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 설치 가이드
岂憮͑稊庶瘶

QL-720NW

장치를 사용하기 전에 본 가이드를 읽고 잘 이해하기 바랍니다. 나중에 참
조할 수 있도록 본 가이드를 가까운 곳에 보관해둘 것을 권장합니다.
특정 모델은 일부 국가에서 지원되지 않습니다.
www.brother.com

KOR

Brother QL-720NW를 구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가이드에서는 Brother QL-720NW를 사용하여 시작하는 단계에 대해 간단히 설명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용자 가이드를 참조하십시오. 사용자 가이드는 포함된 CD-ROM의
Manuals 폴더에 있습니다.
Brother QL-720NW를 사용하기 전에 본 가이드를 자세히 읽어 볼 것을 적극 권장하며, 나
중에 참고할 수 있도록 가까운 곳에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국제 ENERGY STAR® 규정 준수 고지문
국제 ENERGY STAR® 프로그램의 목적은 에너지 효율이 높은
사무용 장비의 개발과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함입니다.
ENERGY STAR® 파트너로서 Brother Industries, Ltd.는 본 제품
이 에너지 효율에 있어 ENERGY STAR® 지침을 충족함을 확인
하였습니다.

중요 참고 정보
브라더인터내셔널코리아(주)
www.brother-korea.com
서비스 문의 1577-3340
본 제품은 구입한 나라에서만 사용하도록 승인되었습니다. 해당 국가의 무선 통신 및 전원 규격을 위반할 수 있으므
로 구입 국가 이외 국가에서 본 제품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본 제품은 Windows ® XP/Windows Vista ® /Windows ® 7/Windows Server ® 2003/Windows Server ® 2008/Mac OS
X 10.5.8 - 10.7을 지원합니다.
본 문서에 사용된 Windows® XP는 Windows® XP Professional 및 Windows® XP Home Edition을 나타냅니다.
본 문서에 사용된 Windows® XP는 Windows® XP x64 Edition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본 문서에 사용된 Windows Vista® 는 Windows Vista® 의 모든 버전을 나타냅니다.
본 문서에 사용된 Windows® 7은 모든 버전의 Windows® 7을 나타냅니다.
본 문서에 사용된 Windows Server® 2003은 Windows Server® 2003, Windows Server® 2003 R2를 나타냅니다.
또한 본 문서에 사용된 Windows Server® 2003은 Windows Server® 2003 x64 Edition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본 문서에 사용된 Windows Server® 2008은 Windows Server® 2008 및 Windows Server® 2008 R2의 모든 버전을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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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정보
편집물 및 발행물 공지사항
Brother Industries, Ltd.의 감독 하에, 본 설명서는 최신 제품에 대한 설명과 사양을 포함하
여 제작 및 발행되었습니다.

본 가이드의 내용과 제품 사양은 통보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Brother는 통보 없이 여기에 수록된 사양과 자료를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며, 인쇄
상의 오류 또는 발행물과 관련된 다른 오류를 포함하여(이에 제한되지 않음) 제공된 자료
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한 모든 손해(결과적 손해 포함)에 대해 어떠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본 가이드에 나온 화면 이미지는 실제 OS 또는 프린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2012 Brother Industries Ltd. All rights reserved.

상표
Brother 로고는 Brother Industries, Ltd의 등록 상표입니다.
Brother는 Brother Industries, Ltd의 등록 상표입니다.
Microsoft, Windows Vista, Windows Server 및 Windows는 미국 및/또는 기타 국가에서
Microsoft Corp.의 등록 상표 또는 상표입니다.
Apple, Macintosh, Mac OS, iPhone, iPod touch, iPad 및 Safari는 미국 및 기타 국가에서
등록된 Apple Inc.의 상표입니다.
Wi-Fi 및 Wi-Fi Alliance는 Wi-Fi Alliance의 등록 상표입니다.
Wi-Fi Protected Setup, WPA 및 WPA2는 Wi-Fi Alliance의 마크입니다.
Android는 Google Inc.의 상표입니다.
본 문서에 사용된 다른 소프트웨어 또는 제품 이름은 해당 소프트웨어와 제품을 개발한 회
사의 상표 또는 등록 상표입니다.
본 문서에서 언급된 소프트웨어 소유권을 가진 각 소유자는 자산 프로그램 고유의 소프트
웨어 라이센스 계약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Brother 제품, 관련 문서 및 다른 모든 자료에 나타나는 모든 회사의 상표명과 제품 이름은
해당 회사의 상표 또는 등록 상표입니다.

본 설명서에 사용된 기호
본 설명서 전체에 사용된 기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기호는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정보 또는 지침을 나타냅니다. 이를 무시할 경우 부상,
손상 또는 작동 불능 상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기호는 장치를 보다 잘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 또는 지
침을 나타냅니다.

오픈 소스 라이센스 참고 정보
본 제품에는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가 포함됩니다.
제공된 CD-ROM에서 오픈 소스 라이센스 참고 정보 및 저작권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Windows ® ) "X:\License.txt"(여기서 X는 드라이브 문자).
(Macintosh) 바탕 화면에서 CD-ROM 아이콘을 두 번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 유틸리티 아
이콘을 두 번 클릭합니다. License.rtf가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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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를 안전하게 사용하려면
이러한 모든 지침을 읽고 이해한 후 나중에 참조할 수 있게 잘 보관해 두십시오. 제품에 표
시된 모든 경고 및 지침을 따르십시오.
경고

경고 및 지침을 따르지 않고 제품을 취급할 경우 잠재적으로 위험한 상황으로
인해 사망 또는 심각한 부상을 당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주의

경고 및 지침을 따르지 않고 제품을 취급할 경우 잠재적으로 위험한 상황으로
인해 경미하거나 심하지 않은 부상 및/또는 재산 손상이 발생할 수 있음을 나타
냅니다.

본 제품 설명서에 사용된 기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허용되지 않는 작업입니다.

제품을 분해하지 마십시오.

제품에 물을 튀기거나 물에 담그지 마
십시오.

제품에서 지정된 부분을 만지지 마십
시오.

필수 조치.

연결 분리.

감전 위험 경고.

장치를 안전하게 사용하려면

경고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화재, 감전 또는 다른 손상을 방지하십시오.

장치
의료 장비 근처와 같이 특수한 환경에서
는 프린터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전자기
파로 인해 의료 장비가 오작동할 수도 있
습니다.
심장 맥박 조정기 사용자는 비정상적 증
상을 느낄 경우 장치에서 멀리 떨어져야
합니다.
플라스틱 백을 적절하게 폐기하고 아기나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두십시오.
플라스틱 백을 뒤집어 쓰거나 가지고 놀
지 마십시오.
장치를 사용하는 동안 이상한 냄새가 나
거나 열, 연기, 변색, 변형 등의 비정상적
현상이 발생하면 전원 코드를 즉시 뽑고
장치 사용을 중단하십시오.

장치를 분해하지 마십시오.
장치를 검사, 조정 및 수리할 경우, 장치
를 구입한 소매점이나 현지 공인 서비스
센터로 문의하십시오.
장치를 떨어뜨리거나 부딪히거나 손상시
키지 마십시오.
장치를 주방, 욕실 또는 가습기 근처 등 습
기가 많은 위치에 놓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감전이나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
니다.
장치에 액체가 들어가지 않도록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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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장치 내부에 이물질을 넣지 마십시오. 종
이 클립 및 스테이플 등의 금속 물체를 장
치 내에 떨어뜨리지 마십시오. 물이나 이
물질이 장치 내에 들어가면 콘센트에서 전
원 코드를 뽑고 이물질을 제거하십시오.
필요한 경우, 장치를 구입한 소매점이나
현지 공인 서비스 센터로 문의하십시오.
유기 용제(벤젠, 페인트 시너, 매니큐어 제
거제, 냄새 제거제 등)가 장치 및 연결 케이
블에 묻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
면 장비가 변형되거나 녹을 수 있고 감전
이나 화재의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전의 위험이 있으므로 심한 뇌우가 발
생할 때는 장치를 만지지 마십시오.

