔량 아이콘이 깜박이지 않으면 삼색 카트리지에 문제가 없습니다.

검정색 카트리지를 다시 프린터에 설치하고 삼색 카트리지를 제거한 후 카트리지 액세스 도어를
닫습니다.
●

검정색 카트리지용 잉크 잔량 아이콘이 깜박이면 검정색 카트리지에 문제가 있습니다.

●

검정색 카트리지용 잉크 잔량 아이콘이 깜박이지 않으면 검정색 카트리지에 문제가 없습니
다.

잉크 카트리지 문제 해결
카트리지 설치 후 오류가 발생하거나 메시지가 카트리지 문제를 표시하면, 보호용 플라스틱 테이프가
각각의 잉크 카트리지에서 제거되었는지 확인하면서 잉크 카트리지를 제거한 후 잉크 카트리지를 다시
삽입해 봅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카트리지 접촉부를 청소합니다. 그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 잉크 카트리지를 교체하십시오. 잉크 카트리지 교체 방법은 60페이지의 잉크 카트리지 교체를 참
조하십시오.
카트리지 접촉부를 청소하려면
주의: 청소 절차는 몇 분만 걸려야 합니다. 최대한 빠르게 잉크 카트리지를 프린터에 다시 설치하십시
오. 잉크 카트리지는 프린터 바깥에 30분 이상 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프린트헤드 또는 잉크 카트리
지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KOWW

1.

전원이 켜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2.

출력 용지함 확장대를 닫고난 후 출력 용지함을 시계방향으로 회전시켜 프린터에 집어 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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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프린터의 앞덮개를 엽니다.

4.

카트리지 액세스 덮개를 연 다음, 인쇄 캐리지가 프린터 중앙으로 이동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5.

오류 메시지에 표시된 잉크 카트리지를 제거합니다.

6.

카트리지 접촉부 및 프린터 접촉부를 청소합니다.
a.

아래쪽이 위를 향하도록 잉크 카트리지 측면을 잡고 잉크 카트리지의 전기 접촉부를 찾습니
다.
전기 접촉부는 잉크 카트리지의 작은 금색 점입니다.

b.

마른 면봉 또는 보풀 없는 천으로 접촉부만 닦아냅니다.
주의: 접촉부만 닦아야 하며 잉크 카트리지의 잉크 또는 기타 잔해가 있는 다른 부위를 닦으
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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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프린터 안쪽에서 카트리지의 접촉부를 찾습니다.
프린터 접촉부는 잉크 카트리지의 접촉부와 만나는 위치에 있고 금색 범프 세트입니다.

d.

마른 면봉 또는 보풀 없는 천으로 접촉부를 닦아냅니다.

7.

잉크 카트리지를 다시 설치합니다.

8.

카트리지 액세스 도어를 닫은 후 앞쪽 도어를 닫습니다.

9.

오류 메시지가 없어졌는지 확인합니다. 오류 메시지가 계속 나타나면 프린터를 껐다 켭니다.

참고: 한 잉크 카트리지에서 문제가 생기면 해당 카트리지를 제거하고 단일 카트리지 모드를 사용하
여 한 개의 잉크 카트리지만으로 프린터를 작동할 수 있습니다.

잉크 카트리지 비호환 문제 해결
이 잉크 카트리지는 해당 프린터와 호환되지 않습니다. HP Instant 잉크 카트리지를 HP Instant 잉크 프로
그램에 등록되지 않은 프린터에 장착하는 경우 이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HP Instant 잉크 카트리지
가 이전에 HP Instant 잉크 프로그램에 등록된 다른 프린터에서 사용된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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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 문제
필요한 작업은 무엇입니까?

인쇄가 안되는 문제 해결
HP Print and Scan Doctor

HP Print and Scan Doctor는 문제를 자동으로 진단하고 해결하는 유틸리티입니다.
참고:

인쇄가 안되는 인쇄 작업 문
제를 해결합니다.

이 유틸리티는 Windows 운영 체제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HP 온라인 문제 해결 마법사 사용
프린터가 반응하지 않거나 인쇄하지 못하면 단계별 지침에 따릅니다.

참고:
니다.

HP Print and Scan Doctor 및 HP 온라인 문제 해결 마법사에서 일부 언어를 지원하지 않을 수 있습

도움말의 일반 지침을 숙지하여 인쇄가 안되는 문제 해결
인쇄 문제 해결하기(Windows)
프린터가 켜져 있고 입력 용지함에 용지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여전히 인쇄를 할 수 없을 경우 다음을 순
서대로 진행합니다.
1.

프린터 소프트웨어에서 오류 메시지를 확인하고 다음 화면의 지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합니다.

2.

컴퓨터가 USB 케이블을 통해 프린터와 연결된 경우 USB 케이블을 분리한 다음 다시 연결합니다. 컴
퓨터가 프린터에 무선으로 연결되어 있으면 무선 연결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3.

프린터가 일시 중지 또는 오프라인 상태가 아닌지 확인합니다.
프린터가 일시 중지 또는 오프라인 상태가 아닌지 확인하려면
a.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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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는 운영 체제에 따라 다음 중 하나를 참조하십시오.
●

Windows 8.1 및 Windows 8: 화면의 오른쪽 상단 모서리를 가리키거나 탭하여 아이콘 모
음을 열고, 설정 아이콘을 클릭하고, 제어판을 클릭하거나 탭한 후, 장치 및 프린터 보기
를 클릭하거나 탭합니다.

