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도깨비5.1

사용설명서

(주)한도컴퓨터

한글도깨비란 무엇인가

한글도깨비란 무엇인가
한글도깨비는 IBM PC호환기종 컴퓨터에 한글을 지원하는 소프트웨어 입니
다.
한글도깨비는 하나워드프로세서나 보석글 등 자체적으로 한글을 가지고 있
지 않은 한글 프로그램에 한글을 지원하여 그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도
록 해줍니다.
또한 영어만 입력할 수 있었던 로터스 123과 디베이스, 베이직 등 영문 프
로그램에서도 한글을 사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한글도깨비는 이렇게 컴퓨터에서 각종 도스용 응용프로그램에 한글을 지원
하는 역할 이외에도 4,888자의 한자를 제공하고 선문자를 포함한 특수문자
도 제공합니다.
한글도깨비의 또다른 중요한 특징은 인쇄에 관한 해결책을 준다는 것입니
다. 한글도깨비는 국내에서 시판되는 각종 프린터는 물론 한글 모듈이 들
어있지 않은 영문전용 프린터도 상당수 지원 합니다.
구형 제품인 9핀 프린터, 조합형 또는 완성형만 지원되는 24핀 프린터, 외
국산 24핀 프린터, 최근 인기리에 판매되는 잉크젯, 버블젯 프린터와 레이
저 프린터까지 어떤 프린터에서도 원하는 내용을 인쇄 할 수 있도록 지원
하고 있습니다.
한글도깨비는 이와 같이 많은 기능을 지원하기 때문에 컴퓨터에 초보인 사
용자에게는 다소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용설
명서에는 한글도깨비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사항들이 모두 들어 있으므로
차근차근 읽어나가면서 예문대로 실행해 보면 쉽게 한글 도깨비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바로 이어지는 '한글도깨비 간단한 사용법'과 '제 1장', '제 2장'은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한글도깨비 간단한 사용법

한글도깨비 간단한 사용법.
1.카드의 설치
· 전원을 끄거나 전원 플러그를 뽑습니다.
· 컴퓨터 본체외 뚜껑을 엽니다.
· 한글도깨비 카드를 설치 합니다.
(카드의 방향은 다른 카드들과 일치하도록 잘 맞추어 설치하여야 합니다.
만약 방향을 바꾸어 설치하면 카드가 손상을 입게되고 사용자의 부주의(실
수)로 인정됩니다.)

2. 프로그램의 설치
· 전원을 켭니다.
· 한글도깨비 1번 디스켓을 A: 드라이브에 넣습니다.
· 도스 프롬프트에 아래와 같이 입력합니다.
C:₩> A :
A:₩> install

화면에 표시되는 프로그램 가운데 필요한 프로그램을 선별하여 선택한 다
음 마지막으로 "설치시작"을 선택 합니다.

3. 한글도깨비의 실행
일반형

한글도깨비

S/W버전

VGA

VDKB5, VDKB24

VDKB5N

EGA

EDKB5

EDKB5N

허큘리스

MDKB5

MDKB5N

제 1 장 시작하기에 앞서

제 1 장 시작하기에 앞서
1. 제품의 구성
한글도깨비5.1 카드
디스크
사용설명서
사용자 등록카드

1개
3장(5.25인치 2HD)
1권
1장(사용설명서에 포함)

2. 사용환경
컴퓨터
그래픽 카드
기억용량
디스크 드라이브
하드디스크
운영체제

IBM PC 호환기종(XT,286,386,486)
VGA(램 512KB 이상), EGA, 허큘리스
640KB 이상
1.2MB 플로피 디스크 드라이브 1대 이상
최소 8Mbyte이상
도스 3.3 이상

3. 24X24 화면글꼴 사용환경
기종 : AT 이상
비디오 카드 : Super VGA
모니터 : 멀티스캔 모니터 이상
사용 메모리 : 기본 메모리 - 45KB
확장 메모리(XMS) - 700KB
(한글/영문만 쓰면 290KB)
참고
한글도깨비4 카드를 쓰는 경우는 화면용 24X24 글씨꼴을 카드에서 읽을 수 없으므로 글씨
꼴을 메모리에 올려야 하는데 그럴 경우 약 1MB의 XMS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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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러두기
4-1. 자판 글쇠
< >괄호안에 표시된 것은 자판 글쇠를 나타냅니다. <Shift>와 <Space>는
각각 시프트 글쇠와 스페이스 바를 나타냅니다. 또, <Shift+Space>는 시
프트 글쇠를 누른 채로 스페이스 바를 누르는 것을 나타냅니다.
4-2. 한글도깨비 카드 구 버전 사용자
한글도깨비5는 한글도깨비4 사용자가 카드를 업그레이드 하지 않고도 프로
그램만 업그레이드하여 한글도깨비5를 쓸 수 있도록 하였고 한글도깨비3의
사용자는 카드와 프로그램 모두를 업그레이드 하여야 합니다.
4-3. README.DOC 화일
README.DOC 화일에는 사용설명서가 만들어진 다음에 바뀐 내용이 들어 있
습니다. 그러므로 달라진 내용이 무엇인지 README.DOC 화일을 반드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5. 한글도깨비 소프트웨어 버전
5-1. 소프트웨어 버전의 사용환경
컴퓨터
IBM PC 호환기종(286,386,486)
그래픽 카드
VGA,허큘리스,EGA
기억용량
일반메모리 256KB 이상,확장메모리 256KB 이상
디스크 드라이브 1.44MB 플로피 디스크 드라이브 1대 이상
운영체제
도스 3.3 이상
하이메모리 관리 HIMEM.SYS(도스 5.0에 포함된)
5-2.

소프트웨어 버전의 사용설명

본 사용설명서는 데스크 탑 PC용 한글도깨비를 기준으로 설명되어 있습니
다. 그러나 한글도깨비의 기능중 대부분은 데스크 탑 PC용과 소프드웨어
버전 사이에 차이가 없으며 소프트웨어 버전에서 특별하거나 데스크 탑 PC
용과 다른 경우는 설명 도중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사용 설명서의 내용이 소프트웨어 버전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입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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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설치와 실행
1. 카드설치
우선 컴퓨터의 전원을 끄고 본체의 뚜껑을 해체합니다.
한글도깨비5.1은 8비트 카드이므로 다른 인터페이스 카드와 방향을 맞추어
아무 슬롯이나 빈 자리에 꽂으면 됩니다.
가이드방향 --> 컴퓨터 본체의 뒷면

주의: 카드의 방향을 잘 맞추어 뒤집어 꽂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소프트웨어 버전은 한글도깨비5 카드를 꽂지 않습니다.)
2. 프로그램 설치
도깨비 프로그램 디스켓중 설치 디스켓을 A: 드라이브에 넣고 다음과 같이
입력하면 한글도깨비5.1 프로그램이 설치됩니다.
C:₩>a:
A:₩>install

모든 설정상태를 한글도깨비의 기본적인 상태로 맞추어 주기 때문에 한글
도깨비의 설치를 빠르고 쉽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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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후 디렉토리 상태
C:

(설치 디렉토리가 'C:₩dkb51>'일 경우)

DKB51

PRT09
PRT24
PRT40
PRT48
PRTBJ
ACAD

3. 한글도깨비5 실행
한글도깨비5.1을 실행하려면 화면장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행하면 됩니
다.
VGA
허큘리스
EGA
24X24 글꼴
소프트웨어 버전

C:
C:
C:
C:
C:

DKB51>
DKB51>
DKB51>
DKB51>
DKB51>

VDKB5
MDKB5
EDKB5
VDKB24
VDKB5

한글도깨비5가 실행되면 도깨비의 버전과 한글도깨비가 실행되었음을 알리
는 문구가 나옵니다. 만일 그렇지 않을 때는 제 9장 한글도깨비5 오류문
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1.

CONFIG.SYS에서 한글도깨비의 실행

한글도깨비5를 CONFIG.SYS에서 디바이스 드라이버로 실행하려면
CONFIG.SYS 화일안에 다음과 같은 문장을 추가하면 됩니다.
VGA일 때
허큘리스일 때
EGA일 때
노트북일 때
24X24 화면글꼴

DEVICE=C:
DEVICE=C:
DEVICE=C:
DEVICE=C:
DEVICE=C:

DKB51
DKB51
DKB51
DKB51
DKB51

VDKB5.EXE
MDKB5.EXE
EDKB5.EXE
NDKB5.EXE
VD24.EX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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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도깨비5를 CONFIG.SYS에서 실행하면 한글도스를 사용할 경우 부팅되면
서 나오는 메세지를 한글로 읽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디바이스 드라이버로 실행한 것은 해제할 수 없기 때문에 메모리에
서 제거되지 않습니다.
3-2. 상위 메모리에서 한글도깨비의 실행
한글도깨비5를 상위 메모리에 실행하려면 램상주 방식일 경우 LOADHIGH(또
는 LH) 명령을 쓰면 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C:₩DKB51>LH VDKB5
CONFIG.SYS 화일에서 상위 메모리에 실행하려면 DEVICE 대신 DEVICEHI 명
령을 쓰면 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DEVICEHI C:₩DKB51₩VDKB5.EXE
3-3. 한글도깨비의 램 상주 해제
방법1

실행명령에 /U 옵션을 붙여서 실행합니다.
예) VDKB51/U
방법2 한글도깨비5 메뉴가 화면에 나온 상태에서 <Del> 글쇠를 누릅니다.
3-4. 램 상주 해제가 되지 않는 경우
1. 한글도깨비가 실행된 이후 다른 램 상주 프로그램이 띄워져 있을 때
2. 한글도깨비가 실행되기 이전 또는 이후에 도깨비의 램 상주 해제를 방
해하는 다른 램 상주 프로그램이 실행돼 있을 때
3. 한글도깨비를 CONFIG.SYS에서 실행했을 때
4.
화면 24*24 글꼴의 실행

4.
4-1.

화면 24*24 글꼴의 실행
24*24 글꼴의 실행 명령
C:₩DKB51>VKDB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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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모니터와 그래픽카드
화면 24*24 글꼴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모니터와 그래픽카드의 상태를 체크
하여야 합니다.
4-3.

SETVGA.EXE 화일의 기능

도깨비24 화면 맞추기(SETVGA)는
24*24 글꼴 화면 한글도깨비를 (VDKB24) 쓸 때 필요한 프로그램입니다. 도
깨비24에서는 24*24 글꼴을 화면에 나타내기 위해 화면 해상도를 960*600
으로 맞추게 됩니다. 그러나 이때 VGA 카드나 모니터 종류에 따라서 화면
이 떨리거나 한쪽으로 쏠리는 문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도깨비24 화면
맞추기는 이런 문제를 바로 잡습니다.
SETVGA를 실행하기에 앞서
VDKB24.EXE가 같은 경로에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VDKB24가 같은 경로에
없으면 SETVGA로 화면을 조절해도 도깨비24 화면을 바꿀 수 없습니다.
SETVGA를 실행하면
먼저 컴퓨터에 장착된 비디오 카드가 무엇인지 검사합니다. 만일 VGA 카드
가 아니면 바로 실행을 끝냅니다. 왜냐하면 24*24 한글은 Super VGA이상에
서만 실행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Super VGA라 하더라도 24*24 한글을 쓸
수 없는 카드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가지고 있는 것이 Super VGA인
데도 SETVGA가 인식하지 못한다면 본사로 연락해 주십시오. 현재 24*24
한글이 지원하는 VGA 칩셋은 다음과 같습니다.
-

Tseng Labs ET-3000
Tseng Labs ET-4000/ax
Tseng Labs ET-4000/w32
Trident 8900B
Trident 8900C
Trident 8900CL

-

Trident 9200CXr
ATI 28800
ATI 68800 Mach32
Cirrus Logic CL-GD5426
Western Digital WD90C31
OAK OTI 087
Chips & Tech 65520, 65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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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를 고르려면
비디오 카드 검사가 끝나면 프로그램에 대한 짧은 설명 화면이 나오고 바
로 모니터 종류를 고르는 화면이 나옵니다. 나열된 모니터 중에 가지고
있는 모니터가 없으면 위에 있는 4가지 멀티스캔 모니터를 하나씩 골라 보
면 됩니다.
모니터를 고르면 960*600 해상도로 화면이 바뀌며 여기서 화면이 한가운데
오도록 조정하면 됩니다. 화면이 나오면 방향키나 Ctrl와 방향키를 함께
눌러 조절하면 됩니다.
이때 화면에 아무 것도 나오지 않거나 화면이 심하게 일그러지면 바로
Esc 글쇠를누르십시오. 화면이 지나치게 일그러진 상태로 오래 방치하면
모니터가 상할 수 도 있습니다. Esc 글쇠를 누르면 다시 모니터 선택 화
면으로 빠져 나오는데다른 모니터를 골라 다시 시도해 보십시오.
화면이 제대로 나오면
Enter를 누르십시오. VDKB24.EXE가 SETVGA.EXE와 같은 경로에 있다면 새
화면으로 바꾸기 위한 정보가 VDKB24.EXE 화일에 바로 저장됩니다.
VDKB24.EXE를 이미 실행하고 있을 때 새로 정한대로 화면이 나오게 하려면
먼저 메모리에서 해제하고 다시 실행해야 합니다.
화면이 제대로 나오지 않으면
모니터 선택 과정을 되풀이하십시오. 그러나 계속해서 화면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모니터가 24*24 한글을 쓰기에 알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도깨비24는 비디오 카드와 모니터 특성을 많이 탑니다. 이는 24*24 한글을
나타내는데 가장 이상적인 960*600 해상도가 표준 해상도가 아니기 때문입
니다.따라서 시스템에 따라 도깨비24가 지원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SETVGA를 실행해 보면 가지고 있는 컴퓨터에서 도깨비24가 제대로 돌아갈
지 알 수 있습니다. SETVGA가 아무 무리없이 잘 작동한다면 도깨비24를 쓸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SETVGA는 도깨비 카드와 상관없이 작동하므로 도
깨비 카드가없더라도 돌려 볼 수 있습니다. SETVGA가 작동되지 않거나 모
든 모니터를 모두 골라 봐도 화면이 제대로 뜨지 않는다면 본사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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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글도깨비5.1 메뉴
<왼쪽Ctrl+Space>를 누르
면 모니터의 좌측상단에
한글도깨비의 메뉴가 표
시 됩니다.

