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  무선 네트워크 설정 가이드
본 가이드에서는 무선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ScanNCutCanvas (http://ScanNCutCanvas.Brother.com/)에서 생성된 데이터를 
해당 커팅기로 전송하고 해당 기기에서 편집한 데이터를 ScanNCutCanvas에 저장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을 제공합니다. 
설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무선 네트워크 설정 가이드”를 참조하세요.

기기를 무선 네트워크에 연결

참고
또한 응용 프로그램 “WLAN Assistant Wizard (WLAN 도우미 마법사)”(WAW)를 사용하여 해당 기기를 무선 네트워크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http://solutions.brother.com/snc2waw에서 응용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세요. 나타나는 지침에 따라 설정을 수행하세요.• 

ScanNCutCanvas를 통한 해당 기기 등록(“ScanNCut Online”설정)

XG5779-001

시작 단계는 위의 “기기를 무선 네트워크에 연결”에서 3단계를 완료한 후 나타나는 마지막 화면에 따라 
다릅니다.

사례 1:  
활성화 필요

단계 4 단계 5

사례 2:  
활성화 필요 없음

단계 5
기기 No.가 표시됩니다.

2

6페이지를 표시하고, “Network (네트워크)” 
아이콘을 선택한 다음 WLAN을 활성화하세요.

6

을 클릭한 다음 “ScanNCut Online” 메뉴에서 “PIN 코드 
확인”를 클릭하세요.

화면은 실제 화면과 다를 수 있습니다.* 

3 아래 
“ScanNCutCanvas 
를 통한 해당 
기기 등록”을 
계속하세요.

“Setup Wizard (설정 마법사)” 아이콘을 선택한 다음 SSID를 선택하세요.
무선 액세스 포인트/라우터에 대한 네트워크 키(암호)를 입력하세요.

무선 네트워크 연결은 IEEE 802.11 n/g/b 표준을 준수하며 2.4GHz 주파수를 사용합니다.* 

해당 기기가 이미 
ScanNCutCanvas를 
통해 
등록되었습니다.
전체 설정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7

PIN 코드를 생성하기 위해 해당 기기 번호를 입력하세요.
기기 번호가 4단계에 표시된 화면에 나타납니다.* 

“다음”을 클릭하면 4자리 PIN 코드가 나타납니다.

4

“ScanNCut Online 활성화 카드” 를 준비한 다음 카드의 은색 포일을 벗겨 냅니다.
“ScanNCut Online 활성화 카드”에 기록된 활성화 코드를 입력합니다.

기기 번호가 표시됩니다.

참고
모델에 따라 “ScanNCut Online 활성화 카드”가 해당 기기와 함께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별도로 구입해야 합니다.• 
대문자 “I” 및 “O”는 활성화 코드에 사용되지 않습니다.• 
활성화 코드는 1회 활성화에만 유효합니다. 동일한 활성화 코드를 다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 

8

4자리 PIN 코드를 기기에 입력하세요.
ScanNCutCanvas(“ScanNCut Online” 설정)를 통한 기기 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
해당 기기에 연결된 ScanNCutCanvas 로그인 ID를 통해 설정 화면의 7페이지가 나타납니다.

1

ScanNCut 기기를 켜고 
을 누르세요.

5
    

컴퓨터 또는 태블릿에서 ScanNCutCanvas 
(http://ScanNCutCanvas.Brother.com/)로 로그인하세요.

신규 사용자는 무료 ScanNCutCanvas 계정을 생성해야 * 
합니다.

참고
데이터 전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 가이드 또는 “작동 설명서” 뒷면을 참조하세요.• 
또한 설정 화면 7페이지의 “ScanNCut Online” 옆에 있는 “Register (등록)”을 터치하여 • 
“ScanNCutCanvas를 통한 해당 기기 등록”에 설명된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기기를 무선 네트워크에 
연결 

1 - 3 단계

ScanNCutCanvas를 통해 
해당 기기 등록
(“ScanNCut Online” 설정)

단계 4 - 8
+



ScanNCutCanvas에서 생성/편집한 데이터 불러오기

ScanNCutCanvas의 작동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웹 페이지 상단에 있는 을 클릭하여 컴퓨터 또는 태블릿에서 ScanNCutCanvas “도움말”을 참조하세요.