●

Windows 7: Windows의 시작 메뉴에서 장치 및 프린터를 클릭합니다.

●

Windows Vista: Windows의 시작 메뉴에서 제어판을 클릭한 후 프린터를 클릭합니다.

●

Windows XP: Windows의 시작 메뉴에서 제어판을 클릭한 후, 프린터 및 팩스를 클릭합니
다.

b.

프린터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거나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인쇄 중인 목록 보기를
선택하여 인쇄 대기열을 엽니다.

c.

프린터 메뉴에서 인쇄 일시 정지 또는 프린터 오프라인 사용 옆에 확인 표시가 없는지 확인합
니다.

d.

어떠한 내용이든 변경한 후, 다시 인쇄해 보십시오.

프린터가 기본 프린터로 설정되었는지 확인합니다.

8 장 문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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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린터가 기본 프린터로 설정되었는지 확인하려면
a.

b.

사용하는 운영 체제에 따라 다음 중 하나를 참조하십시오.
●

Windows 8.1 및 Windows 8: 화면의 오른쪽 상단 모서리를 가리키거나 탭하여 아이콘 모
음을 열고, 설정 아이콘을 클릭하고, 제어판을 클릭하거나 탭한 후, 장치 및 프린터 보기
를 클릭하거나 탭합니다.

●

Windows 7: Windows의 시작 메뉴에서 장치 및 프린터를 클릭합니다.

●

Windows Vista: Windows의 시작 메뉴에서 제어판을 클릭한 후 프린터를 클릭합니다.

●

Windows XP: Windows의 시작 메뉴에서 제어판을 클릭한 후, 프린터 및 팩스를 클릭합니
다.

적합한 프린터가 기본 프린터로 설정되었는지 확인합니다.
기본 프린터 옆에는 검은색 또는 녹색 원으로 선택 표시가 붙어 있습니다.

5.

c.

잘못된 프린터를 기본 프린터로 설정한 경우에는 올바른 프린터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기본 프린터로 설정을 선택합니다.

d.

프린터를 다시 사용해 보십시오.

인쇄 스풀러를 다시 시작합니다.
인쇄 스풀러를 다시 시작하려면
a.

사용하는 운영 체제에 따라 다음 중 하나를 참조하십시오.
Windows 8.1 및 Windows 8
i.

화면 오른쪽 상단을 선택 또는 눌러 아이콘 바를 열고 설정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ii.

제어판을 클릭 또는 누르고 시스템 및 보안을 클릭 또는 누릅니다.

iii.

관리 도구를 클릭하거나 눌러 서비스를 더블 클릭하거나 두 번 누릅니다.

iv.

인쇄 스풀러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거나 터치 또는 누른 후, 등록 정보를 클릭
합니다.

v.

일반 탭에서 시작 유형 옆에 자동이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vi.

아직 서비스가 실행되고 있지 않다면 서비스 상태 아래 있는 시작을 클릭하거나 누른 후,
확인을 클릭 또는 누릅니다.

Windows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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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Windows 시작 메뉴에서 제어판, 시스템 및 보안, 관리 도구를 차례로 클릭합니다.

ii.

서비스를 두 번 클릭합니다.

iii.

인쇄 스풀러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한 후 등록 정보를 클릭합니다.

iv.

일반 탭에서 시작 유형 옆에 자동이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v.

아직 서비스가 실행되고 있지 않다면 서비스 상태 아래 있는 시작을 클릭한 다음 확인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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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Windows Vista
i.

Windows 시작 메뉴에서 제어판, 시스템 및 유지 관리, 관리 도구를 클릭합니다.

ii.

서비스를 더블 클릭합니다.

iii.

인쇄 스풀러 서비스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한 후 등록 정보를 클릭합니다.

iv.

일반 탭에서 시작 유형 옆에 자동이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v.

아직 서비스가 실행되고 있지 않다면 서비스 상태 아래 있는 시작을 클릭한 다음 확인을
클릭합니다.

Windows XP

b.

i.

Windows의 시작 메뉴에서 내 컴퓨터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합니다.

ii.

관리를 클릭하고 서비스 및 응용 프로그램을 클릭합니다.

iii.

서비스를 더블 클릭한 다음 인쇄 스풀러를 선택합니다.

iv.

인쇄 스풀러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다시 시작을 클릭해 서비스를 다시 시
작합니다.

적합한 프린터가 기본 프린터로 설정되었는지 확인합니다.
기본 프린터 옆에는 검은색 또는 녹색 원으로 선택 표시가 붙어 있습니다.

c.

잘못된 프린터를 기본 프린터로 설정한 경우에는 올바른 프린터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기본 프린터로 설정을 선택합니다.

d.

프린터를 다시 사용해 보십시오.

6.

컴퓨터를 재부팅합니다.

7.

인쇄 대기열을 지웁니다.
인쇄 대기열을 지우려면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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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는 운영 체제에 따라 다음 중 하나를 참조하십시오.
●

Windows 8.1 및 Windows 8: 화면의 오른쪽 상단 모서리를 가리키거나 탭하여 아이콘 모
음을 열고, 설정 아이콘을 클릭하고, 제어판을 클릭하거나 탭한 후, 장치 및 프린터 보기
를 클릭하거나 탭합니다.

●

Windows 7: Windows의 시작 메뉴에서 장치 및 프린터를 클릭합니다.

●

Windows Vista: Windows의 시작 메뉴에서 제어판을 클릭한 후 프린터를 클릭합니다.

