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부 모델은 일부 국가에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최신 설명서는 다음 주소의 Brother Solutions Center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support.brother.com

빠른 설정 가이드

ADS-2400N / ADS-2800W / ADS-3000N / ADS-3600W

제품을 설정하기 전에 제품 안전 가이드를 읽으십시오.

 경고 경고는 피하지 않을 경우 인명 피해나 심각한 부상을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 상황을 나타
냅니다.

별도로 명시하지 않는 한 이 설명서의 그림은 ADS-3600W의 이미지입니다.
주석

• 제품을 배송해야 할 경우에 대비해 원래 포장을 보관할 것을 권장합니다.
• 제공된 USB 케이블을 사용하여 제품을 컴퓨터에 연결합니다.

주석

제품 포장 풀기 및 구성품 점검

제품 준비

필요한 경우 언어 선택(터치스크린 모델에 한함)

a. 제품의 터치스크린에서 을 누릅니다.

b. ▲ 또는 ▼를 누르고 [초기 설정] 을 선택합니다.

c. [사용 언어] 를 누릅니다.

d. ▲ 또는 ▼를 누르고 언어를 선택합니다.

e. 를 누릅니다.

• 이 제품은 비닐 봉지에 포장되어 있습니다. 질식을 방지하기 위해 비닐 봉지를 아이와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십시오. 포장재는 장난감이 아닙니다.

• 이 제품과 함께 제공된 AC 어댑터만 사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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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F  
(자동 문서 공급 장치)

AC 어댑터

제품 안전 가이드 빠른 설정 가이드

USB 인터페이스 케이블 설치 디스크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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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F를 장착합니다. AC 어댑터를 연결합니다. 용지함을 폅니다.

보증서

제품 연결 및 소프트웨어 설치
선호하는 스캔 방법을 선택합니다.
ADS-2400N 또는 ADS-3000N을 사용하는 경우 Wi-Fi를 통해 네트워크에 연결할 수 없습니다.

스캐너를 컴퓨터와 함께 사용

스캐너를 모바일 장치와 함께 사용하거나 독립형 장치로 사용 
(네트워크에 Wi-Fi 연결)

스캐너를 모바일 장치와 함께 사용(네트워크에 LAN 케이블 연결)

스캐너를 독립형 장치로 사용(네트워크에 LAN 케이블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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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캐너를
컴퓨터와 함께 사용

네트워크에 Wi-Fi 연결

A

네트워크에 LAN 케이블 연결

컴퓨터에 USB 케이블 연결

스캐너를 모바일 장치와 함께 
사용

네트워크에 Wi-Fi 연결

 - 네트워크에 연결된  
컴퓨터

 - 네트워크에 연결되지 않은  
컴퓨터

A

B
네트워크에 LAN 케이블 연결

C

스캐너를  
독립형 장치로 사용

네트워크에 Wi-Fi 연결

 - 네트워크에 연결된  
컴퓨터

 - 네트워크에 연결되지 않은  
컴퓨터

A

B
네트워크에 LAN 케이블 연결

D

DVD 드라이브가 있는 Windows® 컴퓨터 
주석:
Brother 화면이 자동으로 나타나지 않을 경우 

 (시작) > 컴퓨터 (내 컴퓨터) 를 클릭합니다.
(Windows® 8/8.1/10: 작업 표시줄에서  (파일 탐색기) 아이콘을 클릭한 
다음, 이 컴퓨터 / 이 PC로 이동합니다.)
DVD 아이콘을 두 번 클릭한 다음, start.exe를 두 번 클릭합니다.

화면 지침에 
따라 설치를 
계속합니다.

완료
주석: 완료되면 
컴퓨터를 다시 
시작합니다.

Macintosh 및 DVD 드라이브가 없는 Windows® 컴퓨터
Brother Solutions Center 에서 전체 드라이버와 소프트웨어 패키지를 다운로드합니다. 
support.brother.com

스캐너를 모바일 
장치와 함께 사용하는 
경우

“Brother iPrint&Scan”을 다운로 
드하여 모바일 장치에서 제품 
사용을 시작합니다.  
solutions.brother.com/ips 로 
이동하여 해당 제품과 모바일 
장치를 선택하고 “Brother iPrint&Scan”을 
다운로드합니다.

완료1.  > [설정 마법사] > [예].

2. SSID를 선택합니다.
네트워크 키를 입력합니다.

3. LCD에 [연결됨] 이 
표시됩니다.

스캐너를 독립형 
장치로 사용하는 경우

LAN 케이블을 사용하여 제품을 
네트워크에 연결합니다.

“Brother iPrint&Scan”을 다운로드하여  
모바일 장치에서 제품 사용을 시작합니다.  
solutions.brother.com/ips 로 이동하여 해당 
제품과 모바일 장치를 선택하고 “Brother 
iPrint&Scan”을 다운로드합니다.

완료

LAN 케이블을 제품에 연결합니다. 완료

SSID를 찾을 수 없는 경우 네트워크 관리자 또는 무선 액세스 포인트/라우터 제조업체에 문의하십시오.
주석

완료

보안 네트워크 액세스 
제품의 기본 암호는 스캐너 뒷면의 라벨에 적혀 있습니다(“Pwd”로 시작합니다). 무단 액세스로부터 제품을 보호하기 위해 
암호를 변경할 것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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