기기에서 편집한 데이터를 ScanNCutCanvas에 저장

오류 코드 원인/해결책

Err-01 무선 네트워크 설정이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해당 기기에서 무선 네트워크 기능을 활성화하세요.

Err-02 무선 액세스 포인 트 / 라우터를 감지할 수 없습니다.
무선 설정 구성 시 일시적으로 무선 액세스 포인트로부터 약 1m 내에 해당 기기를 배치하세요. -
수동으로 SSID 및 보안 정보를 입력한 경우 올바른 정보를 다시 입력하세요. -

Err-03 선택한 무선 액세스 포인트 / 라우터에서 사용하는 인증 / 암호화 방법을 해당 기기에서 지원하지 않습니다.
해당 기기에서 지원하는 인증 방법 및 암호화 모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무선 네트워크 설정 가이드”의 “오류 
코드/오류 메시지”를 참조하세요.

Err-04 보안 정보 (SSID / 네트워크 키 (암호)) 가 잘못되었습니다.
보안 정보 (SSID / 네트워크 키 (암호)) 를 다시 확인하세요.

Err-05 무선 보안 정보 (인증 방법 / 암호화 방법 / 네트워크 키 (암호)) 가 잘못되었습니다.
“무선 네트워크 설정 가이드”의 “오류 코드/오류 메시지”에 있는 Err-03 표에서 무선 보안 정보 (인증 방법 / 
암호화 방법 / 네트워크 키 (암호)) 를 다시 확인하세요.

오류 메시지 원인/해결책

A network error occurred. 
 (네트워크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

통신하는 동안 네트워크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무선 액세스 포인트 / 라우터가 켜졌는지 확인하세요. -
무선 액세스 포인트 / 라우터의 네트워크 케이블이 연결되었는지 확인하세요. -

Cannot read the data.
Get the PIN code again and register to 
the machine.
 (데이터를 읽을 수 없습니다.
PIN 코드를 다시 확인하고 기기에 
등록하십시오 .)

이 메시지는 ScanNCutCanvas에서 등록한 기기와 다른 기기에서 데이터를 전송할 때  -
나타납니다.
해당 기기 등록이 ScanNCutCanvas에서 취소되었습니다. -

사용할 기기를 다시 등록하세요.

Cannot save the data.
Get the PIN code again and register to 
the machine.
 (데이터를 저장할 수 없습니다.
PIN 코드를 다시 확인하고 기기에 
등록하십시오 .)
Unconnected to the network.
Check the network connection status.
 (네트워크에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네트워크 연결 상태를 확인하십시오 .)

네트워크 연결을 아직 설정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잠시 기다린 다음 다시 시도하세요.

1
또는

ScanNCutCanvas를 열고 기기로 전송하려는 데이터를 생성합니다.
“다운로드”를 클릭하세요.

또한 “내 프로젝트” 목록에서 패턴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태블릿에 표시되는 화면이 약간 다릅니다. * 
자세한 내용은 ScanNCutCanvas의 “도움말”을 참조하세요.

2

“ScanNCut Transfer”을 클릭하여 커팅 데이터를 해당 기기로 전송합니다.

2

ScanNCutCanvas에서 “내 프로젝트” 탭 또는 을 클릭합니다.

기기에서 저장한 패턴이 “내 프로젝트” 화면에 나타납니다.

패턴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 을 클릭하여 화면을 새로 고칩니다.

3

를 터치하여 패턴을 불러옵니다.

1

커팅 데이터를 해당 기기의 ScanNCutCanvas에 저장합니다.

오류 코드/오류 메시지
오류 코드/오류 메시지의 원인 및 해결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