메뉴에서는 화면 출력 모드와 한글/영문 글꼴, 자판을 간단히 방향키만 눌
러서 바꿀수 있습니다. 메뉴화면의 하단에 있는 딥스위치의 모양은 메뉴보
조스위치 입니다. 메뉴보조스위치는 화면과 인쇄에 관한 미세한 조정을 하
는 역할을 합니다.
1-1.

메뉴 보조 스위치

스위치

기

능

ON

중립

OFF

1 번

한글 속성값 발생

발생함

-

발생 안함

2 번

한글 모드 자동인식,변환

자동 변환함

-

수동 변환함

3 번

인쇄기 한글 코드

KS 조합형

무변환

KS 완성형

4 번

입력 인쇄 제어 코드

KSSM

무변환

KS

5 번

1 바이트 완성형 선문자

선문자 살림

-

특수문자 사용

6 번

한글 빨래꼴 선택

빨래꼴

-

네모꼴

7 번

선문자 보호 수준

1단계

2단계

3단계

8 번

한자/선문자 선택 사용

한자 사용

-

선문자 사용

9 번

스크롤 선택

타이머 스크롤

-

소프트 스크롤

확장 속성 선택

확장 속성

-

보통 속성

10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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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메뉴 보조 스위치의 켜짐과 꺼짐
ON

VGA

OFF

중립

빨강

파랑

중간

허큘리스

흰색이 윗쪽

흰색이 아래쪽

중간

영문 TEXT

세모

거꾸로된 세모

네모

메뉴 보조 스위치는 VGA에서는 위쪽이 빨강이면 ON이고 아래쪽이 파랑이면
OFF입니다. 허큘리스에서는 흰색 단추가 위에 있으면 ON이고 흰색 단추가
아래에 있으면 OFF입니다. 그리고 영문 텍스트 상태에서는 ON이면 보통
세모꼴로, OFF면 거꾸로 된 세모꼴로 나옵니다.
도깨비5에서 메뉴 보조 스위치의 중립상태는 3번, 4번, 7번에만 있습니다.
중립상태에서는 VGA의 경우 스위치의 중간 부위에 빨강과 파랑이 반씩 보
이며 허큘리스에서는 흰색 단추가 중간위치에 있게 됩니다. 영문 상태에
서의 중립 표시는 사각형입니다.
1-1-2.

메뉴 보조 스위치 상태 바꾸는 방법

메뉴 보조 스위치는 메뉴가 호출된 상태에서 왼쪽부터 차례대로 기능 글쇠
<F1>에서 <F10>까지의 글쇠로 조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첫번째 메
뉴 보조 스위치의 상태를 바꾸려면 메뉴가 화면에 나와 있는 상태에서
<F1> 글쇠를 누르면 됩니다.
메뉴가 화면에 나와있는 상태에서 기능글쇠를 눌러 메뉴보조스위치의 상태
를 바꾸면 메뉴의 우측 하단에 바뀐 상태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3번 4번

그림
프린트에있는
한글처리 기능
으로 인쇄할때
의 메뉴보조 스
위치 상태

조합형

on on

또는

중립

조합형

off on

완성형

on off
off off

완성형
또는

중립

*메뉴보조 스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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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한글도깨비 그
래픽 인쇄기능
으로 인쇄할때
의 메뉴보조 스
위치 상태

조합형

완성형

1-2.

on on

off

한글도깨비
그래픽인쇄
프로그램

KSSM조합형
영문상태

메뉴보조스위치의 기능

1-2-1. 메뉴보조스위치 1번 : 한글 속성값 발생
이 스위치는 자판에서 한글 속성값을 발생시킬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스위치 입니다. ON으로 하면 KS 5842에서 규정한 한글 바이오스 방식대로
속성값이 발생되며 OFF로 하면 속성값이 0으로 발생됩니다.
하나워드프로세서나 한글 로터스, 한글디베이스 등과 같이 한글 바이오스
를 요구하는 프로그램에서는 이 스위치를 ON으로 해야 합니다. 반대로 한
글 바이오스를 요구하지 않는 영문 프로그램에서는 대개의 경우 이 스위치
를 OFF로 해야 한글이 정상적으로 입력 됩니다.
1-2-2.

메뉴보조스위치 2번 : 한글 모드 자동인식

현재 화면에서 사용되는 한글 코드를 인식하여 그에 맞도록 현재의 화면
상태를 자동으로 바꾸어 주는 스위치 입니다.
이 스위치를 ON으로 하면 한글모드 자동인식 기능이 작동되며 OFF로 하면
한글모드 자동인식 기능이 없어집니다. 이때는 한글 코드를 사용자가 직접
메뉴상에서 맞춰 주어야 합니다.
현재 화면에 사용된 한글코드가 두 가지 이상일 때는 더 많이 사용된 한글
코드로 바뀌어 집니다. 한글코드가 두 가지 이상 섞여 있거나 편집작업중
2바이트 글자의 1바이트만을 지우면 화면 한글코드가 자꾸 바뀌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응용 프로그램이 실행된 상태에서는 메뉴보조스위치
2번을 OFF로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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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메뉴보조스위치 3번 : 인쇄기 한글코드

이 스위치는 인쇄할 한글코드를 지정하는 스위치 이며 다른 스위치와는 달
리 특별히 3단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사용 방법은 입력되는 화면 한글
코드에 관계없이 출력될 프린터의 한글코드만 지정하면 됩니다. 즉, 완성
형 프린터일 때는 이 스위치를 OFF로 해야하고 조합형 프린터일 때는 ON으
로 해야 합니다.
입력되는 한글코드와 츨력으로 지정된 한글코드(3번 스위치에 위해 지정)
가 다를 때는 도깨비 프로그램에서 3번 스위치에 지정된 한글코드로 변환
하여 인쇄기로 보내주게 됩니다.
ON은 KSSM 조합형을 지정하고 OFF는 KS 완성형을 지정합니다. 스위치를 중
간 위치에 놓게 되면 출력 한글코드가 아무런 변환없이 인쇄기로 보내짐은
물론 4번 스위치도 비활성화 되어 응용 프로그램등에서 발생된 모든 인쇄
코드가 그대로 인쇄기로 보내집니다.
한글도깨비의 그래픽 인쇄기능을 이용할 때는 3번 스위치를 항상 ON으로
두어야 합니다.
1-2-4.

메뉴보조스위치 4번 : 입력 인쇄제어 코드

인쇄제어코드는 인쇄할 프로그램에서 발생되어 도깨비를 거쳐 프린터로 가
게되는데 4번 메뉴보조스위치에서는 프로그램에서 발생된 인쇄제어 코드가
어떤 것인지 지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인쇄제어 코드는 오깨비에서
3번 메뉴보조스위치에 지정딘 코드로 변환되어 프린터로 보내집니다.
ON은 KSSM 제어코드를 지정하며 OFF는 KS제어코드를 지정합니다. 중립상태
는 3번 메뉴보조스위치에서 지정한 것과 같은 코드로 처리됩니다.
응용 프로그램에서 인쇄기를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응용 프로그램에서 지
정된것과 4번 메뉴보조스위치가 같게 지정되면 대체로 바르게 설정된 것입
니다.
메뉴 보조스위치 4번은 3번 스위치에 의존적 입니다. 즉, 3번 스위치가 ON
이나 OFF로 선택되어 있을 때는 4번 스위치가 기능을 발휘하지만 3번 스위
치가 중립으로 놓여 있을 때는 4번 스위치가 아무런 효력이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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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메뉴보조스위치 5번 : 화면 영문코드
KS5842에서는 코드값 0에서 20h 사이에 1바이트 선문자를 정의하고 있습니
다. 메뉴 보조스위치 5번은 이를 지원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 영문 방식대
로 도형을 사용할 것인지 결정합니다.
이 스위치를 ON으로 하면 한글 프로그램(완성형)에서 사용하는 1바이트 선
문자가 다른 모양으로 나오는 것을 막아주므로 KS환성형을 쓸때도 최대한
선문자를 살려 줄 수 있습니다.
1-2-6. 메뉴보조스위치 6번 : 한글 빨래꼴 사용
한글 모양을 네모꼴로 할 것인지 빨래꼴로 할 것인지 결정하는 스위치 입
니다. ON으로 하면 한글이 빨래꼴로 표현되며 OFF로 하면 네모꼴로 나옵니
다. 보통 쓰는 모양을 네모꼴입니다.
1-2-7. 메뉴보조스위치 7번 : 그래픽 문자 사용
이 스위치는 3단으로 되어 있어 ON일 때는 보호수준 2, 중립일 때는 보호
수준 1, OFF일때는 한글처리가 적용됩니다.
보호수준 2는 영문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선 무늬가 KS완성형에서도 대부
분 제대로 나올 만큼 선문자 보호가 많이 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한
글 사용에 제한이 있게 됩니다.
보호수준 1은 선문자를 어느 정도 살려주면서 대부분의 한글도 입력할 수
있는 중간정도의 선문자 보호기능 입니다.
이 스위치를 OFF로 하면 선문자 보호는 하지않고 한글로만 처리하게 됩니
다.
1-2-8. 메뉴보조스위치 8번 : 커서 움직임
이 스위치는 한글을 사용할 경우 한 글자를 움직이려할 때도 커서를 두 번
이동시켜야 하는 불편을 덜기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 스위치가 ON이면 커서가 한글 단위로, 즉 두 컬럼씩 움직이게 되며 OFF
이면 커서가 영문 단위로(종전과 같이 1바이트씩) 움직입니다. 또한 여기
서 한글 단위로 지정하게 되면 <Backspace>나 <Del>글쇠로 한글을 지울 때
도 한 번에 한 글자씩 지워집니다.
1-2-9. 메뉴보조스위치 9번 : 화면 스크롤 선택
이 스위치는 화면 스크롤을 선택하는 스위치 입니다. ON이면 타이머 방식
으로 스크롤 되며 OFF이면 허큘리스 일때는 비디오 스크롤이 되며 VGA일때
는 하드웨어 스크롤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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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0. 메뉴보조스위치 10번 : 글자색
허큘리스의 경우 이 스위치를 ON으로 하면 음영과 굵은 글자등 확장 속성
을 주어 칼라용 영문 프로그램 사용시 시각적 편함을 주며 화면인쇄시에도
확장 속성이 적용되어 구분이 잘 됩니다.
2. 한글도깨비5.1 환경설정
한글도깨비5의 환경설정 프로그램은 DKBSETUP.EXE입니다. 환경설정 프로
그램은 한글도깨비의 실행상태를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바꾸고 그것을 저
장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환경설정 프로그램을 실행하려면 도스 프롬프트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입
력합니다.
C:₩DKB51>DKBSETUP
환경설정 프로그램이 실행되면 그림과 같이 선택항목과 선택된 내용이 나
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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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항목과 각각의 내용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항
목
화면 출력 모드

한글 글씨꼴
영문 글씨꼴
한글 자판
메뉴보조스위치
호출 글쇠

그래픽 인쇄환경

2-1.

선

택

사

항

설

명

도깨비2
화면 상태를 완성형이나 조합형
KS 조합형
한글, 또는 영문 상태로 지정
KS 완성형
명조,궁서,한석봉,도깨비,샘물,
바람,고딕,신문,필기
ROMAN,TIMES,GOTHIC,SLIM,SHELLY,
OCR-A,SCRIPT,BARAM,ITALIC
두벌식
보통 사용되는 것이 두벌식임
세벌식
(메뉴 보조스위치 참조)
화면과 인쇄관련 환경 설정
메뉴 호출
한글/영문 전환
각 호출글쇠를 사용자 마음대로
한자/특수문자/사용자글꼴 호출 지정할 수 있음
특수문자 반복
9핀
그래픽 인쇄시의 환경을 설정
24핀, 버블젯
레이저, 잉크젯, 데스크젯

호출글쇠 바꾸기

호출글쇠 바꾸기는 한글도깨비에서 사용되는 여러 호출글쇠들을 사용자가
원하는 것으로 정하는 기능입니다.
예를 들면 한/영 전환 글쇠는 기본적으로 왼쪽 <Shift+Space>로 정의되어
있는데 이것을 사용자가 <한/영> 글쇠로 바꿀 수 있습니다.
호출글쇠를 바꾸는 방법은 메뉴화면에 나열된 여러가지 호출기능 중에서
원하는 기능을 고른 다음 키보드 모양의 화면이 나오면 원하는 글쇠를 직
접 눌러 지정하면 됩니다.
새로 정의될 호출글쇠는 자판내의 어떤 글쇠나 단독으로 또는 <Alt>나
<Ctrl>글쇠와 복합적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Esc>와 <Enter> 글
쇠는 호출글쇠로 지정 해서는 않됩니다.

