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rPrint 가이드



Brother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 적용 가능한 모델

• 표기법

• 상표

• 중요 사항

적용 가능한 모델

본 사용자 가이드는 다음과 같은 모델에 적용됩니다.

1줄 LCD 모델: HL-L5100DN/HL-L5200DW/HL-L6200DW

1.8인치 터치스크린 LCD 모델: HL-L6400DW

DCP 및 MFC 모델:DCP-L5600DN/MFC-L5700DN/MFC-L5755DW/MFC-L5900DW/MFC-L6700DW/
MFC-L6900DW

  관련 정보

• Brother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표기법

본 사용자 가이드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호와 표기를 사용합니다.

팁 아이콘은 힌트와 보충 정보를 제공합니다.

  관련 정보

• Brother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상표

BROTHER는 Brother Industries, Ltd.의 상표 또는 등록 상표입니다.

Apple, AirPrint, Macintosh, Mac OS, Safari, iPad, iPhone, iPod touch 및 OS X는 미국 및 기타 국가에 등록된
Apple Inc.의 상표입니다.

Wi-Fi Direct는 Wi-Fi Alliance®의 등록 상표입니다.

본 설명서에 언급된 소프트웨어 타이틀을 소유한 회사마다 특정 소유 프로그램에 적용되는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계약이 있습니다.

Brother 제품, 관련 문서 및 기타 자료에 나타나는 회사의 상표 이름과 제품 이름은 모두 해당 회사 각각의 상표
또는 등록 상표입니다.

  관련 정보

• Brother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중요 사항

Works with Apple 배지의 사용은 액세서리가 배지에 명시된 기술을 활용하여 작동하도록 특별히 개발되었고
Apple 성능 표준을 충족한다는 인증을 개발자로부터 받았음을 의미합니다.

달리 지정되지 않은 경우 본 설명서에 나와 있는 OS X 화면 메시지는 OS X v10.9.x의 화면 메시지입니다.

사용 중인 운영 체제에 따라 컴퓨터의 화면 메시지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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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정보

• Brother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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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me > AirPrint를 사용하기 전에

AirPrint를 사용하기 전에

• AirPrint란?

• 지원되는 운영 체제

• 네트워크 설정

• 웹 기반 관리(웹 브라우저)를 사용하여 AirPrint를 실행/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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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me > AirPrint를 사용하기 전에 > AirPrint란?

AirPrint란?

AirPrint를 사용하면 드라이버를 설치할 필요 없이 iPad, iPhone 및 iPod touch에서 사진, 전자 메일, 웹 페이지
및 문서를 무선으로 인쇄할 수 있는 모바일 인쇄 솔루션입니다.

1

2

1. 인쇄 요청

2. 인쇄

AirPrint를 사용하면 인쇄할 필요 없이 Mac 컴퓨터에서 팩스를 송신할 수 있습니다.

1

2

3

4

1. 유선 또는 무선 네트워크

2. Brother 제품

3. 전화 회선

4. 수신자의 제품

AirPrint를 사용하면 드라이버를 설치하지 않아도 Mac 컴퓨터에서 문서를 스캔할 수 있습니다(OS X v10.9 이상
에서 사용 가능).

1

2

1. 스캔 요청

2. 스캔한 문서

  관련 정보

• AirPrint를 사용하기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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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me > AirPrint를 사용하기 전에 > 지원되는 운영 체제

지원되는 운영 체제

AirPrint는 최신 버전의 iOS를 실행 중인 iPad(모든 모델), iPhone(3GS 이상) 및 iPod touch(3세대이상) 장치와
호환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Apple 웹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http://support.apple.com/kb/HT4356).

  관련 정보

• AirPrint를 사용하기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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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me > AirPrint를 사용하기 전에 > 네트워크 설정

네트워크 설정

AirPrint를 사용하려면 구입하신 Brother 제품과 연결된 무선 네트워크에 모바일 장치를 연결해야 합니다.

AirPrint는 애드혹(Ad-hoc) 모드, 인프라 모드 또는 Wi-Fi Direct®를 사용하는 무선 연결을 지원합니다.