장치를 세척할 때는 장치를 끄고 콘센트
에서 전원 코드를 뽑으십시오. 그렇게 하
지 않으면 감전이나 화재가 발생할 수 있
습니다.
화재나 감전의 위험을 없애려면 절대 장
치를 분해하거나 젖지 않게 하십시오.
장치를 청소할 때 페인트 시너, 벤젠, 알
코올 또는 기타 유기 용제는 사용하지 마
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표면 마감 처리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부드럽고 마른 헝겊
을 사용하여 장치를 청소하십시오.
장치 위에 무거운 물건이나 물이 들은 물
건을 올려 놓지 마십시오. 물이나 이물질
이 장치에 들어가면 장치를 구입한 소매점
이나 현지 공인 서비스 센터로 문의하십시
오. 장치 내에 물이나 이물질이 들어간 상
태로 장치를 계속 사용하면 장치가 손상되
거나 신체 부상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화재, 감전 또는 다른 손상을 방지하십시오.

전원 코드
장치에 승인된 전원만 사용하십시오
(220 - 240V AC).
장치와 함께 제공된 전원 코드만 사용하
십시오.
손이 젖었을 때는 전원 코드나 플러그를
만지지 마십시오.
콘센트에 너무 많은 가전제품을 꽂거나
전원 코드를 손상된 콘센트에 꽂지 마십
시오.
전원 코드를 자르거나, 손상시키거나, 그
위에 무거운 물체를 놓지 마십시오.
콘센트에서 전원 플러그를 주기적으로 뽑
고 핀 바닥과 핀 사이를 청소하십시오. 전
원 플러그를 장시간 콘센트에 꽂아두면
전원 플러그 핀 바닥에 먼지가 쌓입니다.
이로 인해 단자가 단락되고 화재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손상된 전원 코드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전원 코드가 콘센트에 올바르게 꽂혀 있
는지 확인합니다.
콘센트에서 전원 플러그를 뽑을 때는 전
원 코드를 잡아당기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감전이나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
니다.
감전, 화재 또는 장치 오작동의 우려가 있
으므로 어떤 식으로도 코드를 구부리거
나, 끊거나, 손상시키지 마십시오.
화재, 감전 또는 장치 손상의 위험이 있으
므로 연장 코드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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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화재, 감전 또는 다른 손상을 방지하십시오.

장치
TV, 라디오 등의 기기 가까이에 장치를 두면 오작동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전자기 간
섭을 일으킬 수 있는 기기 근처에서는 장치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어린이가 손가락을 장치의 이동 부품이나 개구부에 넣지 않도록 하십시오.
콘센트는 장치에서 가까워야 하며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커터를 만지지 마십시오. 신체 부상을 당할 수 있습니다.
장치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십시오. 또한, 어린이
가 장치 부품이나 라벨을 입에 넣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물체를 삼킨 경우, 의사의 진
찰을 받으십시오.
직사광선에 노출된 장소, 히터나 다른 고온 장치 근처, 또는 매우 높거나 낮은 온도, 높
은 습도 또는 과도한 먼지에 노출된 영역에 장치를 놓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장치
가 오작동할 수 있습니다.
DK 롤 커버로 장치를 잡거나 들어 올리지 마십시오. 커버가 분리되면 장치가 떨어져 부
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장치를 한 손으로만 잡지 마십시오. 장치가 손에서 미끄러질 수 있습니다.
다양한 케이블 및 옵션 제품을 부착할 때는 올바른 방향과 절차를 확인하십시오. 또한,
지정된 케이블 및 옵션 제품만 사용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화재가 발생하거나 신체 부
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설명서의 지침에 따라 장비를 올바르게 부착하십시오.
장치에 부착된 라벨(작동, 제품 번호 등을 나타내는 라벨)을 제거하지 마십시오.

전원 코드
장치를 장기간 사용하지 않을 때는 콘센트에서 전원 코드를 빼두십시오.

커터
커터의 날을 만지지 마십시오.
커터가 작동 중일 때는 상단 커버를 열지 마십시오.

설치/보관
장치를 책상과 같이 평평하고 안정된 표
면에 놓으십시오.

장치 위에 무거운 물체를 올려놓지 마십
시오.

일반적인 주의 사항
장치
• 장치는 고정밀 장비입니다. 장치를 떨어뜨리거나 부딪히거나 손상시키지 마십시오.
• DK 롤함 커버로 장치를 들어 올리지 마십시오. 커버가 분리되면 장치가 떨어져 부상을 입
을 수 있습니다.

• 라벨 출력 슬롯, USB 포트, 직렬 포트 또는 LAN 포트에 어떤 물체도 삽입하거나 막히게
하지 마십시오.

• 장치와 함께 제공된 인터페이스 케이블(USB 케이블)만 사용하십시오.
• 오랜 시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장치에서 DK 롤을 분리하십시오.
• DK 롤 커버가 열린 상태에서 라벨을 인쇄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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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K 롤(DK 라벨 및 DK 테이프)
• 정품 Brother 액세서리와 소모품만 사용하십시오(

,
마크로 표시). 승인되지 않은 액
세서리나 소모품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 라벨을 습하거나 건조하거나 기름기가 있는 표면에 부착하면 쉽게 벗겨질 수 있습니다.
라벨을 붙이기 전에 라벨을 붙일 표면을 닦으십시오.
• DK 롤은 열 전사지 또는 필름을 사용하기 때문에 자외선, 바람 또는 비에 노출되면 색이
바래거나 표면에서 떨어질 수 있습니다.
• DK 롤을 직사광선, 고온, 높은 습도 또는 먼지에 노출하지 마십시오. 서늘하고 어두운 장
소에 보관하십시오. 포장을 풀고 곧바로 DK 롤을 사용하십시오.
• 손톱이나 금속 물체로 인쇄된 라벨 표면에 스크래치를 남기거나 물이나 땀으로 축축한 손
으로 인쇄 표면을 만지면 색이 변하거나 바랠 수 있습니다.
• 사람, 동물 또는 식물에 라벨을 붙이지 마십시오. 또한, 허가 없이 라벨을 공공 또는 사유
재산에 붙이지 마십시오.
• DK 롤의 끝은 라벨 스풀에 달라붙지 않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에 마지막 라벨이 올바르게
절단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나머지 라벨을 제거하고 새 DK 롤을 삽입하고 마
지막 라벨을 다시 인쇄하십시오.
참고: 이를 참작하기 위해 각 DK 롤에 포함된 DK 라벨의 수는 포장에 표시된 수보다 많
을 수 있습니다.
• 표면에 붙인 라벨을 제거하면 라벨의 일부가 그대로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 CD/DVD 라벨을 사용하기 전에 CD/DVD 라벨 붙이기와 관련된 CD/DVD 플레이어 사용
지침의 설명을 따르십시오.
• CD/DVD 플레이어를 로드하는 슬롯에는 CD/DVD 라벨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CD를 CD
플레이어의 슬롯에 밀어 넣는 자동차의 CD 플레이어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 한 번 CD/DVD에 붙인 CD/DVD 라벨은 벗기지 마십시오. 표면의 얇은 층이 벗겨져 디스
크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 잉크젯 프린터와 함께 사용하도록 설계된 CD/DVD 디스크에는 CD/DVD 라벨을 붙이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이러한 디스크에서 라벨이 쉽게 벗겨지고 라벨이 벗겨진 채 디
스크를 사용하면 데이터가 손실 또는 손상될 수 있습니다.
• CD/DVD 라벨을 붙일 때 CD/DVD 라벨 롤에 포함된 라벨 붙이기 도구를 사용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CD/DVD 플레이어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 CD/DVD 라벨을 붙일 때의 모든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Brother는 CD/DVD 라벨
의 부적합한 사용으로 인한 데이터 손실 또는 손상에 대해 어떤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 DK 롤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 DK 롤은 열 전사지 및 열 필름을 사용합니다. 직사광선과 열에 노출되면 라벨과 인쇄 모
두 색이 바랩니다. DK 롤을 내구성이 요구되는 실외용으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 영역, 재료 및 환경적 조건에 따라 라벨이 벗겨지지 않거나 제거할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라벨 색상이 변하거나 다른 물건에 색이 묻을 수 있습니다. 라벨을 붙이기 전에 해당 환경
적 조건과 재료를 확인하십시오. 라벨을 붙이려는 표면에서 눈에 띄지 않는 부분에 작은
조각을 부착하여 라벨을 테스트하십시오.