제 3 장 실행상태 바꾸기

-주의호출글쇠 바꾸기에서 실수로
'CONFIG.DKB'화일을 지워야만
하고 CONFIG.DKB를 지운 다음
환경설정을 마치면 됩니다.
호출글쇠의 종류는 앞의 표에

2-2.

<ESC>나 <Enter> 글쇠를 호출글쇠로 지정하였을 경우에는
합니다. 컴퓨터를 다시 부팅하되 도깨비가 실행되지 않토록
DKBSETUP.EXE를 다시 실행하고 실수하지 않토록 주의 하면서
나와있습니다.

한글환경만들기

한글환경 만들기는 한글 사용에 문제가 있는 영문 프로그램들을 한글 입출
력이 되도록 고쳐주는 기능을 합니다.
한글환경만들기로 고칠 수 있는 프로그램과 고쳐지는 내용은 다음 표와 같
습니다.
구 분
프로그램

수정전의
문제점

수정후

수정되는
프로그램

참고사항

도 스
MS DOS 3.3-5.0
DR DOS 5.0-6.0
4DOS, NDOS

스프레드시트
123 rel.2.0-2.3, 3.0-3.1
심포니 1.2-2.2
123 2.2K
완성형 한글에서 "행" 8비트 한글이 입력
자 등 한글 화일이름 되지 않거나 인쇄
이 입력되지 않음
제어기호가 화면에
보이지 않음
한글 화일이름을
쓸 수 있음
MSDOS.SYS
IBMDOS.COM
4DOS.COM
NDOS.OVL

고친후 컴퓨터를 다
시 부팅해야 함

8비트 한글의 입출력
이 가능함
(Rel2 & Symphony)
123.SET
LOTUS.SET, 123.RI
DBF3.XLT, (REL 3.x)
123.EXE
SCREEN DRIVER
PRINTER DRIVER
SORT DRIVER
LTSDBASE.DLD
TRANS.EXE
TRANSWKS.EXE
TRANSDB3.EXE
TRANS.XTB 외 다수
123 2.2k는 인쇄제어기
호가 안나오는 문제만
고쳐줌

데이타베이스
dBASE III+
FoxBASE 2.10
FoxPro 1.0, 2.0
자체 편집기에서 8비트
한글을 편집할 수 없거나
특정 코드(E0,8D)의 한글
을 입력받지 않음
8비트 한글의 입출력
이 가능함
(DB3)
DBASE.LD1
DBASE.OVL
(FOXPLUS 2.10)
FOXPLUS.EXE
FOXPLUS.OVL
FOXPCOMP.EXE
FOXBIND.EXE
(FOXPRO 1.0 & 2.0)
FOXPRO.EXE
FOXPRO.OVL
FOXPROX.EXE
외 다수
디베이스로 프로그래밍 할
때 한 줄이 넘는 문장에는
줄 끝에 세미콜론(;)을 써
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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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디베이스에서 8Dh 코드는 본래 여러 줄로 나뉘어 있지만 한 줄로 처리해야 함을 뜻하는 프
로그램 내부 제어 코드로 쓰이고 있는데 한글을 제대로 지원하려면 이 코드를 글자로 처리
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PRG 프로그램에서 한 줄을 넘어가는 명령을 쓸 때는 줄 끝에 반
드시 ;(세미콜론)를 주어야만 정상적으로 실행됩니다.

한글 환경 만들기로 영문 프로그램을 고치려면 프로그램에 따라 해당 항목
을 <Enter>를 눌러 선택하고 그 프로그램이 위치해 있는 경로를 입력하면
됩니다.
도스를 고칠 경우에는 도스 프로그램이 있는 디렉토리가 아니라 루트 디렉
토리(C:₩)를 입력해야 합니다.
한글 환경 만들기는 선택된 프로그램을
록 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을 고치는
하면 다음에 그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는
물론 프로그램을 새로 설치하거나 응용
면 이 과정을 다시 해야 합니다.
2-3.

일시적으로 한글을 사용할 수 있도
것이므로 이 과정을 한 번만 실행
도깨비만 실행해 주면 됩니다.
프로그램의 설정상태를 바꾸게 되

그래픽 인쇄 환경

그래픽 인쇄 환경은 도깨비의 그래픽 인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인쇄할 때
필요한 사항들을 설정해 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설정한 사항들을 저장해 두면 다음에 그래픽 인쇄를 할 때마다 자
동으로 설정된 사항에 맞춰 인쇄가 됩니다.
다음 항목으로 가려면 <Tab>을 누르거나 <Enter>를 누르고 전 항목으로 가
려면 <Shift-Tab>을 누르면 됩니다. 각 항목에 나와 있는 내용을 바꾸려
면 오른쪽이나 왼쪽 화살키를 누르면 됩니다.
단, 괄호 안에 수를 입력하라고 나와 있는 항목은 숫자를 직접 입력해야
하며 경로 입력이 필요한 항목은 직접 경로를 입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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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표에서 < O >표는 그 선택사항을 사용할 수 있음을 나타내며 < X >표
는 그 선택사항을 사용할 수 없음을 나타냅니다.
그래픽 인쇄 환경의 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면 제 6장 인쇄 기
능 중 그래픽 인쇄 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인쇄방향"이나 "회전여부"는 레이저 프린터에서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 "용지설정"도 프린터 종류에 따라 선택되는 가지 수가 다릅니다.
항

목

인쇄기 종류

출력 포트

용지 설정

문자수/인치
인쇄 방향

회전 여부

위 여백
줄 수/쪽
왼쪽 끝
오른쪽 끝
한글 글꼴
영문 글꼴

선 택 사 항
9핀
선택안함
O
9핀 프린터
O
24핀 프린터
X
레이저 프린터
X
LPT 1
O
LPT 2
O
LPT 3
O
80 칼럼 용지
O
136 칼럼 용지
X
A4 용지
X
LETTER 용지
X
EXECUTIVE 용지
X
LEGAL 용지
X
10, 12, 13, 15
O
Portrait
O
Landscape
X
Reverse Portrait
X
Reverse Landscape
X
회전 안함
O
90도 회전
X
180도 회전
X
270도 회전
X
1(원하는 여백 줄 수를 입력)
X
용지에 따라 다름
(원하는 수를 입력)
X
0(왼쪽 끝 칸수를 입력)
O
용지에 따라 다름
O
(원하는 수를 입력)
명조체, 고딕체
O
명조체, 고딕체
O

24핀
O
X
O
X
O
O
O
O
O
O
X
X
X
O
O
X
X
X
O
X
X
X
X

레이저
O
X
X
O
O
O
O
X
X
O
O
O
O
O
O
O
O
O
O
O
O
O
O

X
O
O

O
O
O

O
O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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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옵션으로 실행상태를 바꾸기
한글도깨비5의 실행상태를 바꾸는 방법중에는 옵션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
습니다.
옵션은 /W와 /A이며 사용방법은 VDKB5나 MDKB5 등 실행명령 뒤에 옵션을
붙여서 실행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C:₩DKB51>VDKB5/W
C:₩DKB51>VDKB5/A
3-1.

/W 옵션
/W는 실행상태를 저장하는 옵션입니다. 한글도깨비의 실행상태를 바꾸고
저장하려면 기본적으로 도깨비셋업(DKBSETUP)을 이용해야하지만 셋업을 실
행하지 않고도 도스 프롬프트 상태에서 앞의 보기와 같이 /W 옵션을 붙여
서 실행하면 현재 실행중인 도깨비의 상태가 그대로 CONFIG.DKB 화일에 저
장됩니다.
이 옵션은 메뉴상태에서 수정된 환경을 간단하게 저장할 수 있습니다.

3-2.
/A 옵션
/A는 한글도깨비가 이미 실행되어 있는 상태에서 현재 디렉토리에 있는
CONFIG.DKB 화일에 저장된 상태대로 한글도깨비의 상태를 바꾸어 줍니다.
현재 디렉토리에 CONFIG.DKB 화일이 없을 때는 루트 디렉토리나 도깨비
실행 화일이 있는 디렉토리의 것을 참조하게 됩니다.
여러개의 CONFIG.SYS 화일을 각각의 응용 프로그램 디렉토리에 만들어 두
고 개개의 응용 프로그램의 특성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 4장 화면기능

제 4장 화면기능
1.

선문자 보호 기능
한글도깨비5.X 에서는 선문자 보호기능을 대폭 확대하여 KS 완성형을 쓸
때도 영문 프로그램의 1바이트 선문자가 보호되어 박스가 깨지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선문자 보호에만 주력할 경우 완성형이나
조합형의 한글의 입력에 제한이 많아지게 됩니다.
한글도깨비에서는 선문자 보호와 한글사용 모두를 적절히 하기 위해 선문
자 보호의 단계를 3단계로 나누어 사용자가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기능은 메뉴보조스위치 7번에 할당되어 있읍니다. 선문자 보호수준을
바꾸려면 화면에 도깨비의 주 메뉴를 불러놓고 <F7>을 누르면 됩니다.

2.

사용자 정의 글꼴
사용자 정의 글꼴은 한글 바이오스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특수한 기호나
한자가 필요할 경우 사용자가 직접 글꼴을 만들어 사용하는것을 말합니다.
사용자 정의 글꼴은 KS 완성형과 조합형의 경우 188자까지 정의해 쓸 수
있으며 도깨비2 코드의 경우는 94자를 쓸 수 있습니다.(각 코드 영역은 부
록에 나와 있습니다.)
사용자 정의 글꼴은 화면에서 사용하는 것 이외에도 사용자가 인쇄용 글
꼴을 만들어 인쇄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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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용자 정의 글꼴 사용방법

3-1.

글꼴 만들기

한글도깨비5에서는 사용자 정의 글꼴의 보기를 몇가지씩 담은 글꼴 화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화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화일명
설
명
크기(X축,Y축)
USER.FNT
화면용 사용자 정의 글꼴 화일
16,16
USER16.FNT
9핀 인쇄용 사용자 정의 글꼴 화일
16,16
USER24.FNT
24핀 인쇄용 사용자 정의 글꼴 화일
24,24
USER40.FNT
40핀 인쇄용 사용자 정의 글꼴 화일
40,40
사용자 정의 글꼴을 쓰려면 먼저 글꼴 편집 프로그램으로 사용할 글꼴을
만들어야 합니다. 글꼴 편집 프로그램은 어떤 것을 써도 됩니다.
1. 글꼴 편집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USER.FNT 화일을 엽니다.
글꼴의 크기는 위 표에 나온 것과 같고 스킵바이트는 0입니다.
2. USER.FNT 화일을 열면 몇가지 사용자 글꼴의 보기가 들어 있고 나머지는
자리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자가 원하는 글꼴을 원하는
위치에 만들어 넣습니다.
3. 글꼴을 다 만들었으면 저장해야 하는데 각 화일의 글자수는 188자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한 글자가 188자가 안되더라도 글자수를
188자가 되도록 맞추고 저장합니다. (이 때 화일 헤더는 저장하지
말아야 합니다.)
3-2.
사용자 정의 글꼴 프로그램 실행
사용자 정의 글꼴 프로그램은 USERFONT.COM입니다. 글꼴을 만든 후 다음
과 같이 입력하여 사용자 정의 글꼴 프로그램을 실행합니다.
C:₩DKB51>USERFONT filename.fnt
사용자 정의 프로그램이 실행되었다는 메시지가 나오지 않고 에러가 발생
할 때는 사용자 정의 글꼴 화일이 잘 못된 것이므로 글꼴 편집기에서 다시
화일을 열어 글자수를 확인하고 헤더 없이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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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사용자 정의 글꼴의 입력

사용자 정의 글꼴을 입력하는 방법은 한글도깨비의 특수문자나 한자를 입
력하는 방법과 같습니다.
특수문자 호출글쇠(기본은 왼쪽 ALT + SPACE)를 눌러 특수문자 선택 화면
이 나오면 <PgDn>을 계속 누르면 맨 마지막 페이지에 사용자 정의 문자가
나옵니다.
맨 마지막 페이지에 사용자 정의 글꼴이 나오지 않고 인쇄 제어기호가 나
올 때는 사용자 정의 프로그램이 실행되지 않은 것이므로 USERFONT.COM을
실행해야 합니다.

3-2-2.

사용자 정의 글꼴의 인쇄

사용자 정의 글꼴을 인쇄하려면 먼저 인쇄기에 맞는 인쇄용 사용자 정의
글꼴 화일에 글꼴을 만들어야 합니다.
인쇄기에 맞는 그래픽 인쇄 프로그램을 실행한 후 인쇄합니다.(그래픽 인
쇄 프로그램은 제6장 참조)
참고
사용자 정의 글꼴은 그래픽 인쇄로만 인쇄됩니다.
인쇄되지 않습니다.

직접 인쇄시에는 사용자 정의 글꼴이

제 5장 자판기능

제 5장 자판기능
1.