모바일 장치를 무선 연결용으로 구성하려면 해당 모바일 장치의 사용자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Safari에서

을 눌러 Apple 웹사이트에 있는 해당 모바일 장치의 사용자 설명서에 대한 링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무선 네트워크에서 Brother 제품을 구성하려면 Brother 솔루션 센터(support.brother.com)의 Manuals 페이지에
서 Brother 제품의 빠른 설정 가이드 또는 온라인 사용자 가이드를 참조하십시오. Brother 제품이 유선 네트워크
를 지원하는 경우 네트워크 케이블을 사용하여 무선 액세스 포인트/라우터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Brother 제품이 Wi-Fi Direct®를 지원하는 경우 및 Brother 제품을 Wi-Fi Direct® 네트워크로 구성하려는 경우
Brother 솔루션 센터(support.brother.com)의 Manuals 페이지에서 Brother 제품의 온라인 사용자 가이드를 참
조하십시오.

애드혹(Ad-hoc) 모드

무선 액세스 포인트/라우터 없이 구입하신 Brother 제품에 모바일 장치를 연결하십시오.

2

1

1. 모바일 장치

2. 무선 네트워크 제품(구입하신 Brother 제품)

모바일 장치에서 iOS7.0.x를 실행 중인 경우에는 애드혹(Ad-hoc) 모드로 AirPrint를 사용할 때 구입하신
Brother 제품에 대해 IPv6을 사용하도록 설정해야 합니다.

인프라 모드

무선 액세스 포인트/라우터를 통해 구입하신 Brother 제품에 모바일 장치를 연결하십시오.

• 제품의 무선 기능을 사용하여 Brother 제품을 무선 액세스 포인트/라우터에 연결하는 경우

3
21

1. 모바일 장치

2. 무선 액세스 포인트/라우터

3. 무선 네트워크 제품(구입하신 Brother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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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트워크 케이블을 사용하여 Brother 제품을 무선 액세스 포인트/라우터에 연결하는 경우(지원되는 모델
만 해당)

4
3

21

1. 모바일 장치

2. 무선 액세스 포인트/라우터

3. 네트워크 케이블

4. 유선 또는 무선 네트워크 제품(구입하신 Brother 제품)

Wi-Fi Direct® 네트워크

Wi-Fi Direct®를 사용하여 구입하신 Brother 제품에 모바일 장치를 연결하십시오. Wi-Fi Direct®를 사용하면
액세스 포인트를 사용할 필요 없이 구입하신 Brother 제품과 모바일 장치 간에 보안 무선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2

1

1. 모바일 장치

2. 무선 네트워크 제품(구입하신 Brother 제품)

  관련 정보

• AirPrint를 사용하기 전에

관련 내용:

• 제품에 문제가 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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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me > AirPrint를 사용하기 전에 > 웹 기반 관리(웹 브라우저)를 사용하여 AirPrint를 실행/해제

웹 기반 관리(웹 브라우저)를 사용하여 AirPrint를 실행/해제

Brother 제품이 컴퓨터와 동일한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1. 웹 브라우저를 시작합니다.

2. 브라우저의 주소 표시줄에 "http://machine's IP address/"("machine's IP address"는 제품의 IP 주소)를 입
력합니다.

예:

http://192.168.1.2

제품의 IP 주소를 찾으려면 네트워크 구성 리포트를 인쇄하십시오. uu 관련 정보

3. 기본적으로 암호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암호를 설정한 경우 암호를 입력하고 을 클릭합니다.

4. Network (네트워크) 탭을 클릭합니다.

5. 왼쪽 탐색 표시줄에서 Protocol (프로토콜)을 클릭합니다.

6. AirPrint를 해제하려면 AirPrint 확인란을 선택 취소합니다. AirPrint를 실행하려면 AirPrint 확인란을 선택합니
다.

기본적으로는, AirPrint가 실행됩니다.

7. Submit (전송)을 클릭합니다.

8. 제품을 다시 시작하여 구성을 활성화합니다.

