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빠른 설정 가이드
HL-2130, HL-2132, HL-2220, HL-2230,
HL-2240, HL-2240D, HL-2242D, HL-2250DN

KOR
버전 0

2

1
문서/설치 CD-ROM 빠른 설정 가이드 안전 및 법 규정

AC 전원 코드 드럼 장치 및 토너 카트리지 어셈블리
(사전 설치됨)

프린터에서 포장재 제거

소모품

바로 시작

이 프린터를 처음으로 사용하기 전에 이 빠른 설정 가이드를 읽고 
프린터를 설정하고 설치하십시오.
다른 언어 버전의 빠른 설정 가이드를 보려면 
http://solutions.brother.com/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일부 국가에서 제공되지 않는 모델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테스트 페이지 인쇄

3 용지함에 용지 공급

네트워크 사용자 (HL-2250DN 만 해당)

프린터 LED 표시

경고는 잠재적으로 위험한 상황을 
나타내며, 이러한 상황에 당면하게 되면 
사망에 이르거나 중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주의는 잠재적으로 위험한 상황을 
나타내며, 이러한 상황에 당면하게 되면 
경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경고

프린터 포장에 비닐 봉지가 사용됩니다. 비닐 봉지는 장난감이 아닙니다. 질식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이 비닐 봉지를 아기와 아이들의 손이 닿지 않는 데 두고 적절히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아래 그림과 같이 프린터 주변에 최소 간격을 유지하십시오.

100mm(4 in.)
100mm
(4 in.)

100mm
(4 in.) 120mm

(4.72 in.)

프린터 포장 풀기 및 부품 점검

 참고

원래 포장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자에 포함된 부품은 국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프린터를 운송해야 하는 경우 원래 포장에 프린터를 조심스럽게 다시 넣어 운송 중 손상을 방지합니다. 운반 설비로 프린터를 안전하게 •	
고정해야 합니다. 프린터를 다시 포장하는 방법은 사용자 설명서의 장치 포장 및 선적 참조하십시오.
인터페이스 케이블은 표준 주변 기기가 아닙니다. 사용하려는 인터페이스 (USB 또는 네트워크) 의 해당 인터페이스 케이블을 •	
구매하십시오.

USB 케이블
길이가 2미터 (6피트) 가 넘지 않는 USB 2.0 케이블 (유형 A/B) 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트워크 케이블
10BASE-T 또는 100BASE-TX 패스트 이더넷 네트워크용 직선 (straight-through) Category5 (이상) TP 케이블 (twisted-pair cable) 을 
사용하십시오.

프린터 LED 토너 부족3 토너 교체4 토너 수명 끝남 드럼 수명 
끝나감3

드럼 교체

Toner

Drum

Error
Ready

 
사용자 설명서

4장 4장 4장 4장 4장

프린터 LED 덮개 열림 
용지 걸림2

용지 없음 드럼 오류2 드럼 정지 서비스센터 
연락2

Toner

Drum

Error

Ready

 
사용자 설명서

5장 5장 5장 4장 3장

1   LED 가 1초 간격으로 켜졌다가 꺼집니다.
2   LED 가 0.5초 간격으로 켜졌다가 꺼집니다.
3   노란색 LED가 2초간 켜졌다가 3초간 꺼지며 깜빡입니다.
4   토너 설정을 계속 모드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Go 를 7회 누릅니다 (모든 LED 가 2번 깜빡인 다음 Ready LED 가 

켜집니다). 
LED 에 토너 수명 끝남 메시지가 표시될 때까지 프린터가 인쇄를 계속합니다.

 내부 토너가 고르게 분산되도록 토너를 좌우로 f. 
살짝 흔들어줍니다.

 드럼 장치와 토너 카트리지를 프린터에 다시 g. 
넣습니다.

 드럼 장치와 토너 카트리지를 꺼냅니다.e. 

 드럼에서 고무 밴드를 들어올립니다.c. 

 용지 스트립을 당겨서 그림에서 보듯이 보호막을 d. 
제거합니다.

 중요
AC 전원 코드를 아직 연결하지 마십시오.

 프린터 외부에서 포장 테이프를 제거하고 페이스다운 출력함에서 실리카 겔 a. 
팩(방습제)을 제거합니다.

 주의
실리카 팩을 먹지 마십시오. 즉시 폐기하십시오.

 용지함을 프린터에 다시 단단히 넣습니다. 프린터 안에 완전히 e. 
들어갔는지 확인합니다.