●

Windows XP: Windows의 시작 메뉴에서 제어판을 클릭한 후, 프린터 및 팩스를 클릭합니
다.

b.

프린터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여 인쇄 대기열을 엽니다.

c.

프린터 메뉴에서 모든 문서 취소 또는 인쇄 문서 제거를 누르고 예를 눌러 확인합니다.

d.

그래도 대기열에 문서가 있다면 컴퓨터를 다시 시작한 후 다시 인쇄해 봅니다.

e.

인쇄 대기열을 다시 확인하여 지워져 있는지 확인하고 다시 인쇄해 봅니다.

8 장 문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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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 문제 해결하기(OS X)
1.

오류 메시지를 확인하고 해결합니다.

2.

USB 케이블을 분리했다가 다시 연결합니다.

3.

제품이 일시 중지 또는 오프라인 상태가 아닌지 확인합니다.
제품이 일시 중지 또는 오프라인 상태가 아닌지 확인하려면
a.

시스템 기본 설정에서 인쇄 및 팩스를 클릭합니다.

b.

인쇄 대기열 열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c.

인쇄 작업을 클릭하여 선택합니다.
다음 버튼을 사용하여 인쇄 작업을 관리합니다.

d.
4.

●

삭제: 선택한 인쇄 작업을 취소합니다.

●

보류: 선택된 인쇄 작업을 일시 중지합니다.

●

다시 시작: 일시 중지된 인쇄 작업을 계속 이어서 진행합니다.

●

프린터 일시 중지: 프린트 대기열의 모든 프린트 작업을 일시 중지합니다.

어떠한 내용이든 변경한 후, 다시 인쇄해 보십시오.

컴퓨터를 다시 시작합니다.

인쇄 품질 문제 해결
대부분의 인쇄 품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단계별 지침

인쇄 품질 문제의 온라인 문제 해결

도움말의 일반 지침을 숙지하여 인쇄 품질 문제 해결
참고: 카트리지가 마르지 않도록 하려면 항상 전원 버튼을 사용하여 프린터를 끄고 전원 버튼 표시등
이 꺼질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인쇄 품질 개선하기(Windows)
1.

정품 HP 잉크 카트리지를 사용 중인지 확인합니다.

2.

프린터 소프트웨어를 확인하여 용지 드롭다운 목록에서 적합한 용지 유형과 품질 설정 드롭다운
목록에서 인쇄 품질을 선택했는지 확인합니다.
프린터 소프트웨어에서 프린트 & 스캔 를 클릭한 후, 기본 설정 설정을 클릭하여 인쇄 등록 정보에
액세스합니다.

3.

예상 잉크량을 확인하여 잉크 카트리지에 잉크가 부족하지 않은지 확인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58페이지의 예상 잉크량 확인을 참조하십시오. 잉크 카트리지에 잉크가 부족하면
카트리지를 교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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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용지 종류를 확인합니다.
최고 인쇄 품질을 위해 고품질 HP 용지 또는 ColorLok® 표준을 준수하는 용지를 사용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21페이지의 용지 기본 사항을 참조하십시오.
인쇄하는 용지가 항상 평평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미지를 인쇄할 때 최상의 품질을 얻으려면 HP 고
급 인화지를 사용하십시오.
특수 용지는 원래 포장에 넣은 상태나 재밀봉 가능한 플라스틱 백 안에 넣은 상태로 서늘하고 건조
한 장소의 평평한 면에 보관하십시오. 인쇄할 준비가 되면 바로 사용할 용지만 꺼내십시오. 인쇄가
끝났을 때는 사용하지 않은 인화지를 플라스틱 백에 다시 넣으십시오. 이렇게 하면 인화지가 말리
지 않습니다.

5.

잉크 카트리지를 정렬합니다.
잉크 카트리지를 정렬하려면
a.

사용하지 않은 레터 또는 A4 용지를 용지함에 넣습니다.

b.

프린터 소프트웨어를 엽니다. 자세한 내용은 24페이지의 HP 프린터 소프트웨어 열기
(Windows)을 참조하십시오.

c.

프린터 소프트웨어에서 프린트 & 스캔 를 클릭한 후, 프린터 유지 보수를 클릭하여 프린터 도
구 상자에 액세스합니다.
프린터 도구 상자가 나타납니다.

d.

장치 서비스 탭에서 잉크 카트리지 정렬을 클릭합니다.
프린터에서 정렬 페이지가 인쇄됩니다.

e.

화면 지시를 따라 인쇄면을 아래로 하여 카트리지 정렬 페이지를 스캐너 유리 위에 적재한 후
스캔(Scan)을 클릭해 정렬 페이지를 스캔합니다.
프린터에서 잉크 카트리지가 정렬됩니다. 카트리지 정렬 시트를 재활용하거나 버리십시오.

6.

잉크 카트리지에 잉크가 부족하지 않으면 진단 페이지를 인쇄합니다.
진단 페이지를 인쇄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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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사용하지 않은 레터 또는 A4 용지를 용지함에 넣습니다.

b.

프린터 소프트웨어를 엽니다. 자세한 내용은 24페이지의 HP 프린터 소프트웨어 열기
(Windows)을 참조하십시오.

c.

프린터 소프트웨어에서 프린트 & 스캔 를 클릭한 후, 프린터 유지 보수를 클릭하여 프린터 도
구 상자에 액세스합니다.

d.

장치 보고서 탭에서 진단 정보 인쇄를 클릭하여 진단 페이지를 인쇄합니다.

8 장 문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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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7.