한글입력
한글을 입력하려면 한/영 전환 글쇠를 눌러 한글입력상태로 바꾸어야 합니
다.
한/영 전환 글쇠는 <왼쪽Shift+Space>
한/영 전환 글쇠를 사용자가 원하는 글쇠로 바꾸려면 도깨비셋업
(DKBSETUP)을 실행하여 호출글쇠 기능을 이용하면 됩니다.

2.

한자와 특수문자 입력
한자를 입력하려면 먼저 한자의 음을 입력하고나서 한자 호출글쇠를 눌러
한자가 나오면 해당하는 글자를 고르면 됩니다.
[이때 커서의 위치는 바꾸고자 하는 한글의 첫째바이트에 있어야 합니다.
한자 호출 글쇠는 <왼쪽Alt+Space>
이미 입력되어 있는 한글을 한자로 바꾸려면 한자로 바꿀 글자위에 커서
를 놓고 한자 호출 글쇠를 눌러 한자를 선택하면 됩니다.
특수문자의 호출글쇠도 한자 호출글쇠와 같습니다. 한자 호출글쇠가 눌렸
을 때 현재 커서 위치의 글자가 한자로 바뀔 수 있는 글자이면 한자 메뉴
가 나오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특수문자가 나옵니다.
간단히 글쇠 하나만 눌러 특수문자를 반복입력할 수도 있는데 이 때 사용
되는 글쇠는 자판 오른쪽의 숫자 글쇠들 중심에 있는 '5'번 글쇠입니다.

제 5장 자판기능

3. 전자와 반자
영문의 전자는 숫자와 영문자, 기호 등을 2바이트 문자로 나타낸 특수 문
자의 하나 입니다. 전자는 특수 문자 입력 방식으로도 입력할 수 있으나
영문 자판 배열을 그대로 사용하여 좀 더 쉽게 입력할 수 있도록 입력 전
환 글쇠를 정하였습니다.
전자/반자 입력 전환 글쇠 : < 왼쪽 Alt += >

예를들어 반자 "1234abcd"가 전자 상태에서는 "1 2 3 4 a b c d"로 입력됩
니다.
모양을 같아도 코드값이 전혀 다르므로 명령이나 이름 등르 전자로 압력해
서는 안됩니다.
전자/반자 전환글쇠는 영문과 숫자, 기호에만 적용되며 2바이트 글자인 한
글,한자,특수문자 입력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전자 입력상태는 한글보다 우선권이 있으므로 전자 입력상태레서는 한글
입력 모드로 전환하여도 한글이 입력되니 않습니다.

제 6장 인쇄기능

제 6장 인쇄기능
1.

직접인쇄와 그래픽 인쇄

1-1.

직접인쇄

직접인쇄는 인쇄기에 들어있는 조합형이나 완성형 한글을 이용해 인쇄하
는 것을 말합니다.
직접인쇄시에는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한글코드와 인쇄코드 체계에 따라
인쇄기의 상태를 KS나 KSSM(완성형 이나 조합형) 으로 맞추면 인쇄가 제대
로 됩니다.
한글도깨비5에서는 완성형이나 조합형 한글코드를 인쇄기에 맞는 코드로
바꾸어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쇄기의 상태를 바꾸지 않고도 원하는
한글코드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쇄제어코드도 KS를 KSSM으로, 또
는 KSSM을 KS로 완벽하게 바꾸어 줍니다.
이런 기능들은 메뉴보조스위치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각 상황별 메뉴보
조스위치 선정 방법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인쇄기 코드
/한글코드
KSSM 조합형
KS 완성형

1-2.

프로그램의
인쇄제어코드
KSSM
KS
KSSM
KS

메뉴보조
스위치 3번
ON
ON
OFF
OFF

메뉴보조
스위치 4번
ON
OFF
ON
OFF

그래픽 인쇄

그래픽 인쇄란 한글기능이 없는 영문 전용 인쇄기에서도 한글도깨비5 에
서 제공하는 글꼴과 인쇄제어명령을 써서 한글과 한자, 특수문자 등을 인
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픽 인쇄가 가능한 인쇄기는 EPSON 모드를 지원하는 도트, 버블젯 인
쇄기와 PCL4 이상을 지원하는 HP 레이저 인쇄기 호환기종의 인쇄기입니다.
☞ 그래픽인쇄를 할 경우 출력되는 글씨꼴은 명조체와 고딕체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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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그래픽 인쇄 프로그램

그래픽 인쇄
프로그램

DP09.COM

사용할 수 있는
프린터

9핀 프린터

글꼴 크기
/해상도

16*16/120

24핀 프린터
DP24.COM

24*24/180
버블젯 프린터

데스크젯 프린터
DP40.COM
DP40DN.COM

DP48DN.COM
DP48.COM

40*40/300
레이저 프린터

레이저 프린터
데스크젯 프린터

DPBJ.COM

1-2-2.

48*48/360

버블젯 프린터

그래픽 인쇄용
글꼴 화일
ASCII16.FNT
HANGUL16.FNT
HANJA16.FNT
SPEC16.FNT
USER16.FNT
ASCII24.FNT
HANGUL24.FNT
HANJA24.FNT
SPEC24.FNT
USER24.FNT
ASCII40.FNT
HANGUL40.FNT
HANJA40.FNT
SPEC40.FNT
KSWAN40.FNT
USER40.FNT
ASCII48.FNT
HANGUL48.FNT
HANJA48.FNT
SPEC48.FNT
KSWAN48.FNT
USER48.FNT

그래픽 인쇄 프로그램 사용방법

그래픽 인쇄 프로그램은 한글도깨비가 실행되어 있는 상태에서만 실행됩니
다. 실행하는 방법은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C:₩DKB5>VDKB5
C:₩DKB5>DP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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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인쇄 프로그램은 램 상주 프로그램입니다. 따라서 한 번 실행되
면 그 이후로는 램상주를 해제하기 전까지 계속 그래픽으로 인쇄하게 됩니
다. 사용하지 않을 때는 램상주를 해제할 수도 있습니다. 램상주를 해제
하는 방법은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C:₩DKB5>DP40/U

1-2-3.

그래픽 앤쇄할 때 인쇄기 상태 맞추기

도트 프린터에서 그래픽 인쇄를 할 때는 프린터를 영문 상태로 맞추거나
KSSM 조합형으로 맞추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픽 인쇄에서는 제어코드
와 한글코드를 KS 조합형 (구 KSSM 조합형)으로 출력하기 때문 입니다.
버블젯 프린터에서 그래픽 인쇄할 때는 한글모듈이 있는 경우 KSSM으로 맞
추어야 하며 한글모듈이 없는 경우에는 EPSON으로 맞추어야 합니다.
레이저 프린터용 그래픽 인쇄 프로그램은 엡슨 명령을 받아 PCL 명령으로
바꾸어 인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응용 프로그램에서 프린터를
선택하는 메뉴가 있는 경우에는 EPSON LQ 계열로 선택하여야 합니다. 레이
저 프린터나 HP 등을 선택하면 정상적으로 인쇄되지 않습니다.
1-2-4.

그래픽 인쇄의 옵션

* 도트와 버블젯 프린터용 그래픽 인쇄 프로그램의 옵션
옵션/기본값

선택사항

설

명

/?

도움말을 보여줍니다

/U

램상주를 해제합니다

/LPT=1

1,2,3

출력포트를 지정합니다

/CPI=1

10,12,13,15

인치당 글자수를 지정합니다

/COLS=80

80,136

용지를 지정합니다

/FONT=현재경로

글꼴 화일이 있는 경로를 지정합니다

<표> DP24,DP09에서 쓰이는 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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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80칼럼으로 지정하면 보통크기 영문자로 최대 120자까지 인쇄가 가능하며 136칼럼 인쇄기에서
는 최대 200자까지 인쇄가 가능합니다.
* 데스크젯과 레이저 프린터용 그래픽 인쇄 프로그램의 옵션
옵션 표기
/U
/LPT=#
/PAPER=#

/CPI=#

선택사항
없음
1, 2, 3

설
램상주 해제
출력 포트를 지정

0

80칼럼 용지

1

136 칼럼 용지

2

A4 용지

3

EXECUTIVE 용지

4

LETTER 용지

5

LEGAL 용지

10, 12, 13, 15

명

인치당 문자 수를 지정

/TOP=#

(숫자)

윗 여백을 지정. (단위는 줄)

/LINES=#

(숫자)

페이지당 인쇄할 줄 수를 지정

/LEFT=#

(숫자)

왼쪽 끝을 지정. (단위는 칸)

/RIGHT=#

(숫자)

오른쪽 끝을 지정.(단위는 칸)

/ORIENT=#

/DIRECT=#

/FONT=경로

0

세로 방향 출력(보통 출력)

1

가로 방향 출력(90도 회전하여 출력)

2

세로 방향 출력(180도 회전하여 출력)

3

가로 방향 출력(270도 회전하여 출력)

0

회전 안함

1

90도 회전하여 출력

2

180도 회전하여 출력

3

270도 회전하여 출력
글꼴 화일이 있는 경로를 입력

단, 데스크젯 프린터에서는 출력 방향 지정을 할 수 없습니다.
의 번호를 옵션으로 주면 출력이 되지 않습니다.
주의

0번 이외

DP40에 옵션을 주어서 실행할 경우에는 반드시 프린터가 켜진 상태로 연결되어 있어야 합
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옵션을 주어서 실행해도 프린터에 그 값이 초기화되지 않아
서 옵션을 주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기본값으로 설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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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그래픽 인쇄에서 옵션으로 지정할 수 있는 내용들은 모두 도깨비 셋업의 그래픽 인쇄환경
에서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셋업에서 지정한 내용과 옵션으로 지정한 내용이 다른 경우는
옵션이 우선입니다.

2.

한글도깨비 인쇄제어기호
한글도깨비5의 인쇄제어기호는 확대, 축소, 음영 등 많이쓰이는 인쇄제어
명령을 메뉴 방식으로 만들어 쉽게 입력하고 쉽게 인쇄제어 명령을 쓸 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2-1. 인쇄제어기호 입력
인쇄제어기호는 특수문자중 마지막 페이지에 들어 있습니다. 호출글쇠를
눌러 특수문자가 나왔을 때 <PgDn>을 계속 눌러 마지막 페이지로 가면 인
쇄제어기호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커서를 움직여 원하는 인쇄제어
기호에서 엔터를 누르면 인쇄제어기호가 입력됩니다.
인쇄 제어 기호 입력은 왼쪽 <Alt-Space>

기호

1

2

이 름
보통모양
가로확대
세로확대
가로세로확대
1/2 축소
역상
음영
진하게
밑줄
외곽선
그림자
세로쓰기
한글 고딕체
글자 간격
줄 간격
라인 피드

폼 피드
왼쪽 정렬
오른쪽 정렬
가운데 정렬

내
용
인쇄와 관련된 제어명령들을 초기화시킵니다
가로로 2배 확대 인쇄합니다
세로로 2배 확대 인쇄합니다(라인피드 참조)
가로, 세로 모두 2배 확대 인쇄합니다
한글과 한자, 2바이트 특수문자가 세로로 1/2이 축소됩니다.
영문과 숫자는 축소되지 않습니다
검은 바탕에 흰 글씨로 인쇄됩니다
바탕에 그물 무늬가 인쇄됩니다
모든 문자가 굵게 인쇄됩니다
밑줄이 그어져서 인쇄됩니다
외곽선 처리된 문자가 인쇄됩니다
그림자 처리된 문자가 인쇄됩니다
문자가 시계반대 방향으로 90도 회전되어 인쇄됩니다
(선문자 인쇄에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한글이 고딕체로 인쇄됩니다
문자사이의 간격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사용법은 글자간격 기호를
입력한 다음 16진수로 0에서 F 사이의 글자를 입력하면 됩니다
줄과 줄 사이의 간격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줄간격 기호를 입력한
다음 16진수로 0에서 F사이의 글자를 입력하면 됩니다
인쇄기 헤드를 다음 줄의 맨 앞으로 옮겨 줍니다.
세로 확대로 인쇄할 경우 세로 확대한 바로 다음 줄에 인쇄할 문자가
있으면 세로 확대된 줄과 겹치게 됩니다. 이 때 세로 확대할 줄의 끝에
이 기호를 주면 다음 줄과 겹치는 현상이 없어집니다.
종이를 한 장 넘기는 효과를 줍니다
문단을 왼쪽으로 정렬시킵니다.
문단을 오른쪽으로 정렬시킵니다.
문단을 중앙에 정렬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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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인쇄제어 기호 입력방법
인쇄제어 기호를 사용하려면 먼저 다음의 과정으로 해당 제어 기호를 입
력해야 합니다.
1. 인쇄 제어코드를 입력할 위치에 커서를 옮겨 놓습니다.
2. 왼쪽 <Alt-Space>를 눌러 인쇄제어 기호의 메뉴를 부릅니다. 한자나
특수문자 등이 나오면 <PgDn>을 누르면 됩니다.
3. 원하는 인쇄 제어코드로 커서를 옮긴 다음 <Enter> 글쇠를 누릅니다.
4. 줄간격이나 자간격 등 숫자 입력이 필요한 인쇄 기호의 경우 숫자를 입
력합니다.
참고
응용 프로그램에 따라서는 도깨비의 인쇄제어 기호를 입력해야 할 위치나 방법이 특별한
경우가 있습니다.
1. 계산표 프로그램(스프레드시트)에서는 셀 안에 인쇄 기호를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작업표 전체에 같은 속성을 주어 인쇄하려면 인쇄할 범위의 맨 첫번째 셀 안
에 인쇄기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만일 인쇄할 범위중 어느 부분에만 속성을 주려 할 때에
는 속성을 주려는 내용 바로 앞에 인쇄 기호를 입력하고 속성이 끝나는 위치에 보통모양
기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2. 데이터베이스나 클리퍼 등에서 프로그래밍을 할 때 인쇄 기호를 사용하려면 인쇄기호를
문자열로 출력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가로확대를 사용하고자 할 때는 @ 12,24 SAY
나 ?
와 같은 문자열 출력
형식을 써서 따옴표 안에 가로확대 인쇄 기호를 입력하면 그 이후에 출력되는 모든 내용이
가로확대가 됩니다. 가로확대를 중단하려면 마찬가지로 문자열 출력형식의 따옴표 안에
보통모양의 인쇄제어 기호를 입력하여 주면 됩니다.
3. 데이터베이스의 라벨이나 리포트에서 인쇄제어 기호를 쓰려면 라벨이나 리포트의 형식
을 만들 때 인쇄 기호를 문자열로 취급하여 호함시키면 됩니다.