 용지 묶음을 잘 펼쳐 넣어서 용지 걸림 및 급지 오류를 방지하십시오.c.  프린터에서 용지함을 완전히 잡아 빼십시오.a. 
 초록색 용지 가이드 릴리스 레버를 누른 상태에서 b. 
용지함에 공급하고 있는 용지 크기에 맞추도록 용지 
가이드를 밀어 넣으십시오. 가이드가 슬롯에 단단히 
고정되는지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뒷면으로 이동하여 프린터 드라이버를 설치하십시오.

 d. Go 를 누르십시오. 프린터가 테스트 페이지를 인쇄합니다. 
테스트 페이지가 올바르게 인쇄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참고

이 기능은 컴퓨터에서 전송한 첫 번째 인쇄 작업 후 사용할 수 
없습니다.

 프린터의 전원 스위치를 켭니다.b. 
 프린터가 워밍업을 마친 후 c. Ready LED 가 깜빡이지 않고 
초록색이 됩니다.

 중요
인터페이스 케이블을 아직 연결하지 마십시오.

 AC 전원 코드를 프린터에 연결한 다음 AC 전원 콘센트에 연결합니다.a. 

소모품을 교체할 시기가 되면 제어판의 LED 에 오류가 표시됩니다. 해당 프린터의 
소모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tp://www.brother.com/original/ 에서 확인하거나 해당 지역 
Brother 대리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토너 카트리지 드럼 장치

 소모품 교체는 사용자 설명서의 소모품 교체를 참조하십시오.

 전원 스위치를 켤 때 c. Go 를 누른 채 유지합니다. 모든 
LED 에 불이 들어오고 Ready LED가 꺼질 때까지 Go 
를 누른 채 유지합니다.

 d. Go 를 해제합니다. 모든 LED 가 꺼지는지 
확인합니다.

 e. Go 를 6회 누릅니다. 인쇄 서버가 공장 출하 시 기본 
설정으로 재설정되었음을 나타내기 위해 모든 LED 
에 불이 들어오는지 확인합니다. 프린터가 다시 
시작합니다.

네트워크 설정을 공장 출하 시 
기본값으로 재설정

인쇄 서버를 공장 출하 시 기본 설정으로 재설정할 수 
있습니다(암호 및 IP 주소 정보 같은 모든 정보 재설정).

 프린터를 끕니다.a. 
 전면 덮개가 닫혀 있고 전원 코드가 연결되었는지 b. 
확인합니다.

 브라우저에 a. http://machine_ip_
address/를 입력합니다. (machine_
ip_address가 IP 주소 또는 인쇄 서버 
이름인 경우)

예: http://192.168.1.2/ �

  네트워크 사용자 설명서의 웹 기반 관리를 
참조하십시오.

웹 기반 관리(웹 브라우저)
Brother 인쇄 서버에는 HTTP (Hyper Text Transfer Protocol) 를 사용하여 상태를 
모니터링하거나 구성 설정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는 웹 서버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참고

관리자의 로그인 이름은 ‘•	 admin’ (대/소문자 구분) 이고 기본 암호는 ‘access’ 입니다.
Microsoft•	 ® Internet Explorer® 6.0 (이상) 이나 Firefox 3.0 (이상) (Windows®용) 및 Safari 3.0 (이상)
(Macintosh 용) 을 권장합니다. 또한 사용하는 모든 브라우저에서 JavaScript 및 Cookies를 항상 
사용 가능할 수 있도록 합니다. 웹 브라우저를 사용하려면 인쇄 서버의 IP 주소를 알아야 합니다. 
인쇄 서버의 IP 주소는 인쇄 설정 페이지에 있습니다.

깜박임:    또는    또는                      켜짐:    또는    또는                      꺼짐:  

프린터 LED 꺼짐 절전
초절전 

기다려 주십시오 
냉각 중1

준비 데이터 수신 중 
데이터 남음2

Toner
Drum
Error

Ready  
흐릿함

 참고

Legal 또는 Folio 크기 용지의 경우 용지함 바닥에 있는 릴리스 
버튼을 누른 다음 용지함 뒤쪽을 잡아당깁니다. (Legal 또는 Folio 
크기 용지는 일부 지역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프린터의 전면 덮개를 닫습니다.h.  전면 덮개를 엽니다.b. 

 용지함에 용지를 넣고 다음을 확인합니다.d. 
용지가 최대 용지 표시선 아래에 있습니다 ( � b b b). 
용지함에 용지 과잉 공급 시 용지 걸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쇄할 면이 아래로 가야 합니다. �
용지 가이드가 용지 측면에 닿으면 용지가 제대로 공급됩니다. �

http://solutions.brother.com/
http://www.brother.com/orig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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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전

설치 전

USB 인터페이스 케이블 사용자

마침

유선 네트워크 
케이블 사용자
(HL-2250DN 만 
해당)

피어 투 피어 네트워크 사용자

공유 네트워크 사용자

마침

마침

USB 인터페이스 케이블 사용자

마침

유선 네트워크 케이블 사용자 (HL-2250DN만 해당)

마침

프린터 설정 페이지 
인쇄

Mac OS X

프린터 설정 페이지에 네트워크 
설정을 포함하여 현재의 모든 프린터 
설정이 나와 있습니다.