진단 페이지에서 파랑, 마젠타, 노랑 및 검정 상자를 검토합니다.

진단 페이지의 컬러 및 검정 상자에 줄무늬가 있거나 비어 있으면 잉크 카트리지를 청소하십시오.
잉크 카트리지 청소하기
a.

사용하지 않은 레터 또는 A4 용지를 용지함에 넣습니다.

b.

프린터 소프트웨어를 엽니다. 자세한 내용은 24페이지의 HP 프린터 소프트웨어 열기
(Windows)을 참조하십시오.

c.

프린터 소프트웨어에서 프린트 & 스캔 를 클릭한 후, 프린터 유지 보수를 클릭하여 프린터 도
구 상자에 액세스합니다.

d.

장치 서비스 탭에서 잉크 카트리지 청소를 누릅니다. 화면 지침을 따릅니다.

인쇄 품질 개선하기(OS X)
1.

정품 HP 카트리지를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2.

인쇄 대화상자에서 용지 유형과 인쇄 품질을 올바로 선택했는지 확인합니다.

3.

예상 잉크량을 확인하여 남은 카트리지 잉크가 부족하지 않은지 확인합니다.
인쇄 카트리지에 잉크량이 부족한 경우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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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용지 종류를 확인합니다.
최고 인쇄 품질을 위해 고품질 HP 용지 또는 ColorLok® 표준을 준수하는 용지를 사용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21페이지의 용지 기본 사항을 참조하십시오.
인쇄하는 용지가 항상 평평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미지를 인쇄할 때 최상의 품질을 얻으려면 HP 고
급 인화지를 사용하십시오.
특수 용지는 원래 포장에 넣은 상태나 재밀봉 가능한 플라스틱 백 안에 넣은 상태로 서늘하고 건조
한 장소의 평평한 면에 보관하십시오. 인쇄할 준비가 되면 바로 사용할 용지만 꺼내십시오. 인쇄가
끝났을 때는 사용하지 않은 인화지를 플라스틱 백에 다시 넣으십시오. 이렇게 하면 인화지가 말리
지 않습니다.

5.

프린터 카트리지를 정렬합니다.
소프트웨어에서 잉크 카트리지를 정렬하려면
a.

용지함에 레터 또는 A4 크기의 흰색 일반 용지를 넣습니다.

b.

HP 유틸리티를 엽니다.
참고: HP 유틸리티 아이콘은 하드 디스크의 최상위 레벨에 있는 응용 프로그램 폴더의
Hewlett-Packard 폴더에 있습니다.

6.

c.

창 왼쪽의 장치 목록에서 HP DeskJet 4720 series를 선택합니다.

d.

정렬을 클릭합니다.

e.

정렬을 클릭하고 화면 지침에 따릅니다.

f.

모든 설정을 클릭하여 정보 및 지원 창으로 돌아갑니다.

테스트 페이지를 인쇄합니다.
테스트 페이지를 인쇄하려면
a.

용지함에 레터 또는 A4 크기의 흰색 일반 용지를 넣습니다.

b.

HP 유틸리티를 엽니다.
참고: HP 유틸리티 아이콘은 하드 디스크의 최상위 레벨에 있는 응용 프로그램 폴더의
Hewlett-Packard 폴더에 있습니다.

c.

창 왼쪽의 장치 목록에서 HP DeskJet 4720 series를 선택합니다.

d.

테스트 페이지를 클릭합니다.

e.

테스트 페이지 인쇄 버튼을 클릭하고 화면 지침에 따릅니다.
텍스트에 울퉁불퉁한 선이 보이거나 텍스트 및 컬러 박스에 줄무늬가 보이는 경우 테스트 페
이지를 확인합니다. 울퉁불퉁한 선이나 줄무늬 또는 일부 박스에 잉크가 없는 경우 카트리지
를 자동으로 청소합니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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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페이지의 텍스트 또는 컬러 상자에 줄무늬가 있거나 비어 있으면 잉크 카트리지를 자동으로
청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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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린트헤드를 자동으로 청소하려면
a.

용지함에 레터 또는 A4 크기의 흰색 일반 용지를 넣습니다.

b.

HP 유틸리티를 엽니다.
참고: HP 유틸리티 아이콘은 하드 디스크의 최상위 레벨에 있는 응용 프로그램 폴더의
Hewlett-Packard 폴더에 있습니다.

c.

창 왼쪽의 장치 목록에서 HP DeskJet 4720 series를 선택합니다.

d.

프린트헤드 청소를 클릭합니다.

e.

청소를 클릭하고 화면 지침에 따릅니다.
주의: 프린트 헤드는 필요한 경우에만 청소하십시오. 불필요한 청소는 잉크를 낭비하고 프
린트 헤드 수명을 단축시킵니다.
참고: 완전히 청소한 후에도 인쇄 품질이 나쁠 경우에는 프린터를 정렬해 보십시오. 청소와
정렬 후에도 인쇄 품질 문제가 계속되면 HP 고객 지원 센터로 연락하십시오.

f.

KOWW

모든 설정을 클릭하여 정보 및 지원 창으로 돌아갑니다.

인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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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사 문제
복사 문제의 문제 해결

HP 온라인 문제 해결 마법사 사용
프린터에서 복사를 생성하지 않거나 인쇄물의 품질이 낮은 경우 단계별 지침에 따릅니다.