2-3. 인쇄제어 기호의 출력
인쇄제어 기호를 입력하여도 화면에서는 인쇄 제어 기호가 그대로 보이기
만 할 뿐 인쇄 제어 기호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필요한 위치에 입
력해 둔 인쇄제어 기호는 실제로 인쇄를 실행하면 결과가 출력물로 나오게
됩니다.
「인쇄 제어 기호를 출력할 때 주의할 점」
1. 문서의 어느 부분만을 출력하는 경우 출력할 범위 안에 인쇄제어 기호가 있도록 해
야 합니다.
2. 모든 인쇄 제어 명령은 입력된 곳으로부터 그 뒤에 있는 문자에만 효력을 발휘합니
다.
3. 한 번 출력된 인쇄제어 기호는 그 인쇄제어 기호를 해제하는 명령이 있기 전까지 계
속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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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인쇄제어 기호의 해제(중지)
줄 넘기기(라인피드)나 종이 넘기기(폼 피드)를 제외한 모든 인쇄제어 기
호는 한 번 출력되면 그 기능을 해제하는 명령이 오기 전까지 계속 효력이
유지됩니다. 따라서 어떤 인쇄제어 기호를 사용한 후에는 반드시 그 명령
을 해제시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인쇄제어 기호를 해제시키는 방법은 첫번째 인쇄제어 기호인 보통모양
"
" 기호를 출력하는 것입니다. 확대나 축소, 역상, 밑줄 등 글자의 속
성에 관한 모든 인쇄제어 기호는 보통모양 기호를 출력함으로써 초기화됩
니다. 그러므로 도깨비의 메뉴 보조 스위치를 잘못 맞추어 인쇄시 외곽선
속성이 생긴 경우에도 메뉴 보조 스위치를 제대로 맞추고 보통모양 인쇄기
호를 출력시켜야 외곽선 속성이 없어지게 됩니다.
3.

인쇄가 잘 안될 때

한글이 전혀 안나오고 영문상태와 똑같이 인쇄될 때
인쇄기에 한글이 내장돼 있지 않은 경우 입니다. 그래픽 인쇄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영
문 전용 인쇄기에서도 한글을 인쇄할 수 있습니다. 인쇄기 기종에 따라 적절한 그래픽
인쇄 프로그램을 실행하시고 인쇄 하시면 됩니다.

한글이 나오기는 하는데 엉뚱한 글자로 인쇄될 때

한글코드가 잘 못 지정된 경우입니다. 메뉴보조스위치 3번을 사용하여 인쇄기와 컴퓨
터 화면의 한글코드를 일치시켜 주어야 합니다.

한글이 외곽선 문자로 테두리만 인쇄될 때

KS 인쇄제어코드가 잘 못 지정된 경우입니다. 인쇄기의 제어모드가 KSSM으로 되어 있
거나 한글 모듈이 없을 때는 메뉴보조스위치 3번을 ON, 4번을 OFF로 맞추십시오. 인쇄
기의 제어모드가 KS로 맞추어져 있을때는 메뉴보조스위치 3,4번을 중립위치에 맞추어
주십시오.

선문자가 선문자가 아닌 글자로 인쇄될 때

1바이트 박스무늬인 경우입니다. 완성형 한글에서 사용하는 1바이트 박스일 경우는
고딕체를 선택하면 선문자로 인쇄됩니다. 고딕체를 선택하려면 인쇄제어기호 고딕체를
입력하면 됩니다.(자세한 내용은 인쇄제어기호 부분 참조)

선문자가 규칙적으로 좌우로 비뚤비뚤하게 인쇄될 때
인쇄기를 단방향 인쇄로 설정해야 합니다.
의 사용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단방향 인쇄로 설정하는 방법은 각 인쇄기

선문자가 오른쪽으로 갈수록 세로선이 맞지 않을 때
직접인쇄시 영문의 인치당 글자수(CPI)와 한글의 인치당 글자수가 다르기 때문에 나타
나는 현상입니다. 직접 인쇄를 해야할 경우에는 영문의 인치당 글자수를 13CPI로 맞추
어야 합니다.
CPI를 13으로 선택할 수 없는 인쇄기에서는 그래픽 인쇄를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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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표에 나와 있는 프로그램들은 한글도깨비5와 함께 사용할 수 있음
이 확인된 것들입니다. 표 이후에 나와 있는 설명들은 한글도깨비를 각
응용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때 필요한 내용입니다. 설명부분에 언급되지
않은 내용은 시험사용도중 발견되지 않았거나 특별히 한글도깨비나 프로그
램에서 맞춰야 할 것이 없는 경우입니다.
한글 프로그램
하나워드프로세서
하나스프레드시트
보석글
한글 로터스 2.2k
한글 디베이스
한글 쿼트로
한글 웍스 2.0
한글 윈도우즈
자료관리
마이시트
마이글벗
으뜸글 2.0
스윙
테트라
교육용 프로그램
슈퍼 명필
현대 워드
현대 슈퍼시트

영문 프로그램
디베이스
로터스 1-2-3
쿼트로프로
워드퍼펙 5.1
심포니
폭스프로
윈도우즈 3.1
피씨툴즈
노턴 유틸리티

<표> 한글도깨비5와 함께 쓸 수 있는 프로그램
저희 (주)한도컴퓨터에서는 도깨비5 버젼의 성능과 안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가능한 많은
프로그램들을 면밀히 시험 사용해 보려고 노력하였으나 미처 확인하지 못한 문제점이 있을
수 있음을 밝혀 둡니다. 만일 사용 도중 어떠한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본사 홍보실 혹은 개
발부로 연락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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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글 프로그램
한글윈도우즈 3.1
한글도깨비5는 한글윈도우즈 3.1에서 규정한 HBIOS 규격을 지원하므로 전
화면 도스 창(DOS full screen)으로 지정했을 때 한글을 쓸 수 있습니다.
하나워드프로세서
하나워드프로세서에서 한글도깨비5를 쓰려면 도깨비의 화면 상태를 KS 완
성형으로 맞추어 놓고 메뉴 보조 스위치 1번을 ON으로 하면 화면에서 사용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 워드프로세서에서는 한글/한자 바
이오스 규격을 요구하기 때문에 메뉴 보조 스위치 1번을 반드시 ON으로 맞
추어야 합니다.
한글을 한자로 변환하는 기능을 사용할 때 한글을 한 글자씩 한자로 바
꾸는 것은 도깨비의 한자 상자를 호출하여 바꾸어야 합니다. 그러나 단어
를 한자로 바꾸는 기능은 하나워드프로세서의 기능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
습니다. 특수문자나 선 그리기 기능은 하나워드프로세서의 기능과 도깨비
의 기능 모두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편리한 방법을 택하여 쓰면 될 것입니
다.
하나스프레드시트
하나스프레드시트에서 한글도깨비5를 쓰는 방법은 하나워드프로세서와 같
습니다.
보석글
보석글은 화면에서 사용되는 한글 코드에 따라 도깨비의 화면 상태를 맞
추어 주고 사용하면 됩니다. 단, 조합형 보석글의 경우는 보석글 프로그
램에서 자체적으로 한글 입출력을 통제하므로 도깨비의 메뉴 호출 글쇠나
한/영 전환 글쇠 등을 사용하지 말고 조합형 보석글에서 정의한 한/영 전
환 글쇠를 사용해야 합니다.
직접 인쇄시 메뉴 보조 스위치의 설정은 인쇄기의 한글 모드와 보석글의
인쇄 상황 설정에서 인쇄기를 어느 것으로 지정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보석글에서 인쇄기를 KS로 지정한 경우에는 4번 스위치를 OFF로 하고,
KSSM으로 지정한 경우는 4번 스위치를 ON으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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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로터스 2.2 K
한글 로터스에는 INSTALL.EXE라는 환경설정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도깨
비를 사용할 때는 여기서 필요한 사항을 지정해 주어야 합니다. 먼저
INSTALL을 실행하여 선택항목이 나열되면 드라이버 변경을 선택한 후 현재
드라이버 세트의 변경을 선택하여 나열된 내용중 인쇄 장치에 선택된 드라
이버가 완성형인지를 확인하고 만일 조합형으로 되어 있으면 완성형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인쇄 제어 코드를 선택하는 삼보 KSSM 또는 KS 전 기종
은 임의로 선택해도 됩니다.
한글 로터스는 완성형 한글을 사용하므로 화면 상태를 KS 한글/한자로 맞
추어 두고 메뉴 보조 스위치 1번을 ON으로 놓아야 합니다.
한글 로터스에서 도깨비의 인쇄 제어 기호를 정상적으로 입력하려면 드라
이버 화일을 수정하여야 합니다. 드라이버 화일을 수정하려면 도깨비 디
스켓의 DKBSETUP을 실행하여 한글환경 만들기 메뉴중 스프레드시트를 선택
하여야 합니다.
드라이버 화일을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쓰게 되면 인쇄 제어 기호가 화
면에서 정사각형 두 개로 표시됩니다. 그러나 이 때에도 인쇄 제어 기호
의 기능은 정상적으로 작동합니다. 즉, 입력과 프린터 출력은 정상적이나
화면 표시만 이상이 있는 것입니다.
로터스 쌈지
쌈지는 그래픽 화면 모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화면에 도깨비의 메뉴가 뜨
지 않습니다. 한자나 특수문자도 쌈지의 기능을 이 용하여 입력해야 합니
다.
한글 웍스 2.0
한글 웍스는 화면 모드를 텍스트와 그래픽 두 가지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한글도깨비는 두 가지 모드를 다 지원하므로 원하는 상태로 선택하여 쓸
수 있습니다. 또한 인쇄시에도 텍스트 또는 그래픽을 원하는 대로 인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픽 모드로 맞추었을 때는 도깨비의 메뉴 등 호출 글쇠를 사용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한글 웍스가 그래픽 모드로 되어 있을 때는 도깨
비의 화면 상태를 미리 KS 완성형으로 맞추고 나서 한글 웍스를 실행해야
합니다. 그래픽 모드로 웍스를 사용하다가 도깨비의 메뉴에서 어떤 내용
을 바꾸려면 한글 웍스의 환경설정에서 텍스트 모드로 바꾼 다음, 도깨비
의 메뉴를 호출하거나 웍스를 종료하고 나서 도스 프롬프트 상태에서 도깨
비의 메뉴를 호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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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
자료관리는 <Ctrl>과 <Alt> 글쇠를 호출글쇠로 사용하기 때문에 한자나
특수문자를 입력할 때 도깨비의 입력 방법을 사용할 수 없고 자료관리의
한자나 특수문자 기능을 이용하여 입력하여야 합니다. 도깨비에서 제공하
는 인쇄 제어 기호를 입력하려면 ㅉ을 입력한 후 자료관리의 특수문자 호
출글쇠인 <Ctrl-z>을 누르면 됩니다. 한글/영문 전환은 도깨비의 기능을
이용합니다.
마이시트
마이시트는 한글 코드로 KS 완성형을 사용합니다. 마이시트에서 사용상
불편한 점은 마이시트 메뉴를 호출하여 메뉴의 항목을 사용하다보면 화면
중앙에 줄무늬와 같은 찌꺼기가 남을 수 있습니다. 이는 도깨비 프로그램
에서 어떻게 해 볼 수 없는 문제인 것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화
면 찌꺼기는 스프레드시트의 화면에만 보이는 것일 뿐 실제 셀의 내용으로
저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스프레드시트 화면을 다른 곳으로 이동
하거나 도깨비 메뉴를 불렀다 지우게 되면 화면에서 사라지고 아무런 흔적
을 남기지 않습니다.
마이시트에서는 인쇄 제어코드를 KS로 보내주므로 인쇄 제어코드를 변환
해야할 경우 4번 스위치를 OFF로 놓아야 합니다. 마이시트에서는 한글도
깨비의 인쇄 제어 기호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마이글벗
마이글벗 화면은 한글을 사용하므로 도깨비의 화면 상태를 KS 완성형으로
맞추고 사용해야 합니다. 마이글벗을 인쇄할 때는 메뉴 보조 스위치 3번을
인쇄기의 한글 모드와 같게 맞추고 메뉴 보조 스위치 4번은 OFF로 하면 됩
니다. 인쇄시 사용할 속성은 마이글벗의 인쇄 속성과 도깨비의 인쇄 제어
코드를 모두 쓸 수 있습니다.