CD-ROM 및 소프트웨어
• CD-ROM을 고온 또는 저온에 노출시키거나 스크래치가 생기지 않게 하십시오.
• CD-ROM 위에 무거운 물체를 올려 놓거나 CD-ROM에 힘을 가하지 마십시오.
• CD-ROM에 포함된 소프트웨어는 이 장치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CD-ROM에 관한 라이센스를 참조하십시오. 사무실 등에서 사용할 경우 여러 대의 PC에
이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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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QL-720NW 포장 풀기
프린터를 사용하기 전에 다음 품목들이 패키지에 들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품목이 없거나
손상되었으면 Brother 대리점으로 연락하십시오.

QL-720NW

USB 케이블

빠른 설치 가이드

CD-ROM

DK 라벨 및 테이프 가이드

AC 전원 코드

DK 롤(스타터 롤)

플러그는 국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Brother QL-720NW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개의 스
타터 롤이 포함됩니다.
• DK 다이컷 스타터 롤 중 하나는 표준 주소 라벨
(100라벨)
• DK 스타터 롤 중 하나는 연속 내구성 테이프
(62 mm x 8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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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품 설명
주 인쇄 장치
전면

후면
DK 嵪穮͑珪憊

전원 포트
전원 코드
Wi-Fi
岮稊

͑旇痢͑
岮稊

직렬 포트 LAN 포트 USB 포트

͑穂姢͑
Wi-Fi
憊矂
憊矂
͑沞岂喺匶͑
ON/OFF
憊矂
憊矂
Wi-Fi 램프가 켜져 있는 경우, 유선 네트워크 연결이 비활
성화됩니다.

3 전원 공급 장치 연결
전원 코드 를 QL-720NW에 연 결 한
후 콘센트에 전원 코드를 꼽습니다.
전원 코드를 꽂기 전에 전원 콘센트가
220 - 240V AC인지 확인하십시오.
• QL-720NW 사용을 마친 후에 전원 콘
센트에서 전원 코드를 뽑으십시오.
• 코드 부분이 아니라 플러그 부분을 잡
고 전원 콘센트에서 분리하십시오. 전
원 코드의 전선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 프린터 드라이버를 설치할 때 지시가
있을 때까지는 QL-720NW를 컴퓨터에
연결하지 마십시오.
•

플러그는 국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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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DK 롤 설정

1

2

3

ON/OFF 버튼( ) 을 길게 누르면 QL-720NW
가 꺼집니다. Brother QL-720NW의 장치 전면
을 잡은 채로, DK 롤함 커버를 단단히 잡고 들
어 올려 커버를 엽니다.

스풀을 DK 롤함의 스풀 가이드에 끼웁니다.
왼쪽과 오른쪽에서 스풀 암이 스풀 가이드에 단단
히 삽입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 DK 롤을 포함한 스풀을 Brother QL-720NW 오른쪽
에 있는 스풀 가이드에 삽입합니다.
•

DK 롤 끝을 슬롯에 돌려끼워 오른쪽
에 나타낸 영역에 맞춥니다.
롤 끝을 라벨 출력 슬롯의 수직한 가장자
리와 정렬합니다.

4

DK 롤함 커버를 닫습니다.
ON/OFF 버튼( )을 눌러 Brother QL-720NW를 켜
면 DK 다이컷 라벨 끝이 자동으로 정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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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프트웨어 설치
본 섹션에서는 표준 설치 옵션을 사용하여 P-touch Editor 5.0, 프린터 드라이버, P-touch
Update Software 및 Printer Setting Tool을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소프트웨어 설치 절차는 컴퓨터의 OS에 따라 다릅니다.
운영 체제에 따라 화면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에서 QL-XXX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XXX"는 프린터 이름을 나타냅니다.
다음 화면에 나온 프린터 이름은 구입한 프린터 이름과 다를 수 있습니다.
설치 절차는 통보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컴퓨터에 CD-ROM 드라이브가 없는 경우, Brother Solutions Center 웹 사이트
http://support.brother.com/ 에서 해당 모델의 최신 드라이버, 설명서 및 유틸리티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CD-ROM에 포함된 일부 소프트웨어 응용 프로그램은 다
운로드로 제공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USB 인터페이스 케이블

Windows ® 의 경우, 11페이지
로 이동합니다.
Macintosh의 경우, 13페이지
로 이동합니다.

유선 네트워크

Windows ® 의 경우, 15페이지
로 이동합니다.
Macintosh의 경우, 18페이지
로 이동합니다.

무선 네트워크

Windows ® 및 Macintosh의 경
우 20페이지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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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B 인터페이스 사용자(Windows ® )
설치하기 전에
컴퓨터가 켜져 있고 관리자 권한으로 로
그인했는지 확인하십시오.

• 아직 USB 케이블을 연결하지 마십
시오.
• 실행 중인 프로그램이 있다면 닫으
십시오.

USB 인터페이스 케이블용 소프
트웨어 설치.

1

설치 프로그램 CD-ROM을
CD-ROM 드라이브에 삽입합
니다. 모델명 화면이 나타나면
해당 프린터를 선택합니다. 언
어 화면이 나타나면 해당 언어
를 선택합니다.
CD-ROM 메뉴가 자동으로 표시
되지 않으면 CD-ROM에서 파일
을 열고 [Start.exe]를 두 번 클릭
하십시오.

2

[기본 설치]를 클릭합니다.

1
2
3
4
5

설치 항목:
1 기본 설치
P-touch Editor 5.0, P-touch
Update Software, Printer
Setting Tool, 사용자 가이드
및 프린터 드라이버를 설치
합니다.
2 사용자 가이드
사용자 가이드, 소프트웨어
사용자 가이드 및 네트워크
사용자 가이드가 표시됩니다.
3 사용자 지정 설치
P-touch Editor 5.0, P-touch
Update Software, Printer
Setting Tool, 프린터 드라이
버, 사용자 가이드 및 P-touch
Editor Lite LAN을 개별적으
로 설치합니다.
4 네트워크 유틸리티
BRAdmin Light 유틸리티를
설치합니다.
5 Brother 지원
Brother Solutions Center로 연
결되는 링크가 표시됩니다.
• 프린터가 USB를 통해 컴퓨터
에 연결되어 있으면, Printer
Setting Tool를 사용하여 다양
한 프린터 설정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프린터를 구성하려면 프린터
드라이버가 컴퓨터에 설치되
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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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

라이센스 계약을 읽고 이용 약
관에 동의할 경우 [동의]를 클
릭합니다.