참고:

HP 온라인 문제 해결 마법사에서 일부 언어를 지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6페이지의 원활한 복사 및 스캔을 위한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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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캔 문제
HP Print and Scan
Doctor

HP Print and Scan Doctor는 문제를 자동으로 진단하고 해결하는 유틸리티입니다.
참고:

스캔 문제 해결

이 유틸리티는 Windows 운영 체제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HP 온라인 문제 해결 마법사 사용
스캔을 생성할 수 없거나 스캔의 품질이 낮은 경우 단계별 지침에 따릅니다.

참고:
니다.

HP Print and Scan Doctor 및 HP 온라인 문제 해결 마법사에서 일부 언어를 지원하지 않을 수 있습

56페이지의 원활한 복사 및 스캔을 위한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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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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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및 연결 문제
필요한 작업은 무엇입니까?

무선 연결 해결
다음 문제 해결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HP Print and Scan
Doctor

HP Print and Scan Doctor는 문제를 자동으로 진단하고 해결하는 유틸리티입니다.
참고:

HP 온라인 문제
해결 마법사 사용

참고:
니다.

이 유틸리티는 Windows 운영 체제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프린터가 연결된 적이 없거나 연결되어 있지만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무선 문제를 해결합니다.

●

방화벽 또는 바이러스 백신이 컴퓨터에서 프린터에 연결하지 못하게 막고 있다고 생각되면 방화벽 또
는 바이러스 백신 문제를 해결합니다.

HP Print and Scan Doctor 및 HP 온라인 문제 해결 마법사에서 일부 언어를 지원하지 않을 수 있습

도움말의 일반 지침을 숙지하여 무선 문제 해결
▲

무선 버튼(

)과 정보 버튼(

)을 함께 누르면 무선 네트워크 테스트 보고서와 네트워크 구성

페이지가 인쇄됩니다.

네트워크 설정을 찾아 무선 연결
다음 문제 해결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HP Print and Scan Doctor

HP Print and Scan Doctor 는 네트워크 이름(SSID)과 암호(네트워크 키)를 알려주는 유틸리티입니다.
참고:

HP 온라인 문제 해결 마법
사 사용

참고:
니다.

이 유틸리티는 Windows 운영 체제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이름(SSID)과 무선 암호를 찾는 방법을 알아보십시오.

HP Print and Scan Doctor 및 HP 온라인 문제 해결 마법사에서 일부 언어를 지원하지 않을 수 있습

Wi-Fi Direct 연결 해결
HP 온라인 문제 해결 마법사 사용

참고:

Wi-Fi Direct 문제를 해결하거나 Wi-Fi Direct 구성 방법을 알아보십시오.

HP 온라인 문제 해결 마법사에서 일부 언어를 지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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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말의 일반 지침을 숙지하여 Wi-Fi Direct 문제 해결
1.

프린터 제어판의 Wi-Fi Direct 표시등이 켜져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표시등이 꺼지면 Wi-Fi Direct 버
튼(
)을 눌러 표시등을 켭니다.

2.

무선 컴퓨터 또는 모바일 장치에서 Wi-Fi 연결을 켠 후, 프린터의 Wi-Fi Direct 이름을 검색하고 연결
합니다.

3.

메시지가 나타나면 Wi-Fi Direct 암호를 입력합니다.

4.

모바일 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호환 가능한 인쇄 응용 프로그램이 설치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모
바일 인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ww.hp.com/global/us/en/eprint/mobile_printing_apps.html을 참
조하십시오.

USB 연결을 무선으로 변경
다음 문제 해결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HP Print and Scan Doctor

HP Print and Scan Doctor는 문제를 자동으로 진단하고 해결하는 유틸리티입니다.
참고:

HP 온라인 문제 해결 마법사
사용

참고:
니다.

이 유틸리티는 Windows 운영 체제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USB 연결을 무선 또는 Wi-Fi Direct로 변경합니다.

HP Print and Scan Doctor 및 HP 온라인 문제 해결 마법사에서 일부 언어를 지원하지 않을 수 있습

77페이지의 USB 연결을 무선 네트워크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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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린터 하드웨어 문제
카트리지 액세스 덮개 닫기
●

인쇄하려면 카트리지 덮개를 닫아야 합니다.

프린터가 비정상적으로 종료되는 경우
●

전원 및 전원 연결을 확인합니다.

●

작동되는 전원 콘센트에 프린터의 전원 코드가 확실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참고: 자동 꺼짐이 활성화되어 있으면 프린터가 2시간 동안 아무런 작동이 없으면 자동으로 전원이 꺼
져 에너지 사용을 줄여줍니다. 자세한 내용은 27페이지의 자동 꺼짐 을 참조하십시오.
프린터 오류 해결
●

프린터를 껐다가 다시 켜십시오. 그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HP에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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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판 오류 코드
프린터 디스플레이 상의 복사 매수 아이콘에 문자 E와 숫자가 교대로 표시되면 프린터가 오류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문자 E와 숫자는 오류 코드로서 작동합니다. 예를 들어 복사 매수 아이콘에 문
자 E와 숫자 4가 교대로 나타나면 용지 걸림이 발생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오류 코드와 그에 해당하는 해결책을 식별하려면 7페이지의 제어판 표시등 및 디스플레이 아이콘 상태
에서 복사 매수 아이콘에 관한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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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 지원 센터
최신 제품 업데이트 및 지원 정보는 HP DeskJet 4720 series 지원 웹사이트 www.hp.com/support를 참조하
십시오. HP 온라인 지원은 프린터 지원을 위한 다양한 옵션을 제공합니다.
드라이버 & 다운로드: 프린터와 함께 제공되는 제품 사용설명서 및 문서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드라이
버 및 업데이트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HP 지원 포럼: 일반적인 질문이나 문제에 대한 답변은 HP 지원 포럼을 참조합니다. 다른 HP 고객이 게시한
질문을 볼 수 있고 로그인하여 질문 및 코멘트를 게시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 해결: HP 온라인 도구를 이용해 프린터 문제를 감지하고 추천 해결책을 찾아봅니다.