제 7 장 응용 프로그램을 쓸 때

으뜸글 2.0
으뜸글은 그래픽 화면이므로 일단 으뜸글을 실행하고 나면 도스 상태로
나오기 전에는 도깨비의 메뉴를 호출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으뜸글을
실행하기 전에 화면상태를 KS 완성형으로 맞추고 필요한 메뉴 보조 스위치
를 맞추는 등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으뜸글을 실행하는 도중
에 도깨비 메뉴 상에서 어떤 사항을 바꿔야 할 경우에는 도스 상태로 나와
야 합니다. 으뜸글을 그래픽 인쇄하려면 으뜸글의 인쇄 드라이버 선택을
KSSM으로 하고 도깨비의 메뉴 보조 스위치 3번과 4번을 ON으로 놓아야 합
니다.
이야기
이야기 프로그램은 한글과 마찬가지로 자체 한글 입출력 기능이 있습니다.
또, 이들 프로그램은 한/영 전환 글쇠를 도깨비와 마찬가지로 <ShiftSpace>를 쓰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깨비를 띄운 채로 이야기를 쓰게 되면
호출 글쇠의 충돌로 미완성 글자가 엉뚱한 곳(화면 왼쪽 위 등)에 나타나
고 완성된 글자만 제 위치에 나타나는 현상을 보입니다.
이야기를 쓰려면 한글도깨비를 램에서 제거하거나 도깨비셋업에서 한/영
전환 글쇠를 다른 것으로 바꾸어주면 됩니다. 호출 글쇠를 바꾸는 방법은
제 3 장에 나와 있습니다.
한글
한글은 그 자체에서 화면과 인쇄에 필요한 글자와 입출력에 관한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한글도깨비를 전혀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글 도
깨비가 실행되어 램에 상주하고 있으면 한글에 영향을 주어 자판이나 인쇄
에 이상 현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한글에서는 한글/영문 전환 글쇠로 <F2>나 <Shift+Space>를 쓸 수 있습니
다. 그러나 VGA를 쓸 경우 도깨비를 실행한 상태에서는 <F2>만 사용해야
합니다. 허큘리스와 EGA 모드의 경우에는 도깨비의 화면 상태를 영문전용
모드로 두면 <F2>나 <Shift+Space>를 모두 쓸 수 있으며 자판과 화면에서
아무런 이상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한글도깨비가 실행되어 있는 상태에서 한글을 인쇄할 때는 도깨비의 메뉴
보조 스위치 3번을 중립으로 놓아야 합니다. 도깨비의 화면 출력 모드가
삼보 KSSM 조합형으로 맞추어져 있을 때는 3번과 4번 스위치가 ON으로 되
어 있어도 역시 한글의 인쇄가 정상적으로 됩니다. 그러나 도깨비의 화면
상태가 삼보 KSSM 이외의 다른 것으로 맞추어져 있을 때는 반드시 3번 스
위치가 중립이어야만 한글의 인쇄가 제대로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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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문 프로그램

도스
영문 MS 도스에서는 EOh 코드가 포함된 한글을 입력받지 않을 때가 있어
완성형 모드에서 행, 축, 약과 같은 글자가 입력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때는 CONFIG.SYS화일에 다음 명령을 추가하면 됩니다.
SWITCHES = /K
윈도우즈 3.1
영문 윈도우즈에서는 한글도깨비를 사용하여 한글을 입력할 수 없지만
DOS Full screen에서는 한글도깨비를 이용하여 한글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
한글도깨비를 실행한 상태에서 영문 윈도우즈를 실행하면 메모리 문제로
윈도우즈가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영문 윈도우즈를 사용할 때는 한글도
깨비를 메모리에서 제거하거나 한글도깨비의 화면 상태를 영문 TEXT로 맞
추어 놓으면 윈도우즈의 실행에 이상이 없습니다.
OS/2
한글도깨비5는 OS/2의 DOS Full screen에서 한글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
합니다.
dBase III+
영문 디베이스에서 한글을 입/출력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필드
이름이나 변수 이름에는 한글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영문 디베이스에서 8 비트 한글을 사용할 때 가장 큰 문제는 프로그램이
나 메모 필드를 입력하고 나서 다시 그 내용을 보려고 하면 한글이 깨어지
는 것입니다. 이는 디베이스 내부 편집 기능이 화일에서 자료를 읽을 때
항상 최상위 비트를 없애버리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도깨비 설치프로그램을 실행하여 한글환경 만들기
에서 데이타베이스를 선택하고 경로를 지정하면 됩니다. 위와 같이 한글
환경 만들기를 마치고 난 후'*.PRG' 등의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을 만들때
명령어들이 한 줄을 넘는 경우 줄의 끝에 ;(세미콜론)을 반드시 입력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줄이 연결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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쿼트로프로
쿼트로프로는 화면 모드를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한글 도깨비를 쿼트로에서 사용하려면 쿼트로 메뉴의 option을 선택하여
display mode를 80×25 모드로 맞추어야 합니다. 영문 쿼트로프로의 그래
프에는 한글을 쓸 수 없습니다.
워드퍼펙 5.1
워드퍼펙 5.1에서 한글도깨비를 쓸 때 입력된 한글과 특수문자를 화면에
보여주는 것에는 문제가 없으나 인쇄할 때는 정상적으로 나오지 않는 글자
가 있습니다.
폭스프로
도깨비셋업에서 한글환경 만들기 항목을 선택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고르고
경로를 입력하면 그 경로에서 폭스프로 프로그램을 찾아 한글 입출력이 되
도록 고쳐줍니다. (폭스프로2.5는 한글환경 만들기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FoxPro에서는 한자의 입력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한자 메뉴를
부르는 <Alt-Space> 가 FoxPro에서 시스템 메뉴를 부르는 <Alt> 글쇠와 충
돌이 생겨 한자 메뉴를 부르면 시스템 메뉴가 같이 뜨기 때문입니다. 설치
프로그램에서 호출 글쇠를 <Alt>가 아닌 다른 글쇠로 정해 쓰면 됩니다.
피시툴즈와 노턴 유틸리티
VGA에서는 텍스트 모드에서도 사용자가 영문 글씨꼴을 바꾸어 지정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나온 피시툴즈 7.0이나 노턴 유틸리
티 6.0 등에서는 이 기능을 사용하여 화면을 처리합니다. 그러나 이 기능
을 도깨비 한글을 띄운 상태에서 수행하게 하면 화면 글씨가 옆으로 밀리
면서 시스템이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사용자 정의 글씨꼴 기능을
위해 화면 모드를 바꾸는 것이 도깨비 한글의 화면 처리 과정과 충돌을 일
으키기 때문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피시툴즈에서는 실행 명령 뒤에 /NF 옵션을 붙여 실행
하면 됩니다.
C:₩>PCSHELL/NF
ㅤ
노턴 유틸리티에서는 자체 셋업 프로그램인 NUCONFIG를 실행하여 VIDEO
AND MOUSE에서 화면 모드를 STANDARD를 선택하여 텍스트 전용 모드로 맞추
고 Mouse option에서 「Graphical Mouse[x]」를 「Graphical Mouse[ ]」로
수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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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글 코드 변환 프로그램(CHAMEL.COM)
"CHAMEL.COM" 화일은 한글코드 변환 프로그램인 카멜레온의 실행 화일입니
다. 카멜레온은 도깨비와는 별개의 프로그램이지만 컴퓨터에서 한글을 쓸
때 요긴하므로 도깨비 프로그램과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글 코드 변환 프로그램 카멜레온은 임의의 코드로 작성된 한글을 또 다
른 코드의 한글로 바꾸어 줍니다. 예를 들어 삼보 KSSM 조합형으로 작성
된 한글이 포함되어 있는 화일을 금성 조합형의 한글로 바꾸어 새로운 화
일로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1-1. 카멜레온 사용방법
카멜레온의 사용 방법은 명령어 CHAMEL 뒤에 원래 화일의 한글 코드 부호
와 변환할 코드의 부호를 입력하고 그 뒤에 원래 화일의 이름과 새로이 만
들어질 화일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즉, 다음과 같이 합니다.
C:₩DKB51>CHAMEL/부호1부호2 화일명1 화일명2
위에서 '부호1'에는 원래 화일의 한글코드에 해당하는 부호를 쓰고, '부
호2'에는 변환하고자 하는 한글 코드의 부호를 써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화일명1은 원래 화일의 이름을, 화일명2는 변환되어 새로 만들어질 화일의
이름을 씁니다.
주의
'화일명1'과 '화일명2'를 같게 하면 안됩니다. 반드시 다른 이름을 주도록 주의하시기 바
랍니다. 화일을 변환한 뒤 원래의 화일을 지우려면 제대로 변환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한 다
음 원래의 화일을 지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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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변환가능한 한글코드
변환할 수 있는 한글 코드의 종류와 변환시 사용될 부호는 다음과 같습니
다.
부호
한글 코드
F
KS 완성형 한글 한자
K
삼보 KSSM 조합형 한글 한자
D
대우 DH 7비트 완성형 한글
O
옴니 7 비트 완성형 한글
1
삼보 TG 조합형 한글
2
삼성 SPC 조합형 한글
3
금성 MIGHTY 조합형 한글
4
종전 KS 조합형 한글
5
한글 도깨비 2 조합형 한글
6
대우 조합형 한글
7
7 비트 완성형 한글
1-3. 변환이 가능한 화일
변환 가능한 화일은 텍스트 화일, 디베이스 자료 화일(*.DBF) 그리고 로
터스 1-2-3 작업표 화일(*.WK1,*.WK3), 쿼트로프로의 작업표 화일(*.WQ1)
등입니다.
※ 경고 실행 화일은 기계어 코드가 한글 코드와 비슷한 점이 많아 변환을 하게 되면 프
로그램 자체가 깨어지기 때문에 한글 부분이 제대로 변환되더라도 프로그램이 실행되지 안
을수 있습니다.

1-4. 카멜레온의 도움말
카멜레온에 관한 도움말은 CHAMEL을 입력하거나 CHAMEL/H 뒤에 원하는 한
글 코드의 부호를 입력하면 볼 수 있습니다. 후자의 방법은 도움말을 H 뒤
에 지정한 한글 코드로 나오게 합니다.
도움말을 KS 완성형 한글로 출력하는 명령.

C:₩DKB51>CHAMEL/HF
코드 변환 중 서로
한
글 : 비슷한
한
자 : 한글로
특수기호 : 비슷한

대응되는 글자가 없을 때
글자로 바뀝니다.
바뀝니다.
특수기호나 영문자의 조합 또는 한글 등으로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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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쇄용 글꼴 회전 프로그램(RFONT.COM)
도깨비 인쇄 글꼴은 인쇄할 때 시간을 줄이기 위해 미리 돌려져 있어 글꼴
을 고치기가 다소 어렵습니다. 한글의 FONTCONV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글
꼴을 세운 다음 고치면 되겠지만 FONTCONV 프로그램은 한글 글꼴 방식의
헤더가 있어야만 변환이 되는데 도깨비의 인쇄용 글꼴화일은 헤더가 포함
되있지 않습니다.
RFONT.COM은 이러한 제약없이 도깨비 인쇄용 글꼴을 누워 있는 것은 세워
주고 선 것은 다시 뉘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RFONT 프로그램으로 돌릴
수 있는 글꼴 크기는 16×16, 24×24, 32×32, 40×40, 48×48 등입니다.

사용방법

RFONT를 사용하려면 프로그램 이름 뒤에 먼저 글꼴크기를 지정하고 그 다음에 변환하려는
화일 이름, 끝으로 변환되어 만들어질 화일 이름을 지정하면 됩니다. 만일 인쇄용 사용자
정의 글꼴을 세워서 USER1.FNT라는 화일을 만들려면 다음과 같은 명령을 주면 됩니다.

C:₩DKB51>RFONT/24 USER.FNT USER1.FNT
글꼴을 모두 고친 다음 본래대로 뉘어 놓으려면 같은 명령을 한번 더 주면 됩니다.

C:₩DKB51>RFONT/24 USER1.FNT USER.FNT

3.

램상주 해제 프로그램 (MARK.COM)
MARK.COM은 램상주된 여러개의 프로그램 (도깨비,V3RES 등)을 메모리에
서 제거하는 프로그램 입니다.
사용방법은 면저 MARK.COM을 실행한 후 다른 램상주 프로그램들을 실행
하여 사용하다가 램상주된 프로그램을 메모리에서 제거하고자 할때
'MARK/U' 또는 'MARK/R'을 실행하면 메모리에 Load된 램상주 프로그램들이
해제 됩니다.
** MARK/U -- MARK.COM이 처음 실행된 이후의 모든 램상주 프로그램을
해제시켜 줍니다.
** MARK/R -- MARK.COM이 처음 실행된 이후의 모든 램상주 프로그램을
해제시켜 주며 다시 한번 MARK.COM을 실행하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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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한글도깨비 글꼴 편집기 - HFED.EXE
한글 도깨비가 지닌 큰 장점의 하나는 그래픽 인쇄 기능입니다. 그래픽
인쇄는 한글 모듈이 없는 인쇄기에서도 한글로 찍을 수 있게 도와 주는 것
입니다. 또한 그래픽 인쇄는 인쇄에 쓰는 글꼴을 화일에서 읽어 오기 때
문에 사용자가 자기 취향에 맞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쇄 글꼴을 바꾸려면 글꼴 편집기가 있어야 하는데 레이저나 버블
젯 그래픽 인쇄용인 40*40이나 48*48 인쇄 글꼴 따위는 그 크기가 커서 한
번에 바로 고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어 이번에 자체로 글꼴 편집기,
HFED를 만들어 공급하기로 하였습니다.
4-1.