  관련 정보

• AirPrint를 사용하기 전에

• 네트워크 구성 리포트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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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me > AirPrint를 사용하기 전에 > 웹 기반 관리(웹 브라우저)를 사용하여 AirPrint를 실행/해제 > 네트워
크 구성 리포트 인쇄

네트워크 구성 리포트 인쇄

네트워크 구성 리포트는 네트워크 인쇄 서버 설정을 비롯한 네트워크 구성이 나열됩니다.

• 노드 이름: 노드 이름은 현재 네트워크 구성 리포트에 나타납니다. 기본 노드 이름은 유선 네트워크의
경우 "BRNxxxxxxxxxxxx", 무선 네트워크의 경우 "BRWxxxxxxxxxxxx"("xxxxxxxxxxxx"는 구입하신 제품
의 MAC 주소/이더넷 주소)입니다.

• 네트워크 구성 리포트에 표시된 [IP Address]가 0.0.0.0인 경우 1분 정도 기다렸다가 다시 인쇄해
보십시오.

• 보고서에서 구입하신 제품의 설정(IP 주소, 서브넷 마스크, 노드 이름, MAC 주소 등)을 찾을 수 있습니
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IP 주소: 192.168.0.5

- 서브넷 마스크: 255.255.255.0

- 노드 이름: BRN000ca0000499

- MAC 주소: 00-0c-a0-00-04-99

>> HL-L5100DN/HL-L5200DW/HL-L6200DW
>> HL-L6400DW
>> DCP-L5600DN/MFC-L5700DN/MFC-L5755DW/MFC-L5900DW/MFC-L6700DW/MFC-L6900DW

HL-L5100DN/HL-L5200DW/HL-L6200DW

1. a 또는 b를 눌러 [Machine Info. (기기 정보)] 옵션을 선택한 다음 OK를 누릅니다.

2. a 또는 b를 눌러 [Print NetSetting (NetSetting 인쇄)]를 선택합니다.

3. OK를 누릅니다.

HL-L6400DW

1.  [설정] > [장비 정보] > [NetSetting 인쇄]를 누릅니다.

2. [OK]를 누릅니다.

3. 를 누릅니다.

DCP-L5600DN/MFC-L5700DN/MFC-L5755DW/MFC-L5900DW/MFC-L6700DW/
MFC-L6900DW

1. [ ] [설정] > [모든 설정] > [보고서 인쇄] > [네트워크 구성]을 누릅니다.

2. [예]를 누릅니다.

  관련 정보

• 웹 기반 관리(웹 브라우저)를 사용하여 AirPrint를 실행/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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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me > 인쇄

인쇄

• iPad, iPhone 및 iPod touch에서 인쇄

• OS X v10.8.5 이상을 사용하여 인쇄하기 전에

• OS X v10.8.5 이상을 사용하여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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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me > 인쇄 > iPad, iPhone 및 iPod touch에서 인쇄

iPad, iPhone 및 iPod touch에서 인쇄

인쇄 절차는 응용 프로그램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아래 예에서는 Safari를 사용합니다.

1. 구입하신 Brother 제품이 켜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2. Safari를 사용하여 인쇄할 페이지를 엽니다.

3.  또는 를 누릅니다.

4. 인쇄를 누릅니다.

5. 구입하신 Brother 제품이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6. 다른 제품이 선택된 경우(또는 프린터가 선택되지 않은 경우) 프린터를 누르십시오.

사용 가능한 제품 목록이 나타납니다.

7. 목록에서 구입하신 제품의 이름을 누릅니다.

8. 인쇄 매수, 양면 인쇄(구입하신 제품에서 지원하는 경우) 등의 원하는 옵션을 선택합니다.

9. 인쇄를 누릅니다.

  관련 정보

•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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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me > 인쇄 > OS X v10.8.5 이상을 사용하여 인쇄하기 전에

OS X v10.8.5 이상을 사용하여 인쇄하기 전에

OS X v10.8.5 이상을 사용하여 인쇄하기 전에 구입하신 Brother 제품을 Macintosh 컴퓨터의 프린터 목록에
추가하십시오.