 전면 덮개가 닫혀 있고 전원 코드가 a. 
연결되었는지 확인합니다.

 프린터를 켠 다음 프린터가 b. 
Ready (준비) 상태가 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2초 이내에 c. Go 를 3회 누릅니다. 
현재 프린터 설정 페이지가 
인쇄됩니다.

 참고

네트워크 사용자
프린터 설정 페이지에 IP Address 
0.0.0.0 이 표시되면 잠시 기다렸다가 
다시 시도해주십시오.

 참고

해당 프린터에 지정된 IP 주소를 
사용하는 경우 BRAdmin Light를 
사용하여 부팅 방법을 Static (정적)  
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네트워크 사용자 설명서에 
장치의 네트워크 설정 변경을 
참조하십시오.

이제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g. 다음을 클릭하십시오.

 참고

Brother 지원 화면이 
표시되면 선택한 다음 화면 
지침을 따르십시오.

 이 화면이 표시될 때까지 화면 지침을 따르십시오. f. 
목록에서 해당 프린터를 선택한 다음 확인을 
클릭합니다.

 참고

네트워크에 연결된 동일 모델이 하나 이상인 경우 MAC •	
주소 (이더넷 주소) 가 모델 이름 다음에 표시됩니다.
프린터 설정 페이지를 인쇄하여 프린터의 MAC 주소  •	
(이더넷 주소) 및 IP 주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우측에 있는 
프린터 설정 페이지 인쇄를 참조하십시오.

 e. Start Here OSX 아이콘을 두 번 
클릭합니다. 화면 지침을 따르십시오.

 참고

설치를 완료하는 데 몇 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프린터 드라이버 설치

 설치 CD-ROM 을 CD-ROM d. 
드라이버에 넣습니다.

 네트워크 케이블을 b.   
기호로 표시된 LAN 
커넥터에 연결한 다음 
허브의 빈포트에 
연결합니다.

 프린터 전원 스위치가 켜져 c. 
있는지 확인합니다.

 LAN 커넥터에서 보호 캡을 a. 
제거합니다.

이제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f. 다음을 클릭하십시오.

 참고

Brother 지원 화면이 표시되면 선택한 다음 화면 
지침을 따르십시오.

 이 화면이 표시될 때까지 화면 지침을 e. 
따르십시오. 목록에서 해당 프린터를 선택한 
다음 확인을 클릭합니다.

 d. Start Here OSX 아이콘을 두 번 클릭합니다. 
화면 지침을 따르십시오.

 참고

설치를 완료하는 데 몇 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프린터 드라이버 설치

 설치 CD-ROM을 CD-ROM c. 
드라이버에 넣습니다.

 USB 케이블을 a.  
기호로 표시된 USB 
커넥터에 연결한 다음 
사용자의 Macintosh 에 
연결합니다.

 중요
사용 중인 Mac OS X 에 대한 • 
최신 드라이버 및 정보는 
http://solutions.brother.com/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Mac OS X 10.4.0 - 10.4.10 사용자의 • 
경우 Mac OS X 10.4.11 - 10.6.x 로 
업그레이드하십시오.

기기에 로그인하고 사용자의 Macintosh 가 
켜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관리자 권한으로 
로그인해야 합니다.

이제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설정을 완료하려면 d. 
화면 지침을 
따르십시오.

 이 화면이 표시될 때까지 화면 지침을 따르십시오. 대기열을 선택한 다음 c. 
확인을 클릭합니다.

 참고

네트워크에서 기기 대기열의 위치 
또는 이름을 모르는 경우 관리자에게 
문의하십시오.

 b. 프린터 드라이버 설치를 클릭한 다음, 라이센스 
계약을 승인하려면 예를 클릭합니다.

프린터 드라이버 설치

 설치 CD-ROM 을 CD-ROM 드라이버에 a. 
넣습니다. 메시지가 표시되면 모델 및 언어를 
선택하십시오.

 참고

Brother 화면이 자동으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  내 
컴퓨터 (컴퓨터) 로 이동하여 CD-ROM 아이콘을 두 번 
클릭한 다음 start.exe 를 두 번 클릭합니다.