한글도깨비 글꼴 편집기 사용

글꼴 편집기 HFED.EXE는 비트맵 글꼴 편집기입니다. 편집할 수 있는 글
자 크기는 8*8에서 96*96까지 이며 편집할 수 있는 화일 크기나 글자 수에
는 제한이 없습니다. 이제 까지 나온 글꼴 편집기는 일반 메모리 크기에
제한을 받았지만 HFED에서는 디스크를 기초로 하였기 때문에 큰 화일도 쉽
게 고칠 수 있습니다. 다만 편집 속도는 다소 느려질 수 밖에 없는데 이는
SMARTDRV와 같은 디스크 캐시 프로그램을 먼저 띄우면 작업 속도가 많이
나아집니다.
HFED는 자판과 마우스를 함께 지원합니다. 그러나 자판으로 쓸 때보다는
마우스가 있을 때 훨씬 편리합니다. HFED에서 쓰인 명령 글쇠들은 가능하
면 현재 많이 쓰고 있는 한글과 컴퓨터사에서 만든 FED와 같게 해서 따로
배우지 않아도 되도록 하였습니다. FED와 다르거나 새로 보탠 명령 글쇠
는 F1을 눌러 그때 그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F10를 누르면 메뉴가
나오는데 여기서 각 메뉴항목에 매긴 명령 글쇠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한 글자를 고칠 때 F10를 누르면 글자 편집 명령에 대한 아이콘 도움
말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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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FED와 HFED의 차이점

글자 조합 기능
HFED에서 글꼴을 조합하는 버퍼는 셋입니다. 이것은 한글을 편집할 때 자
음과 모음과 받침을 각각 버퍼에 넣고 조합해 볼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조
합한 것은 현재 글꼴 화일에 끼워 넣을 수 있습니다. 글꼴 저장 글쇠를
< Ctrl+C > 누르면 "1, 2, 3, 모두"라는 메뉴가 나오며 원하는 곳에 저장
하면 됩니다. 각 버퍼에 있는 글꼴을 조합하려면 < S > 글쇠를 누르면 됩
니다. 화면 왼쪽에는 사각형이 넷 있는데 이것이 각 글꼴 조합 버퍼입니다
. 제일 윗 것은 현재 커서 위치 버퍼이며 다음은 차례로 1번과 2번과 3번
입니다. 화일에서 버퍼로 넣는 글쇠는 F2와 F3와 F4이며 버퍼 내용을 지우
는 글쇠는 < Alt+F2 >와 < Alt+F3 >와 < Alt+F4 >입니다. 또한 버퍼에서
현제 커서 위치로 가져오는 글쇠는 < Shift+F2 >와 < Shift+F3 > 와
< Shift+F4 >이며 전체 버퍼에서 가져오는 글쇠는 < Shift+F1 >입니다.
블럭 지정 기능
블록 지정은 블럭 시작 위치에서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고 커서를 끌고
가서 블럭 끝 위치에서 버튼을 놓으면 블럭이 지정됩니다. 자판으로 할 때
는 < Alt+A >를 누르면 블럭 시작 위치가 정해지며 그 다음은 커서를 옮겨
서 블럭 끝위치로 옮기면 됩니다. 단 블럭 지정은 한 페이지 안에서만 지
원되며 블럭을 지정하는 동안에는 화면이 스크롤 되지 않습니다.
이제 지정된 블록을 메모리로 복사하려면 블록 복사 < Alt+C > 글쇠를 누
르면 되며 블록 옮기기 < Ctrl+E > 글쇠를 누르면 그 내용이 메모리로 옮
겨가면서 현재 화일에서는 지워집니다. 블록쓰기 글쇠는 < Alt+W >입니다.
또한 HFED에서는 글꼴 화일이 바뀌어도 블록 버퍼를 지우지 않습니다. 따
라서 두 화일에 있는 글꼴을 합치려면 먼저 보태려는 글꼴이 있는 화일을
읽어서 원하는 내용을 블럭으로 복사하고 < Alt+C > 다음에 보탤 글꼴 화
일을 열어 원하는 자리에 블럭 쓰기를 < Alt+W >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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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자 편집 명령 - 마우스 아이콘
마우스 아이콘은 자판 없이 마우스만으로도 글꼴을 고치는 명령을 줄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마우스 아이콘은 글자 편집 화면 상태로 들어가면
자동으로 글자 화면 왼쪽에 나타납니다. 각각의 마우스 아이콘에 어떤 명
령이 대응되어 있는지 보려면 F10을 누르면 됩니다. 이중에서 X, Y는 가
로줄 고정과 세로줄 고정 기능으로 마우스에서만 쓰이며 자판에선 1, 2,
3, 4 글쇠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고정줄을 옮기려면 편집 화면에 오른쪽이
나 아래 빈 곳에서 왼쪽 마우스 버튼은 누르면 됩니다. 줄이 고정되면
'>' 아이콘을 누르면 고정된 줄앞에 줄이 삽입되고 반대로 '<' 아이콘을
누르면 현재 줄에서 한 줄을 없앱니다. 줄 고정을 해제하려면 다시 같은
아이콘을 누릅니다.
HFED 명령 글쇠들
(여기서 #는 Shift, @는 Alt, ^는 Ctrl 글쇠와 조합함을 뜻합니다.)
(화일 명령)
(화일 편집 명령)
(글꼴 편집 명령)
@O (글꼴 화일 열기)
^I (글자 보태기)
M (다음 글꼴)
@N (새 글꼴 화일)
^D (글자 지우기)
N (앞 글꼴)
@S (저장하기)
@A (페이지 블록 시작)
D (점 그리기)
@V (새 이름으로)
@C (페이지 블럭 복사)
E (점 지우기)
@F10 (도스 명령)
^E (페이지 블럭 옮기기)
R (연속 점 지우기)
@X (끝내기)
@W (페이지 블럭 쓰기)
F (연속 점 그리기)
^R (글자 버퍼에 넣기)
스페이스 바 (점 반전)
^G (글자 버퍼로 옮기기)
왼쪽 버튼 (점 그리기)
^F (글자 버퍼에서 꺼내기) 오른쪽버튼(점 지우기)
S (현재/버퍼 글꼴 보기)
X (왼쪽으로 옮김)
^C (글꼴 버퍼에 넣기)
C (오른쪽으로 옮김)
F1 (도움말 화면)
F2,F3,F4 (직접 넣기)
A (위로 옮김)
F7 (새 경로)
N (글꼴 버퍼 지우기)
Z (아래로 옮김)
F8 (새 화일명)
@F2,F3,F4 (직접 지우기)
O (좌로 돌리기)
F10 (편집 메뉴)
^V (글꼴 가져오기)
P (우로 돌리기)
오른쪽 버튼 (편집메뉴) #F1 (모든 글꼴 가져오기)
V (상하 뒤집기)
#F2,F3,F4 (직접 가져오기) H (좌우 뒤집기)
X (현재 글꼴에 XOR)
1 (칸 넣기)
2 (칸 지우기)
3 (줄 넣기)
4 (줄 지우기)
5 (칸 고정)
6 (줄 고정)
I (글꼴 반전)
^W (모두 지우기)
^Z (글꼴 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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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FED와 다르거나 새롭게 보탠 명령 글쇠들.
화일 읽기에서
- F7 (경로명 지정)
- F8 (화일명 지정)
화일 편집 화면에서
-

@A (페이지 블록 시작)
@C (페이지 블럭 복사)
^E (페이지 블럭 옮기기)
@W (페이지 블럭 쓰기)
^X => ^D (글자 하나 지우기)
마우스 오른쪽 버튼 (현재 커서에서 가장 가까운 메뉴)

글꼴 편집 화면에서
-

스페이스 바 (점 반전)
마우스 왼쪽 버튼
(점 그리기)
마우스 오른쪽 버튼 (점 지우기)
M (다음 글꼴 - 글꼴편집 화면에서 바로 다음 글꼴을 부름)
N (앞 글꼴 - 글꼴편집 화면에서 바로 앞 글꼴을 부름)
O (왼쪽으로 돌림)
P (오른쪽으로 돌림)
5 (가로 줄 고정)
6 (세로 줄 고정)

HFED를 많이 써 보시고 문제점을 지적해 주십시오.
한 쓸만한 유틸리티가 되게 하겠습니다.

사용자의 뜻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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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글도깨비 한자 낱말사전 - DDHJ.COM
도깨비 한자 낱말사전(DDHJ.COM)은 보통 문서편집기에서나 볼 수 있는 한
자 단어 입력 기능을 모든 일반 도스 응용 프로그램에서 쓸 있게 해주는
램상주 프로그램으로 한글로 된 한자 낱말을 쉽게 한자로 입력해 줄뿐 아
니라 한자 낱말을 한글로 다시 바꾸어 주기도 합니다. 또한 실행 중에 곧
바로 새 낱말을 보태거나 필요없는 낱말을 없앨 수도 있습니다.

5-1. DDHJ.COM 의 실행
먼저 한글 도깨비를 띄워 주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한자사전 자료화일인
HANJA.DIC이 DDHJ.COM과 같은 경로에 있어야 합니다. DDHJ가 제대로 설치
되면 다음과 같은 메시지가 나옵니다.
한글 도깨비 한자 단어 사전 Ver 1.0
(c) 1993-94 (주)한도 컴퓨터
5-2.
한자 낱말사전의 메뉴 부르기
한글이나 한자 낱말의 마지막 글자 첫 바이트에 커서를 놓고 한글도깨비에
서 정한 도깨비 한자 호출 글쇠를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한자 낱말이 있
으면 기존 한자 메뉴대신 한자 낱말 사전 메뉴가 뜨게 됩니다.
DDHJ 메뉴에는 같은 음을 같은 한자 낱말들이 나열되어 나타나는데 이중
에서 원하는 한자로 커서를 옮기고 나서 누르면 응용 프로그램 안에 한자
단어를 넣어 줍니다. 한편 만일 한자 사전 호출 글쇠를 바꾸려면 항상 도
깨비 한자 글쇠와 같게 되어 있으므로 DKBSETUP.EXE를 실행하여 한자 호출
글쇠를 바꾸면 됩니다.
5-3.

한자 단어 추가/삭제

1. 추가하려는 한자단어의 한글음을 입력 합니다.
2. 한자사전의 데이터화면을 호출 합니다.
3. 데이터화면이 표시된 상태에서 <Ins>글쇠를 누르면 한글 한 글자씩 해당하는 한자가 표
시됩니다.
4. 표시된 한자들의 모음에서 해당하는 글자를 선택하고 <Enter> (혹은 <Return>) 글쇠를
누르면 그다음 글자의 한자가 나옵니다.
5. 한자단어의 모든 글자가 완성될때 까지 위의 「4」 번을 반복하면 됩니다.

동음이어의 경우 최대 21개 까지 등록 가능.
지우기는 해당 낱말을 <Del>글쇠로 지우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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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한자 사전 프로그램의 램상주 제거
DDHJ를 /u 옵션을 주어 실행하면 됩니다.
C:₩DKB51>DDHJ/U
5-5.
낱말을 한자로 바꾸어 자판으로 돌려주는 방법.
한자단어를 자판으로 돌려 주는 쓰기 방법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쓰기 방
법의 종류는 다음 4가지가 있습니다.
INS1
INS2
OVR1
OVR2

-

끼워
끼워
겹쳐
겹쳐

쓰기
쓰기
쓰기
쓰기

모드
모드
모드
모드

1.
2.
1.
2.

커서
커서
커서
커서

움직임이
움직임이
움직임이
움직임이

한글
영문
한글
영문

한글자(2 byte) 단위.
한글자(1 byte) 단위. 삽입
한글자(2 byte) 단위.
한글자(1 byte) 단위. 수정
(초기치)

1) INS1, INS2 모드와 OVR1, OVR2 모드.
두 모드간의 차이점은 보통 문서 편집기에서의 그것과 비슷합니다.
INS모드로 설정하면 한글을 한자로 바꿀 때 한글을 그대로 둔채 한자를
뒤에 이어서 삽입합니다.
OVR모드로 설정하면 한글을 지운후 한자를 그위에 겹쳐 씁니다.
그런데, Lotus, Quattro등의 표계산 프로그램에서는 반드시 OVR모드로 설
정해야 합니다. 또한, 문서 편집기등 에서는 문서 편집기 자체의INS/OVR모
드에 따라 다양하게 작동하므로 주의하십시오.
2) INS1, OVR1 모드와 INS2, OVR2 모드.
두 모드가 다른 점은 커서 움직임입니다. 보통 영문 응용 프로그램에서는
커서 움직임이 영문 한바이트 단위로 작동합니다. 그러나 어떤 응용 프로
그램에서는 커서가 한글 자리에 커서가 놓여 있을때 커서를 한번만 움직여
도 커서가 한글 한글자(2 byte)만큼 움직이기도 합니다. 보통 영문 프로그
램에서는 INS2 나 OVR2로 설정하고 쓰면되고 하나 워드같은 한글 프로그램
에서는 INS1 또는 OVR1으로 놓아야 제대로 움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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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쓰기 방법 바꾸기.
(1) 도스 프롬프트 상에서 DDHJ 명령행 인수로 지정하여 쓰기 방법을 설정
할 수 있으며 DDHJ가 이미 실행된 다음에도 바꿀 수 있습니다.
DDHJ
DDHJ
DDHJ
DDHJ

/i1
/i2
/o1
/o2

---------

INS1
INS2
OVR1
OVR2

지정
지정
지정
지정

(2) 한자사전 메뉴화면에서 F2 글쇠를 누르면
OVR2 -> INS1 -> INS2 -> OVR1 -> OVR2...
순서로 상태가 바뀝니다.