1. Apple 메뉴에서 시스템 환경설정를 선택합니다.

2. 프린트 및 스캔 또는 프린터 및 스캐너를 클릭합니다.

3. 왼쪽 프린터 창 아래의 +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4. 프린터 또는 스캐너 추가…를 클릭합니다. 추가 화면이 나타납니다.

5. 구입하신 Brother 제품을 선택하고 사용 팝업 메뉴에서 AirPrint를 선택합니다.

6. 추가를 클릭합니다.

  관련 정보

•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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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me > 인쇄 > OS X v10.8.5 이상을 사용하여 인쇄

OS X v10.8.5 이상을 사용하여 인쇄

인쇄 절차는 응용 프로그램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아래 예에서는 Safari를 사용합니다. 인쇄하기 전에 구입하
신 Brother 제품이 Macintosh의 프린터 목록에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1. 구입하신 Brother 제품이 켜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2. Macintosh 컴퓨터에서 Safari를 사용하여 인쇄할 페이지를 엽니다.

3. 파일 메뉴를 클릭한 다음 프린트를 선택합니다.

4. 구입하신 Brother 제품이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다른 제품이 선택되어 있거나 선택된 프린터가 없으
면 프린터 팝업 메뉴를 클릭하고 Brother 제품을 선택합니다.

5. 인쇄 매수, 양면 인쇄(구입하신 제품에서 지원하는 경우) 등의 원하는 옵션을 선택합니다.

6. 프린트를 클릭합니다.

  관련 정보

•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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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me > 스캔(프린터 모델에서는 사용할 수 없음)

스캔(프린터 모델에서는 사용할 수 없음)

• OS X v10.9 이상을 사용하여 스캐닝하기 전에

• OS X v10.9 이상을 사용하여 스캔

12



 Home > 스캔(프린터 모델에서는 사용할 수 없음) > OS X v10.9 이상을 사용하여 스캐닝하기 전에

OS X v10.9 이상을 사용하여 스캐닝하기 전에

관련 모델: DCP-L5600DN/MFC-L5700DN/MFC-L5755DW/MFC-L5900DW/MFC-L6700DW/MFC-L6900DW

OS X v10.9 이상을 사용하여 스캐닝하기 전에 구입하신 Brother 제품을 Macintosh 컴퓨터의 스캐너 목록에
추가하십시오.

1. Apple 메뉴에서 시스템 환경설정를 선택합니다.

2. 프린터 및 스캐너를 클릭합니다.

3. 왼쪽 스캐너 창 아래의 +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4. 프린터 또는 스캐너 추가…를 클릭합니다.

추가 화면이 나타납니다.

5. 구입하신 Brother 제품을 선택하고 사용 팝업 메뉴에서 AirPrint를 선택합니다.

6. 추가를 클릭합니다.

  관련 정보

• 스캔(프린터 모델에서는 사용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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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me > 스캔(프린터 모델에서는 사용할 수 없음) > OS X v10.9 이상을 사용하여 스캔

OS X v10.9 이상을 사용하여 스캔

관련 모델: DCP-L5600DN/MFC-L5700DN/MFC-L5755DW/MFC-L5900DW/MFC-L6700DW/MFC-L6900DW

스캐닝하기 전에 구입하신 Brother 제품이 Macintosh 컴퓨터의 스캐너 목록에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1. 문서를 공급합니다.

2. Apple 메뉴에서 시스템 환경설정를 선택합니다.

3. 프린터 및 스캐너를 클릭합니다.

4. 스캐너 목록에서 Brother 제품을 선택합니다.

5. 스캔 탭을 클릭한 다음 스캐너 열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스캐너 화면이 나타납니다.

6. 문서를 ADF에 넣을 경우 도큐멘트 공급기 사용 확인란을 선택한 다음 스캔 크기 설정 팝업 메뉴에서 문서 크
기를 선택합니다.

7. 대상 설정 팝업 메뉴에서 대상 폴더 또는 대상 응용 프로그램을 선택합니다.

8. 필요할 경우 세부사항 보기를 클릭하여 스캐닝 설정을 변경합니다.