TCP/IP

 a 클라이언트 컴퓨터
 b 또한 "서버" 또는 "인쇄 서버"로 불림
 c TCP/IP 또는 USB
 d 기기

 참고

해당 프린터에 지정된 IP 주소를 
사용하는 경우 BRAdmin Light 를 
사용하여 부팅 방법을 Static (정적) 
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네트워크 사용자 설명서에서 장치의 
네트워크 설정 변경을 참조하십시오.

이제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설정을 완료하려면 화면 지침을 f. 
따르십시오.

 참고

프린터 설정 페이지를 인쇄하여 
프린터의 IP 주소 및 노드명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아래 프린터 설정 페이지 
인쇄를 참조하십시오.

 e. 프린터 드라이버 설치를 
클릭한 다음, 라이센스 계약을 
승인하려면 예를 클릭합니다.

프린터 드라이버 설치

 설치 CD-ROM 을 CD-ROM 드라이버에 d. 
넣습니다. 메시지가 표시되면 모델 및 언어를 
선택하십시오.

 참고

Brother 화면이 자동으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 내 컴퓨터
(컴퓨터) 로 이동하여 CD-ROM 아이콘을 두 번 클릭한 
다음 start.exe를 두 번 클릭합니다.

 네트워크 케이블을 b.  기호로 표시된 
LAN 커넥터에 연결한 다음 허브의 
빈포트에 연결합니다.

 프린터 전원 스위치가 켜져 있는지 c. 
확인합니다.

 LAN 커넥터에서 보호 a. 
캡을 제거합니다.

TCP/IPTCP/IP

 a 라우터
 b 기기

 참고

기기를 네트워크에 연결하려면 설치 
전에 시스템 관리자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기기를 켜고 화면 f. 
지침에 따라 설정을 
완료합니다.

 USB 케이블을 e.  기호로 표시된 USB 
커넥터에 연결한 다음 컴퓨터에 연결합니다.

 이 화면이 표시될 때까지 화면 지침을 d. 
따르십시오.

 c. 프린터 드라이버 설치를 클릭한 다음, 라이센스 
계약을 승인하려면 예를 클릭합니다.

 설치 CD-ROM 을 CD-ROM 드라이버에 넣습니다. 메시지가 b. 
표시되면 모델 및 언어를 선택하십시오.

 참고

Brother 화면이 자동으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 내 컴퓨터 (컴퓨터) 로 이동하여 
CD-ROM 아이콘을 두 번 클릭한 다음 start.exe 를 두 번 클릭합니다.

프린터 드라이버 설치 기기를 끄고 USB 인터페이스 케이블이 기기에 a. 
연결되지 않았는지 확인한 다음 프린터 드라이버 
설치를 시작합니다. 이미 케이블을 연결한 경우 
분리하십시오.

컴퓨터가 켜져 있고 관리자 권한으로 
로그인한 상태인지 확인합니다.

 중요
실행 중인 프로그램이 있다면 모두 • 
닫으십시오.
화면은 운영 체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참고

Windows Vista•	 ® 및 Windows® 7 사용자의 
경우, 사용자 계정 컨트롤 화면이 표시될 
때 허용 또는 예를 클릭하십시오.
보안 설정에 따라 기기 또는 소프트웨어를 •	
사용할 때 Windows 보안 또는 바이러스 
백신 소프트웨어 창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계속하려면 창을 허용하십시오.
XML Paper Specification 프린터 •	
드라이버 XML Paper Specification 
프린터 드라이버는 XML Paper 
Specification 문서를 사용하는 응용 
프로그램에서 인쇄할 때 가장 적합한 
드라이버입니다. Brother Solutions Center 
(http://solutions.brother.com/) 에  
액세스하여 최신 드라이버를  
다운로드하시기 바랍니다. 

Windows®

 중요
전원이 공급되지 않은 USB 허브 또는 키보드의 USB • 
포트에 프린터를 연결하지 마십시오.
프린터를 컴퓨터에 직접 연결합니다.• 

 기기 전원 스위치가 켜져 있는지 확인합니다.b. 

Brother Solutions Center (http://solutions.brother.com/) 에서 사용자  
기기의 최신 드라이버 및 유틸리티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Brother CreativeCenter

영감을 불어넣으십시오. 아래 주소로 
당사에서 운영하는 무료 웹 사이트인 
Brother CreativeCenter에 접속하여 
넘치는 아이디어와 무궁무진한 
리소스를 개인적으로 또는 전문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http://www.brother.com/creativecenter/

http://solutions.brother.com/
http://solutions.brother.com/
http://solutions.brother.com/
http://www.brother.com/creativecent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