5-6.

응용 프로그램에서 한자 낱말사전 사용하기

1) 로터스 1-2-3
쓰기 모드를 OVR2로 맞추어야 합니다.
Lotus 1-2-3 Rel 2.0 에서는 이미 입력되어 있는 단어를 바꿀 때문제가 있
습니다. Release 3.x부터는 이상없이 작동합니다.
2) 콰트로 프로
한자사전의 쓰기모드를 OVR2로 맞추고 한글 도깨비의 선문자 보호 기능
(메뉴 보조 스위치 7번)을 '보호수준 1'로 맞추어야 합니다.
3) 하나 워드
쓰기모드를 INS1또는 OVR1으로 맞추어야 합니다.
4) 쌈지(한글 로터스 1-2-3)
그래픽 모드로 동작하는 쌈지에서는 한자 낱말사전을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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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도스 에디터 (MS-DOS EDIT.COM)
단순히 단어를 바꿀 때는 정상적으로 작동하지만 새 한자 단어를등록한
다음 변환하면 바뀐 한자가 화면에 두번씩 써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
것은 도스 에디터가 키보드 입력을 복잡하게 관리하는데서오는 것인듯 한
데 쓰는데는 이상이 없습니다.
6) 기타.
기타 한글을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국내 응용 프로그램이나 그래픽모드 화
면에서 작동하는 응용 프로그램에서는 한자 사전을 쓸 수 없습니다.
*단어가 안 바뀔 때.
1) 한자가 없는 한글
KSC-5601에서 정한 한자 4888자에 들지 않는 한글은 당연히 바꿀 수 없습
니다. 만일 바꿀 수 없는 한글에 커서를 놓고 한자 사전을 부르면 특수
기호 입력 메뉴가 나타납니다.
2) 단어가 너무 길 때
도 비 한자사전은 최대 5음절로 된 낱말까지만 인식합니다.
글자가 넘는 낱말은 다섯 자만 읽고 나머지는 무시합니다.

따라서 다섯

3) 도깨비 버전 문제.
한글 도깨비5 초기 버전에선 한자 사전이 실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초
기 VDKB24.EXE 버전에서 한자사전이 실행되지 않으면 본사로 연락하여 최
근판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7.

한글도스 에뮬레이터 - HDOS.COM
마이크로소프트 한글 멀티플랜이나 큐닉스사에서 만든 편집기인 QEDIT와
같은 프로그램은 한글 도스가 아니면 아주 실행이 되지 않게 되어 있습니
다. 또한 한글 윈도우즈에서는 실행이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영문 도스에
서 실행하면 다음과 같은 메시지가 나옵니다.

주의

현재 사용중인 DOS는 한글 MS-DOS와 호환성이 없습니다.
따라서 한글 윈도우 3.1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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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문제는 도스 인터럽중 국가 정보 (38h) 기능과 2바이트 코드
(63h) 기능이 한글 도스와 맞지 않을 때 나타납니다. 이때 일부 프로그램
은 도스에 있는 COUNTRY 명령을 CONFIG.SYS 화일에 넣으면 제대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C:₩DOS 디렉토리에 COUNTRY.SYS 화일이 있다면 COUNTRY 명령
은 다음처럼 주면 됩니다.
COUNTRY=082, C:₩DOS₩COUNTRY.SYS
그러나 COUNTRY 명령을 주어도 여전히 한글 도스가 아니라는 메세지가 계
속 나오거나 제대로 실행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전에는 이들 기능을 한글 도깨비가 직접 지원하게 하였지만 도깨비를 메
모리에서 해제하면 마치 도스의 일부를 없앤 것으로 인식되어 도스 내부
명령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거나 시스템이 죽는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HDOS는 이러한 문제를 피하면서 영문 도스에서도 한글 멀티플랜 따위를
제대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해 줍니다.
HDOS는 한글 도스일 때는 필요 없으며 따라서 영문 도스에서만 실행됩니
다. 또한 HDOS는 메모리에서 해제할 수 없게 되어 있으니 한글 도깨비를
메모리에서 지울 수 있으려면 HDOS를 도깨비보다 먼저 띄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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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장 한글도깨비5 오류 문구
1. 프로그램을 하드디스크에 설치(INSTALL)
▣ Required DOS Version 3.3 or later
도스의 버전이 MS DOS 3.3 이전 것일때 나오는 문구 입니다.
▣ This Disk is Un-Authorized copy or broken
디스켓이 정상적이지 않을때 나오는 문구 입니다.
▣ Insufficient memory to run INSTALL
Requested minimum memory size is 256 Kbytes.
주기억 용량이 모자랄 때 입니다. 한글도깨비5를 인스톨하려면 256KB 이
상의 메모리가 필요합니다.
▣ Please insert original DKB 5.1 disk in drive A or B
인스톨 프로그램을 디스크에서 실행한 경우 입니다. 인스톨 프로그램은
A: 나 B: 드라이브에서만 실행됩니다.

2. 한글도깨비 환경설정 프로그램(DKBSETUP)
▣ Required DOS version 3.3 or later
도스의 버전이 MS DOS 3.3 이전 것일때 나오는 문구 입니다.
▣ Insufficient memory to run DKBSETUP.
Requested memory size is 128 Kbytes or more.
주기억 용량이 모자랄 때 입니다. 한글도깨비5의 환경설정 프로그램을 사
용하려면 128KB 이상의 메모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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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글도깨비5 주 실행 프로그램(MDKB5, VDKB5)
▣ Hangul DKB5.1 already installed
한글도깨비5가 이미 메모리에 설치되었을 때입니다.
▣ VDKB16 requires VGA Card
MDKB5 requires Mono Graphics Card
EDKB5 requires EGA Card
사용하는 그래픽 카드의 종류에 따라 적절한 실행 프로그램을 실행해야
하는데 그래픽 카드와 맞지 않은 프로그램을 실행한 경우입니다. VGA를
사용하는 컴퓨터에서 VDKB16이나 VDKB24를 사용해야하고 허큘리스를 사용
하는 컴퓨터에서는 MDKB5를 사용해야하며 EGA일 때는 EDKB5를 사용해야
합니다.
▣ No Hangul DKB5.1 Card
1. 한글도깨비 카드가 없거나 불량일 때 나오는 말입니다. 한글도깨비는
카드가 없으면 실행되지 않습니다.
2. 다른 카드와 충돌이 되는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대개
I/O 카드 등 충돌하는 카드의 포트 번호나 IRQ 번호를 다르게 맞추면 해
결됩니다.
▣ DKB5.1 Card Functional Error
DKB5.1 Card ROM Checksum Error
한글도깨비 카드에서 사용하는 포트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때입니
다. 이런 문제는 카드 자체의 문제일 수도 있고 다른 주변 장치와의 충
돌일 수도 있습니다.
한글도깨비5에서는 충돌을 줄이기 위해 시스템 메모리를 사용하지 않고
대신 카드에서 글자꼴을 읽어내기 위해 2F0h, 2F1h, 2F2h, 2F3h 네 개의
포트를 사용하는데 이로 인해 다른 주변장치와의 충돌일 수도 있습니다.
우선 카드 자체의 문제인지 다른 주변기기와의 충돌인지 구분을 해야 합
니다. 방법은 한글도깨비가 잘 실행되는 컴퓨터가 있다면 그 컴퓨터에
문제가 된 도깨비 카드를 꽂아서 실행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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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가 한 대 뿐이거나 모두 똑같은 컴퓨터만 있다면 컴퓨터를 가동시
키는데 꼭 필요한 장치 이외에는 모두 제거한 상태로 한글도깨비 카드를
꽂아서 작동시켜 보십시오. 이렇게 해도 한글도깨비가 실행되지 않으면
사용자가 직접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구입한 곳이나 본사로 연락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만일 위의 방법으로 한글도깨비5가 정상적으로 작동된다면 사용중인 다른
카드와 충돌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때는 다른 주변 장치를
하나씩 다시 장착하여 어느 주변장치와 문제를 일으키는지 알아낸 다음 충
돌하는 카드의 IRQ 번호 등을 바꾸어 보면 충돌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 Need At Least 256K Free XMS Memory
No HIMEM.SYS in memory
노트북용 한글도깨비를 사용할 때 필요한 XMS 메모리가 부족하거나
HIMEM.SYS가 없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필요한 XMS 용량을 확보
하거나 도스 4.0 이상의 HIMEM.SYS를 CONFIG.SYS에 DEVICE로 실행해 주어
야 합니다.
4. 한글도깨비를 램 상주 해제
(MDKB5/U, VDKB24/U, EDKB5/U,VDKB5/U)
▣ No Hangul DKB5.1 in memory
한글도깨비5가 메모리에 없을 때입니다.
▣ Can not uninstall Hangul DKB5.1
한글도깨비5를 메모리에서 제거할 수 없을 때입니다. 만일 한글도깨비5
를 실행한 뒤에 다른 램 상주 프로그램을 메모리에 올렸다면 그 프로그램
을 먼저 없애야만 합니다.
▣ Cannot uninstall device driver
한글도깨비를 CONFIG.SYS 화일에서 디바이스 드라이버로 실행하였을 때는
메모리에서 제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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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래픽 인쇄 프로그램(DP09, DP24, DP40)
▣ No Hangul DKB5.1 in memory. First run Hangul DKB5.1
한글도깨비5가 실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래픽 인쇄 프로그램을 실행하
였을 때 나오는 문구입니다. 그래픽 인쇄 프로그램은 한글도깨비가 실행
되어 있어야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한글도깨비5를 실행하십시오.
▣ Invalid option
Run "DP24/?" for assistance
사용할 수 없는 옵션을 주었거나 옵션을 잘 못 지정했을 때입니다. 그
래픽 인쇄 프로그램에 쓸 수 있는 옵션의 종류는 DP24/?와 같이 /? 옵션
을 주어서 실행하면 도움말이 나옵니다.
▣ DKB5.1 Printer Driver already installed
그래픽 인쇄 프로그램이 이미 실행되어 있는데 또다른 그래픽 인쇄 프로
그램을 실행하려 할 때입니다.
그래픽 인쇄 프로그램을 바꿔 사용하려면 먼저 /U 옵션을 써서 이전에
실행한 인쇄 프로그램을 램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 Cannot locate printer font-xxxx
지정한 디렉토리에 필요한 글꼴 화일이 없을 때입니다. 옵션을 써서
정확한 디렉토리를 지정하십시오. 또는 그래픽 인쇄 프로그램과 글꼴이
있는 디렉토리에서 실행하십시오
▣ DKB5.1 Printer Driver not in memory
그래픽 인쇄 프로그램을 실행하지 않은 채로 제거 옵션인 /U를 사용한
경우입니다.
▣ Invalid printer font file-xxxx
글씨꼴 화일이 망가졌을 때입니다.
화일을 다시 만들어 주십시오.

INSTALL을 실행하여 정상적인 글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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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용자 정의 글꼴(USERFONT)
▣ No Hangul DKB5.1 in memory
First run Hangul DKB5.1
한글도깨비가 실행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자 정의 글꼴 프로그램을
실행하려 했을 때 나옵니다. 먼저 한글도깨비를 실행하고 나서 사용자
정의 글꼴 프로그램을 실행해야 합니다.
▣ Requires Hangul DKB 4.1 or higher
사용자 정의 글꼴 기능은 한글도깨비 4.1 버전 이상에서만 쓸 수 있습니
다. 한글도깨비 4.01이나 4.03 등 이전 버전을 쓰고 계시면 프로그램 디
스켓을 한글도깨비5로 업그레이드하여 다시 설치하면 됩니다.
▣ Invalid option
USERFONT 명령에 쓸 수 있는 옵션은 /U 뿐입니다.
의 글꼴 프로그램을 램에서 제거할 때 쓰입니다.

/U 옵션은 사용자 정

▣ Bad font file
사용자 정의 글꼴 화일이 규격에 맞지 않을 때입니다. 사용자 정의 글
꼴 화일은 16×16 크기의 글꼴 188자가 들어 있어야 하며 화일의 헤더
(header)는 포함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사용자 정의 글꼴 화일의 크
기는 6016바이트이어야 합니다.
▣ DKB5.1 Userfont already installed
사용자 정의 글꼴 프로그램이 이미 실행되어 있습니다.
▣ DKB5.1 Userfont not in memory
사용자 정의 글꼴 프로그램이 램에 상주하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 사용자
정의 글꼴 제거 옵션을 실행시켰을 때입니다.

(주)한도컴퓨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