HP에 문의
문제 해결을 위해 HP 기술 지원 대표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문의 지원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다음 문
의 옵션은 보증 기간 내인 고객의 경우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보증 기간이 지난 고객의 경우 HP 대
리점을 통해 지원되며 이 경우 비용이 부과될 수 있음).
HP 지원 담당자와 온라인으로 채팅하기

HP 고객지원 센터에 전화하십시오.

고객지원 센터에 전화를 할 때에는 다음의 정보를 준비해 주십시오.
●

제품 이름(HP DeskJet Ink Advantage Ultra 4729와 같이 프린터에 표시)

●

제품 번호(앞쪽 도어 내부에 위치)

●

일련 번호(프린터 뒷면 또는 맨 아래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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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린터 등록
잠깐 시간을 내어 제품을 등록하시면 보다 빠르고 효율적인 지원과 제품 지원 알림 서비스를 받을 수 있
습니다. 소프트웨어 설치 중 제품을 등록하지 않았다면 지금 바로 http://www.register.hp.com에서 등록
할 수 있습니다.

추가 보증 옵션
추가 비용을 지불하면 HP DeskJet 4720 series와 관련된 더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www.hp.com/support 로 이동하여 국가/지역 및 언어를 선택한 다음 프린터에 사용할 수 있는 확장 보증
옵션을 찾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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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기술 정보

이 단원에서는 HP DeskJet 4720 series에 대한 기술 사양 및 국제 규정 정보에 대해 알아봅니다.
추가 사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P DeskJet 4720 series와 함께 제공된 인쇄된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이 단원에서는 다음 항목을 다룹니다.

KOWW

●

HP 고지 사항

●

사양

●

환경 제품 의무 프로그램

●

규정 통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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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 고지 사항
본 문서에 포함된 내용은 사전 통보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All rights reserved. 저작권법으로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HP의 사전 서면 허가 없이 본 문서를 재생
산, 개조 또는 번역할 수 없습니다. HP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유일한 보증은 해당 제품 및 서비스와 함께
동봉된 보증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안내서의 어떤 내용도 추가 보증 제정으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HP는 본 안내서에 포함된 기술적 또는 편집상 오류나 누락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Copyright 2018 HP Development Company, L.P.
Microsoft and Windows are either registered trademarks or trademarks of Microsoft Corporation in the United
States and/or other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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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양
본 단원에는 HP DeskJet 4720 series의 기술적 사양을 제공합니다. 보다 자세한 제품 사양은
www.hp.com/support 에서 제품 데이터 시트를 참조하십시오.
시스템 요구사항
●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 요구사항 또는 향후 운영 체제 릴리스와 지원에 관한 정보는 www.hp.com/
support 에 있는 HP 온라인 지원 웹 사이트를 방문하여 확인하십시오.

●

작동 온도 권장 범위: 15ºC ~ 30ºC

●

작동 온도 허용 범위: 5ºC ~ 40ºC

●

습도: 15% ~ 80% RH 비응결; 28ºC 최대 이슬점

●

비작동(보관) 온도 범위: –40ºC ~ 60ºC

●

높은 전자기장이 존재하는 곳에서는 HP DeskJet 4720 series의 출력물이 약간 왜곡될 수 있습니다

●

HP는 자기장으로 인한 소음을 줄이기 위해서 길이 3 m 미만의 USB 케이블을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
다

환경 사양

입력 용지함 용량
●

일반 용지 시트(80g/m2): 최대 60매

●

봉투: 최대 5매

●

색인 카드: 최대 20매

●

인화지: 최대 20매

출력 용지함 용량
●

일반 용지 시트(80g/m2): 최대 25매

●

봉투: 최대 5매

●

색인 카드: 최대 10매

●

인화지: 최대 10매

●

지원되는 용지 크기의 전체 목록을 보려면 프린터 소프트웨어를 참조하십시오.

●

일반 용지: 64 ~ 90g/m²

●

봉투: 75 ~ 90g/m²

●

카드: 최대 200g/m²(50kg 색인 최대)

●

인화지: 최대 280g/m²(34kg)

용지 크기

용지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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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 사양
●

인쇄 속도는 문서의 복잡한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

방식: 잉크 방울 가열식 잉크젯

●

언어: PCL3 GUI

●

디지털 이미지 처리

●

복사 속도는 모델 및 문서의 복잡한 정도에 따라 다름

●

해상도: 최대 1200 x 1200 ppi(광학 모드)

복사 사양

스캔 사양

ppi 해상도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스캐너 소프트웨어를 참조하십시오.
●

컬러: 24비트 컬러, 8비트 그레이스케일(회색 256 레벨)

●

유리에서의 최대 스캔 크기: 21.6 x 29.7cm

카트리지 출력량
●

예상 카트리지 출력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www.hp.com/go/learnaboutsupplies를 참조하십시오.