스캐너 유리에서 스캔할 때 마우스 포인터를 원하는 스캔 위치로 끌어와서 이미지를 수동으로 잘라낼 수 있
습니다.

9. 스캔를 클릭합니다.

  관련 정보

• 스캔(프린터 모델에서는 사용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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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me > 팩스 송신(MFC 모델의 경우)

팩스 송신(MFC 모델의 경우)

• OS X v10.8.5 이상을 사용하여 팩스를 전송하기 전에

• OS X v10.8.5 이상을 사용하여 팩스 송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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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me > 팩스 송신(MFC 모델의 경우) > OS X v10.8.5 이상을 사용하여 팩스를 전송하기 전에

OS X v10.8.5 이상을 사용하여 팩스를 전송하기 전에

관련 모델: MFC-L5700DN/MFC-L5755DW/MFC-L5900DW/MFC-L6700DW/MFC-L6900DW

팩스를 송신하기 전에 구입하신 Brother 제품을 Macintosh 컴퓨터의 프린터 목록에 추가하십시오. 구입하신
Brother 제품이 전화선에 연결되어 올바르게 작동하는지 확인합니다.

1. Apple 메뉴에서 시스템 환경설정를 선택합니다.

2. 프린트 및 스캔 또는 프린터 및 스캐너를 클릭합니다.

3. 왼쪽 프린터 창 아래의 +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4. 프린터 또는 스캐너 추가…를 클릭합니다. 추가 화면이 나타납니다.

5. 구입하신 Brother 제품을 선택하고 사용 팝업 메뉴에서 AirPrint를 선택합니다.

6. 추가를 클릭합니다.

  관련 정보

• 팩스 송신(MFC 모델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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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me > 팩스 송신(MFC 모델의 경우) > OS X v10.8.5 이상을 사용하여 팩스 송신

OS X v10.8.5 이상을 사용하여 팩스 송신

관련 모델: MFC-L5700DN/MFC-L5755DW/MFC-L5900DW/MFC-L6700DW/MFC-L6900DW

구입하신 Brother 제품이 Macintosh 컴퓨터의 프린터 목록에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AirPrint는 흑백 팩스 문서만 지원합니다.

• 표지는 현재 OS X v10.8에서 지원되지 않습니다.

1. 구입하신 Brother 제품이 켜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2. Macintosh 컴퓨터에서 Apple TextEdit를 사용하여 팩스로 송신할 파일을 엽니다.

3. 파일 메뉴를 클릭한 다음 프린트를 선택합니다.

4. 프린터 팝업 메뉴를 클릭한 다음, Brother MFC-XXXX - Fax(여기서 XXXX는 모델 이름)를 선택합니다.

5. 팩스 수신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6. 팩스를 클릭합니다.

  관련 정보

• 팩스 송신(MFC 모델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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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me > 문제 해결

문제 해결

• 제품에 문제가 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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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me > 문제 해결 > 제품에 문제가 있을 경우

제품에 문제가 있을 경우

이 표에서는 구입하신 Brother 제품에서 AirPrint를 사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일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 정보를 읽은 후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Brother 솔루션 센터(support.brother.com)를 방문
하고, FAQs & Troubleshooting을 클릭한 다음, 사용 중인 Brother 제품을 선택하십시오.

문제 제안

프린터 목록에 내 Brother 제품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구입하신 Brother 제품이 켜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네트워크 설정을 확인하십시오. uu 관련 정보

모바일 장치를 무선 액세스 포인트/라우터나 구입하신
Brother 제품 가까이로 이동합니다.

인쇄할 수 없습니다. 구입하신 Brother 제품이 켜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네트워크 설정을 확인하십시오. uu 관련 정보

iOS 장치에서 여러 페이지로 된 문서를 인쇄하려고 하면
첫 페이지만 인쇄됩니다.

최신 버전의 iOS를 실행 중인지 확인합니다.

AirPrint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pple 지원 문서(http://
support.apple.com/kb/HT4356)를 참조하십시오.

  관련 정보

• 문제 해결

관련 내용:

• 네트워크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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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홈페이지를 방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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