6

로컬 연결 (USB)을 선택한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설치가
계속됩니다.

지침이 있으면 프린터를 연결
하여 프린터 드라이버 설치를
완료합니다.

온라인 사용자 등록에 대한 화
면이 표시되면 [확인] 또는
[취소]를 클릭합니다.
• [확인]을 선택한 경우, 설치를 마치
기 전에 온라인 사용자 등록 페이
지가 표시됩니다(권장).
• [취소]를 선택한 경우, 설치가 계속
됩니다.

[설치]를 클릭하여 설치를 시
작하고 화면상의 지침을 따르
십시오.

Windows Vista ® 및 Windows ® 7
의 경우, 사용자 계정 관리 화면
이 나타나면 허용 또는 예를 클
릭합니다.

5

7

8

[마침]을 클릭합니다.
이제 소프트웨어 설치가 완료됩니다.
컴퓨터를 다시 시작하라는 메시
지가 표시되면 [다시 시작]을 클
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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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B 인터페이스 사용자(Macintosh)
설치하기 전에
장치가 전원에 연결되었고 Macintosh가
켜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관리자 권한으
로 로그온해야 합니다.

2

Start Here OSX (OSX 여기
서 시작) 아이콘을 두 번 클릭
하여 설치합니다.

USB 케이블 연결

사용 가능한 항목:
1 Start Here OSX (OSX 여기
서 시작)
P-touch Editor 5.0, P-touch
Update Software 및 프린터
드라이버를 설치합니다.

USB 허브를 통해 프린터를 Macintosh
에 연결하는 경우, 프린터가 제대로 검
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프
린터를 Macintosh의 USB 포트에 직접
연결하십시오.

2 Utilities (유틸리티)
BRAdmin Light 및 무선 장치
설치 마법사가 포함됩니다.

USB 인터페이스 케이블용 소프
트웨어 설치

1

3 Documentation (문서)
사용자 가이드, 소프트웨어
사용자 가이드 및 네트워크
사용자 가이드가 포함됩니다.
4 Brother Support (Brother
지원)
온라인 등록 및 Brother
Solutions Center로 연결되는
링크가 표시됩니다.

설치 프로그램 CD-ROM을
CD-ROM 드라이브에 삽입합
니다.

3
4

화면에 나타나는 지침을 따르
십시오.
설치가 완료되면 장치의
ON/OFF 버튼( )을 눌러 전
원을 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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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6

7

[Apple 메뉴]-[시스템 기본 설
정]을 클릭하고 인쇄 및 팩스
(Mac OS X 10.5.8 - 10.6) / 인
쇄 및 스캔(Mac OS X 10.7)
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을
클릭합니다.
을 클릭합니다. 목록에서
Brother QL-XXX를 선택하
고 [추가]를 클릭하여 프린터
를 인쇄 및 팩스(Mac OS X
10.5.8 - 10.6) / 인쇄 및 스캔
(Mac OS X 10.7)에 추가합
니다.
화면이 인쇄 및 팩스 / 인쇄 및
스캔 화면으로 돌아가면
Brother QL-XXX가 추가되었
는지 확인하고 인쇄 및 팩스 /
인쇄 및 스캔 화면을 닫습니다.
이제 장치를 사용할 수 있습
니다.

이제 소프트웨어 설치가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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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사용자(Windows ® )
설치하기 전에
컴퓨터가 켜져 있고 관리자 권한으로 로
그인했는지 확인하십시오.
실행 중인 프로그램이 있다면 닫으십
시오.

네트워크 케이블을 연결하고 장
치의 ON/OFF 버튼( )을 눌러 전
원을 켭니다.

2

[기본 설치]를 클릭합니다.

1
2
3
4
5

설치 항목:
1 기본 설치
P-touch Editor 5.0, P-touch
Update Software, Printer
Setting Tool, 사용자 가이드
및 프린터 드라이버를 설치
합니다.

프린터의 Wi-Fi 표시등이 켜지지 않은
것을 확인합니다.

유선 네트워크용 소프트웨어 설치

1

설치 프로그램 CD-ROM을
CD-ROM 드라이브에 삽입합
니다. 모델명 화면이 나타나면
해당 프린터를 선택합니다. 언
어 화면이 나타나면 해당 언어
를 선택합니다.
CD-ROM 메뉴가 자동으로 표
시되지 않으면 CD-ROM에서
파일을 열고 [Start.exe]를 두
번 클릭하십시오.

2 사용자 가이드
사용자 가이드, 소프트웨어
사용자 가이드 및 네트워크
사용자 가이드가 표시됩니다.
3 사용자 지정 설치
P-touch Editor 5.0, P-touch
Update Software, Printer
Setting Tool, 프린터 드라이
버, 사용자 가이드 및
P-touch Editor Lite LAN을 개
별적으로 설치합니다.
4 네트워크 유틸리티
BRAdmin Light 유틸리티를
설치합니다.
5 Brother 지원
Brother Solutions Center로 연
결되는 링크가 표시됩니다.

• 프린터가 USB를 통해 컴퓨터
에 연결되어 있으면, Printer
Setting Tool 를 사용하여 다
양한 프린터 설정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프린터를 구성하려면 프린터
드라이버가 컴퓨터에 설치되
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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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

라이센스 계약을 읽고 이용 약
관에 동의할 경우 [동의]를 클
릭합니다.
[설치]를 클릭하여 설치를 시
작하고 화면상의 지침을 따르
십시오.

7

이 화면이 나타나면 '네트워크
연결을 활성화하고 설치를 계
속하려면 방화벽 포트 설정을
변경하십시오' (권장)를 선택하
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Windows Vista ® 및 Windows ® 7
의 경우, 사용자 계정 관리 화면
이 나타나면 허용 또는 예를 클
릭합니다.

5

유선 네트워크 연결(이더넷)
을 선택한 후 [다음]을 클릭합
니다.

Windows® 방화벽을 사용하지 않
는 경우, UDP 포트 137 및 161을
사용한 액세스를 허용합니다.

• 목록에서 해당 장치를 선택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화면에 나타나는 지침에 따라 케이
블과 표시등 상태를 점검하고 [다음]
을 클릭합니다.

6

Brother Peer-to-Peer 네트
워크 프린터(권장) 또는 네트
워크 공유 프린터를 선택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P2P가 선택된 경
우의 작업을 설명합니다.
네트워크 공유 프린터 연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Brother Solutions
Center를 참조하십시오.
http://support.brother.com/

• 네트워크에서 해당 장치가 발
견되지 않으면 다음 화면이 나
타납니다.

화면에 나타나는 지침에 따라 설정
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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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Brother 드라이버 설치가 자동
으로 시작됩니다. 설치 화면이
하나씩 표시됩니다.
설치 중 어떤 화면도 취소하지 마
십시오. 모든 화면이 표시되려면
몇 초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Windows Vista ® 및 Windows ® 7
의 경우, Windows® 보안 화면
이 나타나면 확인란을 클릭하
고 [설치]를 클릭하여 설치를 완
료하십시오.

9

온라인 사용자 등록에 대한
화면이 표시되면 [확인] 또는
[취소]를 클릭합니다.