오디오 자료
●

인터넷 연결이 가능한 경우, HP website에서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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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제품 의무 프로그램
HP는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환경에 안전한 방식으로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재활
용을 고려하여 설계되었습니다. 최소한의 자재로 확실한 기능과 안정성을 보장합니다. 다른 종류의 자
료를 쉽게 구분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체결 및 다른 연결은 일반적인 도구를 이용하여 위치, 액세스, 제
거하기 쉽습니다. 우선 순위가 높은 주요 부품은 효율적인 해체와 수리를 위해 빠르게 액세스하도록 설
계되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HP의 환경 보존 공약 웹 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www.hp.com/hpinfo/globalcitizenship/environment
●

에코 팁

●

유럽 연합 위원회 규정 1275/2008

●

용지 사용

●

플라스틱

●

물질안전보건자료

●

재활용 프로그램

●

HP 잉크젯 소모품 재활용 프로그램

●

전력 소비

●

사용자에 의한 폐장비 폐기

●

화학 물질

●

제한된 물질 표시의 현재 상태 선언(대만)

●

위험 물질/요소 및 내용에 관한 테이블(중국)

●

유해 물질 제한(우크라이나)

●

유해 물질 제한(인도)

●

EPEAT

●

중국 SEPA 에코 라벨 사용자 정보

●

프린터, 팩스, 복사기용 중국 에너지 라벨

에코 팁
HP는 고객들이 자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HP 환경 이니셔티브에 관한 자세
한 내용은 HP 환경 프로그램 및 이니셔티브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www.hp.com/hpinfo/globalcitizenship/environment/

유럽 연합 위원회 규정 1275/2008
유선 네트워크 포트가 모두 연결되어 있고 무선 네트워크 포트가 모두 활성화된 경우 네트워크 대기 중
인 제품의 전력 소모를 포함하여 제품 전력에 대한 정보는 www.hp.com/hpinfo/globalcitizenship/
environment/productdata/itecodesktop-pc.html 에서 IT 에코표시(IT ECO Declaration)의 섹션 P14 '추가 정
보'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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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지 사용
이 제품은 DIN 19309 및 EN 12281:2002에 따라 재활용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되었습니다.

플라스틱
제품 수명이 끝날 때 재활용할 수 있는 플라스틱을 쉽게 식별하기 위한 국제 표준에 따라 25그램 이상의
플라스틱 부품은 별도로 표시됩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는 다음 HP 웹 사이트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www.hp.com/go/msds

재활용 프로그램
HP는 여러 국가/지역에서 많은 제품 반환 및 재활용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세계 각처의 대규모 전자 제
품 재활용 센터와 협력합니다. HP는 인기 있는 제품 중 일부를 다시 판매함으로써 자원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HP 제품 재활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웹 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www.hp.com/hpinfo/globalcitizenship/environment/recycle/

HP 잉크젯 소모품 재활용 프로그램
HP는 환경 보호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HP 잉크젯 소모품 재활용 프로그램은 많은 국가/지역에서 시행되
고 있으며, 중고 잉크 카트리지와 잉크 카트리지를 무료로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웹
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www.hp.com/hpinfo/globalcitizenship/environment/recycle/

전력 소비
ENERGY STAR® 로고가 표시된 HP 인쇄 및 이미징 장비는 미국 환경 보호국(EPA)의 인증을 받았습니다.
ENERGY STAR 인증을 받은 이미징 장비에는 다음과 같은 마크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더 많은 ENERGY STAR 인증 이미징 제품 모델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www.hp.com/go/energy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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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에 의한 폐장비 폐기
이 기호는 제품을 다른 가정용 폐기물과 함께 폐기하지 말 것을 의미합니다. 대신 전기
및 전자 제품을 재활용하기 위해 제품을 수거하는 지정된 업체에 폐장비 처리를 맡겨 환
경 및 인체 건강을 보호해야 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가정용 폐기물 처리 서비스에 문의하
거나 http://www.hp.com/recycle로 이동하십시오.

화학 물질
HP는 REACH와 같은 법률 요건을 준수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HP 제품의 화학 물질에 대한 정보를 고객에
게 충실히 제공하고 있습니다(유럽 의회 및 위원회의 EC 규정 No 1907/2006). 이 제품에 대한 화학 물질
정보를 기록한 보고서는 다음 URL에서 볼 수 있습니다. www.hp.com/go/re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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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된 물질 표시의 현재 상태 선언(대만)
限用物質含有情況標示聲明書
Declaration of the Presence Condition of the Restricted Substances Marking
限用物質及其化學符號
Restricted substances and its chemical symbols
單元 Unit

鉛

汞

鎘

六價鉻

多溴聯苯

多溴二苯醚

Lead

Mercury

Cadmium

(Pb)

(Hg)

(Cd)

Hexavalent
chromium

Polybrominated
biphenyls

(Cr+6)

(PBB)

Polybrominate
d diphenyl
ethers
(PBDE)

0

0

0

0

0

0

電線 (Cables)

0

0

0

0

0

0

印刷電路板

－

0

0

0

0

0

列印引擎(Print Engine)

－

0

0

0

0

0

列印機組件 (Print Assembly)

－

0

0

0

0

0

噴墨印表機墨水匣 (Print
Supplies)

0

0

0

0

0

0

列印機配件 (Print Accessory)

－

0

0

0

0

0

外殼和紙匣
(External Casings and Trays)

(Printed Circuit Boards)

備考 1.〝超出 0.1 wt %〞及〝超出 0.01 wt %〞係指限用物質之百分比含量超出百分比含量基準值。
Note 1: “Exceeding 0.1 wt %” and “exceeding 0.01 wt %” indicate that the percentage content of the restricted substance exceeds the
reference percentage value of presence condition.
備考 2.〝0〞係指該項限用物質之百分比含量未超出百分比含量基準值。
Note 2: “0” indicates that the percentage content of the restricted substance does not exceed the percentage of reference value of
presence.
備考 3.〝－〞係指該項限用物質為排除項目。
Note 3: The “−” indicates that the restricted substance corresponds to the exemption.