• [확인]을 선택한 경우, 설치를 마치
기 전에 온라인 사용자 등록 페이
지가 표시됩니다(권장).
• [취소]를 선택한 경우, 설치가 계속
됩니다.

10

[마침]을 클릭합니다.
이제 소프트웨어 설치가 완료됩니다.
컴퓨터를 다시 시작하라는 메시
지가 표시되면 [다시 시작]을 클
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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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사용자(Macintosh)
설치하기 전에
컴퓨터가 켜져 있고 관리자 권한으로 로
그인했는지 확인하십시오.

2

Start Here OSX (OSX 여기
서 시작) 아이콘을 두 번 클릭
하여 설치합니다.

네트워크 케이블을 연결하고 장
치의 ON/OFF 버튼( )을 눌러 전
원을 켭니다.

사용 가능한 항목:
1 Start Here OSX (OSX 여기
서 시작)
P-touch Editor 5.0, P-touch
Update Software 및 프린터
드라이버를 설치합니다.

프린터의 Wi-Fi 표시등이 켜지지 않
은 것을 확인합니다.

유선 네트워크용 소프트웨어 설치

1

2 Utilities (유틸리티)
BRAdmin Light 및 무선 장치
설치 마법사가 포함됩니다.

설치 프로그램 CD-ROM을
CD-ROM 드라이브에 삽입합
니다.

3 Documentation (문서)
사용자 가이드, 소프트웨어
사용자 가이드 및 네트워크
사용자 가이드가 포함됩니다.
4 Brother Support (Brother
지원)
온라인 등록 및 Brother
Solutions Center로 연결되는
링크가 표시됩니다.

3
4

화면에 나타나는 지침을 따르
십시오.
[Apple 메뉴]-[시스템 기본 설
정]을 클릭하고 인쇄 및 팩스
(10.5.8 - 10.6) / 인쇄 및 스캔
(10.7)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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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네트워크 구성

5

목록에서 Brother QL-XXX를
선택하고 [Add] (추가)를 클
릭하여 프린터를 추가합니다.

이제 6(으)로 이동합니다.

수동 네트워크 구성
화면 상단에서 IP를 선택합니
다. 프로토콜로 LPD를 선택합
니다. 주소 상자에 프린터의 IP
주소를 입력합니다. 목록에서
Brother QL-XXX를 선택하고
[Add] (추가)를 클릭하여 프린
터를 추가합니다.

5

대기열 이름을 지정할 때
BRNxxxxxxxxxxxx 값을 사용하
십시오(여기서, xxxxxxxxxxxx는
이더넷 주소임).

6

화면이 인쇄 및 팩스 / 인쇄 및
스캔 화면으로 돌아가면
Brother QL-XXX가 추가되었
는지 확인하고 인쇄 및 팩스 /
인쇄 및 스캔 화면을 닫습니다.
이제 장치를 사용할 수 있습
니다.
IP 주소를 변경하려면 BRAdmin Light
를 사용하십시오. 31페이지를 참조하
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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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사용자
시작하기 전에
우선 네트워크 액세스 지점/라우터와 통
신하도록 프린터의 무선 네트워크 설정
을 구성해야 합니다. 액세스 지점/라우터
와 통신하도록 프린터를 구성하면 네트
워크에서 컴퓨터가 프린터에 액세스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컴퓨터에서 프린
터를 사용하려면 드라이버와 소프트웨어
를 설치해야 합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구
성 및 설치 프로세스의 진행 과정을 안내
합니다.

인프라 모드
다음은 인프라 모드에 대한 설명입니다
(액세스 지점/라우터를 통해 컴퓨터에 연
결됨).
5
1
4
2
3

• 프린터를 네트워크에 연결하려는 경
우, 설치하기 전에 시스템 관리자에
게 연락할 것을 권장합니다. 이 설치
를 계속 진행하기 전에 해당 무선 네
트워크 설정을 알아야 합니다.
• 이전에 프린터의 무선 설정을 구성
한 적이 있는 경우, 무선 설정을 다
시 구성하기 전에 네트워크 설정을
재설정해야 합니다.
1 전원을 끕니다.
2 ON/OFF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Cut 버튼을 길게 누릅니다. Wi-Fi
표시등이 녹색으로 깜박이기 시작
하고 상태 표시등이 주황색으로 켜
집니다.
3 ON/OFF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Cut 버튼을 두 번 누릅니다. Wi-Fi
표시등이 녹색으로 켜지고 상태 표
시등이 주황색으로 켜집니다.
일반적인 문서 인쇄에서 최적의 결
과를 얻으려면 프린터를 네트워크
액세스 지점/라우터로부터 최대한
가까운 거리에서 방해물을 최소화
하여 사용하십시오. 두 장치 사이에
큰 물체와 벽이 있거나 다른 전자 장
치가 간섭을 일으키는 경우 문서의
데이터 전송 속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으로 인해 문서 및 응용
프로그램에 따라 무선이 최상의 연
결 방법이 아닐 수 있습니다. USB 연
결의 경우에 최대 처리 속도가 얻어
집니다.

1
2
3
4
5

액세스 지점/라우터
프린터
액세스 지점/라우터에 연결된 무선 지원 컴퓨터
액세스 지점/라우터에 연결된 유선 컴퓨터
스마트폰

무선 설치 방법 선택
아래에서는 무선 네트워크 환경에서 프린
터를 설치하는 두 가지 방법을 설명합니
다. 해당 환경에서 원하는 방법을 선택하
십시오.
다른 무선 환경에서 프린터를 설정
하려면 네트워크 사용자 가이드를
참조하십시오.
방법 1
설치 프로그램 CD-ROM을 사용하고 USB
케이블을 임시로 사용한 구성

이 방법을 위해 네트워크에 무선으로 연
결된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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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 과정에서 USB 케이블을 일시
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 Windows® XP를 사용하고 있거나 네
트워크 케이블을 사용하여 무선 액세
스 지점/라우터에 컴퓨터를 연결한
경우, 계속 진행하기 전에 WLAN 액
세스 지점/라우터의 SSID와 네트워
크 키를 알아야 합니다. 아래 빈 칸에
해당 무선 네트워크 설정을 적어두시
기 바랍니다.
• 지원을 위해 Brother 고객 서비스 센
터에 연락하실 때는 반드시 무선 보
안 정보를 준비해 두십시오. 고객의
네트워크 보안 설정을 확인해드릴
수 없습니다.
메모

항목

설정

SSID
(네트워크 이름)
네트워크 키(보
안 키/암호화 키)

* 네트워크 키는 암호, 보안 키 또는 암호
화 키라고도 부를 수 있습니다.
이 정보(SSID 및 네트워크 키)를 모
르는 경우, 무선 설정을 계속 진행할
수 없습니다.
• 이 정보(SSID 및 네트워크 키)를 어
떻게 찾을 수 있나요?
•

1 WLAN 액세스 지점/라우터와
함께 제공된 설명서를 참조하
십시오.
2 초기 네트워크 이름은 제조업
체에서 지정한 이름 또는 모델
이름일 수 있습니다.
3 보안 정보를 모르는 경우에는
라우터 제조업체, 시스템 관리
자 또는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
에게 연락하기 바랍니다.

방법 2
WPS를 사용한 원푸시 구성 및 설치 프로
그램 CD-ROM을 사용한 구성
WLAN 액세스 지점/라우터가 자동 무선
(원푸시) 설정(WPS)을 지원하는 경우, 이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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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설치 절차로 진행합니다.
이 섹션에서는 해당 방법을 사용하여 설치하기 위한 절차를 설명합니다.
설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Windows® 사용자는 23페이지로 이
동하십시오.

Macintosh 사용자는 28페이지로 이동
하십시오.

1埮凊

1埮凊

2埮凊

2埮凊

3埮凊

3埮凊

4埮凊
5埮凊
6埮凊
7埮凊
8埮凊
ⵝⷉ 1:
昪獞͑稊嵢勾岮G
CD-ROM汊͑斲殯
穞処 USB 理決挚
汊͑沊柢嵢͑斲殯穢͑
割昷

愯憛G2:
WPS庂͑斲殯穢͑毖
祾柢͑愕͑昪獞͑稊嵢
勾岮 CD-ROM汊͑
斲殯穢͑割昷

(25페이지)
9-1埮凊GGGGGGGGGGGGGG

(26페이지)
9-2埮凊GGGGGGGGGGGGG

10-1埮凊

10-2埮凊

11-1埮凊

11-2埮凊

12-1埮凊

12-2埮凊

13-1埮凊

愯憛 1:
昪獞͑稊嵢勾岮G
CD-ROM汊͑斲殯
穞処 USB 理決挚
汊͑沊柢嵢͑斲殯穢͑
割昷

愯憛G2:
WPS庂͑斲殯穢͑毖
祾柢͑愕͑昪獞͑稊嵢
勾岮 CD-ROM汊͑
斲殯穢͑割昷

(28페이지))
4-1埮凊 (page.

(29페이지))
4-2埮凊 (page.

5-1埮凊

5-2埮凊

6-1埮凊

6-2埮凊

7-1埮凊

7-2埮凊

8-1埮凊
(30페이지)
9埮凊 (page.XX)

10埮凊
11埮凊
12埮凊
13埮凊

14-1埮凊
15-1埮凊
16埮凊G (27페이지)
(page. )
17埮凊
18埮凊
19埮凊

• 관리자 권한으로 로그온해야 합니다.
• 프린터가 회사 무선 네트워크에 있는 경우, USB를 통해 프린터를 연결하고 무선 설
정을 구성하십시오. 프린터 드라이버를 설치한 경우 네트워크 설정 도구를 사용하여
이러한 설정을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네트워크 설정 도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네트워크 사용자 가이드에서 네트워크 설
정 도구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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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dows ® 사용자

1

설치 프로그램 CD-ROM을
CD-ROM 드라이브에 삽입합
니다. 모델명 화면이 나타나면
해당 프린터를 선택합니다. 언
어 화면이 나타나면 해당 언어
를 선택합니다.
CD-ROM 메뉴가 자동으로 표시
되지 않으면 CD-ROM에서 파일
을 열고 [Start.exe]를 두 번 클릭
하십시오.

2

[기본 설치]를 클릭합니다.

1
2
3
4
5

설치 항목:
1 기본 설치
P-touch Editor 5.0, P-touch
Update Software, Printer
Setting Tool, 사용자 가이드
및 프린터 드라이버를 설치
합니다.
2 사용자 가이드
사용자 가이드, 소프트웨어
사용자 가이드 및 네트워크
사용자 가이드가 표시됩니다.
3 사용자 지정 설치
P-touch Editor 5.0, P-touch
Update Software, Printer
Setting Tool, 프린터 드라이
버, 사용자 가이드 및
P-touch Editor Lite LAN을 개
별적으로 설치합니다.
4 네트워크 유틸리티
BRAdmin Light 유틸리티를
설치합니다.
5 Brother 지원
Brother Solutions Center 로
연결되는 링크가 표시됩니다.

• 프린터가 USB를 통해 컴퓨터

에 연결되어 있으면, Printer
Setting Tool 를 사용하여 다
양한 프린터 설정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프린터를 구성하려면 프린터
드라이버가 컴퓨터에 설치되
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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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

라이센스 계약을 읽고 이용 약
관에 동의할 경우 [동의]를 클
릭합니다.
[설치]를 클릭하여 설치를 시
작하고 화면상의 지침을 따르
십시오.

Windows Vista® 및 Windows® 7
의 경우, 사용자 계정 관리 화면
이 나타나면 [허용] 또는 [예]를
클릭합니다.

5

6

무선 네트워크 연결을 선택
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Brother Peer-to-Peer 네트워
크 프린터(권장) 또는 네트워
크 공유 프린터를 선택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P2P가 선택된 경
우의 작업을 설명합니다.
네트워크 공유 프린터 연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Brother Solutions
Center(http://support.brother.com/)
를 참조하십시오.

7

이 화면이 나타나면 '네트워크
연결을 활성화하고 설치를 계
속하려면 방화벽 포트 설정을
변경하십시오' (권장)를 선택
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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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방법 1: 설치 프로그램
CD-ROM을 사용하고 USB 케
이블을 임시로 사용한 구성"
을 사용하는 경우, '예, 설치하
는 데 사용할 USB 케이블이
있습니다'를 선택하고 [다음]
을 클릭합니다. 9-1(으)로 이
동합니다. "방법 2: WPS를 사
용한 원푸시 구성 및 설치 프
로그램 CD-ROM을 사용한 구
성"을 사용하는 경우, '아니요,
USB 케이블이 없습니다'를 선
택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9-2(으)로 이동합니다.

방법 1 사용자
USB 케이블을 컴퓨터와 프린
터에 임시로 직접 연결합니다.

9-1

중 한 가지를 수행합니다.
10-1 다음
• 설치 확인 화면이 나타나면 상자

를 선택하고 [다음]을 클릭한 다음

11-1(으)로 이동합니다.
• 그렇지 않은 경우, 12-1(으)로 이
동합니다.

제시된 SSID로 연결하려면
11-1 [Yes]
(예)를 선택합니다.
중요 알림 화면이 나타나면 공
지 사항을 읽습니다. SSID와 네
트워크 키를 확인한 후 상자를
선택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9-1(으)로 이동합니다.
9-2(으)로 이동합니다.

[Next] (다음)을 클릭하고
14-1(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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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법사가 프린터에서 사용할
12-1 수
있는 무선 네트워크를 검
색합니다. 메모  21페이지
에 적어둔 SSID를 선택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네트워크 설정을 확인하
14-1 무선
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설정
사항이 프린터에 전송됩니다.

[취소]를 클릭하면 설정이 변
경되지 않은 채로 유지됩니다.
• 프린터에 IP 주소를 직접 할당
하려는 경우, [IP 주소 변경]을
클릭하고 네트워크에 맞는 IP
주소를 입력하십시오.
• 무선 설정 실패 화면이 나타나
면 [다시 시도]를 클릭합니다.
•

목록이 비어 있으면 액세스 지
점이 켜져 있고 SSID를 브로
드캐스트하는지 점검한 다음,
프린터와 액세스 지점이 무선
통신에 적합한 범위 내에 있는
지 확인하십시오.
그런 다음 [새로 고침]을 클릭
하십시오.
• 액세스 지점이 SSID를 브로
드캐스트하지 않도록 설정된
경우, [고급] 버튼을 클릭하여
SSID를 수동으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화면에 나타나는 지
침에 따라 이름(SSID)을 입력
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

메모  21페이지에서 적어
13-1 둔
네트워크 키를 입력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네트워크의 인증 및 암호화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 주의! 화면
이 나타납니다. 구성을 계속하
려면 [확인]을 클릭하고 14-1
(으)로 이동하십시오.