若要存取產品的最新使用指南或手冊，請前往 www.support.hp.com。選取搜尋您的產品，然後依照 畫
面上的指示繼續執行。
To access the latest user guides or manuals for your product, go to www.support.hp.com. Select Find your
product, and then follow the onscreen instru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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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물질/요소 및 내용에 관한 테이블(중국)

유해 물질 제한(우크라이나)

유해 물질 제한(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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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EAT

중국 SEPA 에코 라벨 사용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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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린터, 팩스, 복사기용 중국 에너지 라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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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통지 사항
HP DeskJet 4720 series은 해당 국가/지역의 관리 기관 제품 요구 사항을 충족시킵니다.
이 단원에서는 다음 항목을 다룹니다.
●

규정 모델 식별 번호

●

FCC 규정

●

한국 사용자에 대한 고지 사항

●

일본 사용자를 위한 VCCI(Class B) 호환 규정

●

일본 사용자에게 전원 코드에 대한 고지 사항

●

급배수 소음 진술서(독일)

●

시각적 디스플레이 작업 공간 진술문(독일)

●

유럽 연합 규정 고지 사항

●

적합성 선언

●

무선 지침 규정

규정 모델 식별 번호
규정 식별을 위해 제품에 규정 모델 번호가 할당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의 규정 모델 번호는
SNPRH-1501입니다. 이 규정 번호를 마케팅 이름(HP DeskJet Advantage Ultra 4729 All-in-One 프린터 등)
또는 제품 번호(F5S65A, F5S66A 등)와 혼동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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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C 규정

한국 사용자에 대한 고지 사항

일본 사용자를 위한 VCCI(Class B) 호환 규정

일본 사용자에게 전원 코드에 대한 고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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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배수 소음 진술서(독일)

시각적 디스플레이 작업 공간 진술문(독일)

유럽 연합 규정 고지 사항

CE 마크가 있는 제품은 다음과 같은 해당 EU 지침을 하나 이상 준수합니다. 저전압 지침 2006/95/EC, EMC
지침 2004/108/EC, Ecodesign 지침 2009/125/EC, R&TTE 지침 1999/5/EC, RoHS 지침 2011/65/EU. 이러한
지침에 대한 준수 여부는 적용 가능한 유럽 화합 표준을 통해 평가됩니다. 완전한 적합성 선언은 웹 사이
트 www.hp.com/go/certificates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규정 레이블에서 찾을 수 있는 RMN(규정 모델
번호) 또는 제품 모델 이름을 통해 검색하십시오.)
규정 관련 문제 문의처:
HP Deutschland GmbH, HQ-TRE, Schickardstrasse 32, 71034 Boeblingen, Germany

무선 기능을 갖춘 제품
EMF
●

이 제품은 고주파 방사에 대한 노출을 위해 국제 지침(ICNIRP)을 충족합니다.
정상적인 사용 시 무선 송신 및 수신 장치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 20cm의 이격 거리는 무선 주파수
노출 레벨이 EU 요구 사항을 준수하도록 보장합니다.

유럽의 무선 기능
●

이 제품은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및 스위스를 포함한 모든 EU 국가에서 제한 없이 사
용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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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성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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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 지침 규정
이 단원에는 무선 제품과 관련된 다음의 규제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

전자파 노출

●

브라질 사용자에 대한 고지 사항

●

캐나다 사용자에 대한 고지 사항

●

멕시코 사용자에 대한 고지 사항

●

대만 사용자에 대한 고지 사항

●

일본 사용자에 대한 고지사항

●

한국 사용자에 대한 고지 사항

전자파 노출

브라질 사용자에 대한 고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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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사용자에 대한 고지 사항

멕시코 사용자에 대한 고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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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사용자에 대한 고지 사항

일본 사용자에 대한 고지사항

한국 사용자에 대한 고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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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페이지를 들어 올림 86
용지 공급 문제 86
용지함에서 용지가 들리지 않
음 86
인쇄 102
전원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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ㅂ
버튼, 제어판 5
보기
네트워크 설정 75
보증 105
복사
세부 내용 110
비뚤어짐, 문제 해결
인쇄 86
ㅅ
사양
시스템 요구사항 109
상태 아이콘 6
소프트웨어
웹스캔 55
스캔
스캔 사양 110
웹스캔에서 55
시스템 요구사항 109
ㅇ
여러 페이지 공급, 문제 해결 86
용지
HP, 주문 22
걸림 제거 82
공급 문제 해결 86
비뚤어진 페이지 86
용지 공급 문제, 문제 해결 86
용지함
공급 문제 해결 86
용지 걸림 제거 82
웹스캔 55
인쇄
문제 해결 102
사양 110

ㅈ
재활용
잉크 카트리지 112
전원
문제 해결 102
제어판
기능 5
버튼 5
상태 아이콘 6
지원되는 운영 체제 109
ㅋ
캐리지
캐리지 걸림 제거

85

ㅍ
프린터 소프트웨어(Windows)
열기 24
ㅎ
환경
환경 사양 109
환경 제품 의무 프로그램

111

색인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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