컴퓨터와 프린터를 연결하는
15-1 USB
케이블을 분리하고 [다
음]을 클릭합니다.
무선 설정이 완료되었습니다.
16(으)로 이동하여 프린터 드
라이버와 소프트웨어를 설치
합니다.
방법 2 사용자
해당 WLAN 액세스 지점/라우
터에 WPS 기호가 있는지 확인
합니다.

9-2

프린터를 WPS 액세스 지점/
10-2 라우터의
범위 내에 배치합니
다. 이 범위는 환경에 따라 다
를 수 있습니다. 액세스 지점
/라우터와 함께 제공된 설명
서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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켜고
11-2 프린터를
(Wi-Fi) 표시등이 녹색으로 점
멸하기 시작할 때까지 Wi-Fi
버튼을 길게 누릅니다.

WLAN 액세스 지점/라우터에
12-2 서
WPS 버튼을 누릅니다. 구
성이 완료되면 프린터에서
(Wi-Fi) 표시등이 녹
색으로 켜집니다.
무선 설정이 완료되었습니다.
16(으)로 이동합니다.

16 목록에서 프린터를 선택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무선 설정에 실패하면 [무선
장치 설치 마법사] 화면이 나
타납니다. 화면에 나타나는 지
침에 따라 무선 구성을 완료합
니다.
• WEP를 사용하고 있지만 프린
터가 발견되지 않으면 WEP 키
를 올바르게 입력했는지 확인
하십시오.
•

17

Brother 드라이버 설치가 자동
으로 시작됩니다. 설치 화면이
하나씩 표시됩니다.
설치 중 어떤 화면도 취소하지 마
십시오. 모든 화면이 표시되려면
몇 초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Windows Vista® 및 Windows® 7
의 경우, Windows® 보안 화면
이 나타나면 확인란을 클릭하고
[설치]를 클릭하여 설치를 완료
하십시오.

18

온라인 사용자 등록에 대한 화
면이 표시되면 [확인] 또는
[취소]를 클릭합니다.
• [확인]을 선택한 경우, 설치를
마치기 전에 온라인 사용자 등
록 페이지가 표시됩니다(권장).
• [취소]를 선택한 경우, 설치가 계속
됩니다.

19 [마침]을 클릭합니다.

이제 소프트웨어 설치가 완료됩니다.
프린터 전원을 껐다가 다시 켭
니다.
컴퓨터를 다시 시작하라는 메
시지가 표시되면 [다시 시작]
을 클릭합니다.
보안 설정에 따라 프린터 또는 프린
터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때
Windows® Security 또는 안티 바이
러스 소프트웨어 창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설치 프로그램의 작업을
계속 허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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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cintosh 사용자

1
2

3

설치 프로그램 CD-ROM을
CD-ROM 드라이브에 삽입합
니다.

방법 1 사용자
USB 케이블을 컴퓨터와 프린
터에 직접 임시로 연결하고
[Next] (다음)을 클릭합니다.

4-1

Utilities (유틸리티) 폴더에서
Wireless Device Setup
Wizard (무선 장치 설치 마법
사) 아이콘을 두 번 클릭합니다.

"방법 1: 설치 프로그램
CD-ROM을 사용하고 USB 케
이블을 임시로 사용한 구성"
을 사용하는 경우, Yes, I have
a USB cable to use for
installation ('예, 설치하는 데
사용할 USB 케이블이 있습
니다')를 선택하고 [Next] (다
음)을 클릭합니다. 4-1(으)로
이동합니다.
"방법 2: WPS를 사용한 원푸
시 구성 및 설치 프로그램
CD-ROM을 사용한 구성"을
사용하는 경우, No, I do not
have a USB cable ('아니요,
USB 케이블이 없습니다')를
선택하고 [Next] (다음)을 클
릭합니다. 4-2(으)로 이동합
니다.

Important Notice (중요 알림)
화면이 나타나면 공지 사항을
읽습니다. SSID와 네트워크 키
를 확인한 후 상자를 선택하고
[Next] (다음)/ [Finish](마침)을
클릭합니다.

4-1(으)로 이동합니다.
4-2(으)로 이동합니다.

마법사가 프린터에서 사용할
5-1 수
있는 무선 네트워크를 검
색합니다. 메모  21페이지
에 적어둔 SSID를 선택하고
[Next] (다음)을 클릭합니다.

목록이 비어 있으면 액세스 지
점이 켜져 있고 SSID를 브로
드캐스트하는지 점검한 다음,
프린터와 액세스 지점이 무선
통신에 적합한 범위 내에 있는
지 확인하십시오.
그런 다음 [Refresh] (새로 고
침)을 클릭하십시오.
• 액세스 지점이 SSID를 브로
드캐스트하지 않도록 설정된
경우, [Advanced] (고급) 버튼
을 클릭하여 SSID를 수동으
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화면
에 나타나는 지침 에 따라
Name (SSID) (이름(SSID))을
입력하고 [Next] (다음)을 클
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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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  21페이지 에서 적어
6-1 둔
Network Key (네 트워 크
키)를 입력하고 [Next] (다음)
을 클릭합니다.

컴퓨터와 프린터를 연결하는
8-1 USB
케이블을 분리하고 [마
침]을 클릭합니다.
무선 설정이 완료되었습니다.
9(으)로 이동하여 프린터 드
라이버와 소프트웨어를 설치
합니다.
방법 2 사용자
해당 WLAN 액세스 지점/라우
터에 WPS 기호가 있는지 확인
합니다.

4-2

네트워크의 인증 및 암호화가 구
성되지 않은 경우, 주의! 화면
이 나타납니다. 구성을 계속하
려면 [OK] (확인)을 클릭하고
7-1(으)로 이동하십시오.

무선 네트워크 설정을 확인하
7-1 고
[Next] (다음)을 클릭합니
다. 설정 사항이 프린터에 전
송됩니다.

프린터를 WPS 액세스 지점/
5-2 라우터의
범위 내에 배치합니
다. 이 범위는 환경에 따라 다
를 수 있습니다. 액세스 지점/
라우터와 함께 제공된 설명서
를 참조하십시오.
프린터를 켜고
6-2 (Wi-Fi)
표시등이 녹색으로 점

[Cancel] (취소)를 클릭하면
설정이 변경되지 않은 채로 유
지됩니다.
• 프린터에 IP 주소를 직접 할당
하려는 경우, [Change IP
Address] (IP 주소 변경)을 클
릭하고 네트워크에 맞는 IP 주
소를 입력하십시오.
• 무선 설정 실패 화면이 나타나
면 [Retry] (다시 시도)를 클릭
합니다.
•

멸하기 시작할 때까지 Wi-Fi
버튼을 길게 누릅니다.

액세스 지점/라우터
7-2 WLAN
에서 WPS 버튼을 누릅니다.
구성이 완료되면 프린터에서
(Wi-Fi) 표시등이 녹
색으로 켜집니다.
무선 설정이 완료되었습니다.
9(으)로 이동하여 프린터 드
라이버와 소프트웨어를 설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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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Start Here OSX (OSX 여기서
시작) 아이콘을 두 번 클릭하
여 설치합니다.

수동 네트워크 구성

상단에서 IP 를 선택합니
12 화면
다. 프로토콜로 LPD를 선택합

니다. 주소 상자에 프린터의 IP
주소를 입력합니다. 목록에서
Brother QL-XXX 를 선택하고
[ 추가 ] 를 클릭하여 프린터를
추가합니다.

사용 가능한 항목:
1 Start Here OSX (OSX 여기
서 시작)
P-touch Editor 5.0, P-touch
Update Software 및 프린터
드라이버를 설치합니다.
2 Utilities (유틸리티)
BRAdmin Light 및 무선 장치
설치 마법사가 포함됩니다.
3 Documentation (문서)
사용자 가이드, 소프트웨어
사용자 가이드 및 네트워크
사용자 가이드가 포함됩니다.
4 Brother Support (Brother
지원 )
온라인 등록 및 Brother
Solutions Center로 연결되는
링크가 표시됩니다.

나타나는 지침을 따르
10 화면에
십시오.
메뉴]-[시스템 기본 설
11 [Apple
정]을 클릭하고 인쇄 및 팩스
(10.5.8 - 10.6) / 인쇄 및 스캔
(10.7)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을 클릭합니다.
빠른 네트워크 구성

에 서 Brother QL-XXX
12 목록
를 선택하고 [추가]를 클릭하
여 프린터를 추가합니다.
이제 13(으)로 이동합니다.

대기열 이름을 지정할 때
BRNxxxxxxxxxxxx 값을 사용하
십시오(여기서, xxxxxxxxxxxx는
이더넷 주소임).

인쇄 및 팩스 / 인쇄 및
13 화면이
스캔 화면으로 돌아가면
Brother QL-XXX가 추가되었
는지 확인하고 인쇄 및 팩스 /
인쇄 및 스캔 화면을 닫습니다.
이제 장치를 사용할 수 있습
니다.
프린터 전원을 껐다가 다시 켭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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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다른 소프트웨어 설치 및 사용
이 섹션에서는 BRAdmin Light 및 P-touch Editor Lite LAN의 설치 방법을 설명합니다.

BRAdmin Light(Windows ® )
BRAdmin Light 구성 유틸리티
설치

1

[네트워크 유틸리티]를 클릭
합니다.
이 화면은 CD-ROM을 삽입할
때 나타나는 화면과 동일합니다.

BRAdmin Light를 사용하여 IP
주소, 서브넷 마스크 및 게이트웨
이 설정

1

[시작]-[모든 프로그램][Brother]-[BRAdmin Light][BRAdmin Light]를 클릭합
니다.
BRAdmin Light가 자동으로 새 장치
를 검색합니다.
네트워크에 DHCP/BOOTP/
RARP 서버가 있는 경우, 프린
트 서버가 IP 주소를 자동으로
가져오므로 다음 작업을 수행
할 필요가 없습니다.

2

[BRAdmin Light]를 클릭하
고 화면에 나타나는 지침을 따
릅니다.
PC에 Windows ® 방화벽이 설
정되어 있는 경우, "이 응용 프
로그램을 예외 목록에 추가하
시겠습니까?" 메시지가 나타납
니다. PC 환경을 확인한 후 [예]
또는 [아니요]를 선택하십시오.

2

구성되지 않은 장치를 두 번 클
릭합니다.
기본 암호는 "access"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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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팅 방법으로 STATIC을 선
택합니다.
IP 주소, 서브넷 마스크 및 게
이트웨이를 입력하고 [확인]
을 클릭합니다.

4

주소 정보가 프린터에 저장됩
니다.
추가적인 고급 프린터 관리가 필요
한 경우, 다음 웹사이트에서 다운로
드할 수 있는 최신 Brother
BRAdmin Professional 유틸리티 버
전을 사용하십시오:
http://support.brother.com/.

BRAdmin Light(Macintosh)
BRAdmin Light 구성 유틸리티
시작

2

구성되지 않은 장치를 두 번 클
릭합니다.

BRAdmin Light 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
소프트웨어는 CD의 Utilities 폴더에 있으
므로 CD에서 직접 실행하거나 선택한 위
치로 수동으로 복사한 후 실행하십시오.

BRAdmin Light를 사용하여 IP
주소, 서브넷 마스크 및 게이트웨
이 설정

1

[라이브러리]-[프린터][Brother]-[P-touch 유틸리티][BRAdmin Light.jar]를 클릭
합니다.
BRAdmin Light가 자동으로 새 장치
를 검색합니다.

기본 암호는 "access"입니다.

3

부팅 방법으로 STATIC을 선
택합니다.
IP 주소, 서브넷 마스크 및 게이트
웨이를 입력하고 [OK] (확인)을 클
릭합니다.

네트워크에 DHCP/BOOTP/
RARP 서버가 있는 경우, 인쇄
서버가 자동으로 IP 주소를 가
져오기 때문에 다음 작업을 수
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4

주소 정보가 프린터에 저장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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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touch Editor Lite LAN(Windows ® )
P-touch Editor Lite LAN 설치
P-touch Editor Lite LAN은 기본적인 라벨
편집 도구 버전입니다.
• P-touch Editor Lite LAN을 사용하
려면 이 프린터의 IP 주소를 정확히
지정해야 합니다.
IP 주소는 BRAdmin Light(CD-ROM
의 [네트워크 유틸리티]를 통해 설치)
와 같은 유틸리티를 사용하여 지정
할 수 있습니다.
이 유틸리티 사용에 대한 자세한 내
용은 "네트워크 사용자 가이드"(PDF)
에서 "IP 주소 및 서브넷 마스크 설
정"을 참조하십시오.
• DHCP와 같이 IP 주소가 자동으로
할당되는 네트워크의 경우, 프린터
가 네트워크에 연결되면 IP 주소가
자동으로 할당되므로 프린터를 즉
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IP주
소가 동적으로 변경될 수 있기 때문
에 P-touch Editor Lite LAN을 사용
할 때는 고정 IP 주소를 지정하는 것
이 좋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네트워
크 관리자에게 문의하십시오.
• 네트워크 관리자와 상의한 후 설정
을 지정하십시오.

1

컴퓨터를 시작하고 CD-ROM
드라이브에 CD-ROM을 넣습
니다.
자동으로 시작되지 않으면
CD-ROM에 있는 파일을 열고
"Start.exe"를 두 번 클릭하십
시오.

2

[사용자 지정 설치]를 클릭합
니다.

3

[P-touch Editor Lite LAN]
을 클릭합니다.

4

화면에 나타나는 지침을 따르
십시오.
PteLiteLAN 폴더가 만들어집니다.
이제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P-touch Editor Lite LAN 사용에 대
한 내용은 소프트웨어 사용자 가이
드(PDF)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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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P-touch Editor 도움말 시작
이 단원에서는 Windows ® 및 Macintosh용 P-touch Editor 도움말을 시작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Windows ®
다음은 Windows Vista ® 에 관한 예입니다. 다음 화면에 나온 프린터 이름은 사용하는 프
린터 이름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시작(

) 버튼에서 시작

P-touch Editor 도움말을 시작하려면 작
업 표시줄에서 시작( ) 버튼을 클릭하
고 [모든 프로그램]을 가리킵니다.
[Brother P-touch] 및 [P-touch
Editor 5.0 도움말]을 클릭합니다.
새로 만들기/열기 대화 상자에서 시작
P-touch Editor 5.0을 시작하고 새로 만들기/열
기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 도움말-방법을 클릭합
니다.
"업데이트 확인"(오른쪽에 빨간색으로 나타남)를 클릭하
면 웹 사이트에서 이용할 수 있는 최신 P-touch Editor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P-touch Editor에서 시작
도움말 메뉴를 클릭하고 P-touch Editor 도움말을 선택합니다.

Professional 모드

Express 모드

Snap 모드에서 시작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서 P-touch Editor
도움말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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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cintosh
다음은 Mac OS X 10.7을 사용할 경우의 예입니다. 다음 화면에 나온 프린터 이름은 사용
하는 프린터 이름과 다를 수 있습니다.

새로 만들기/열기 대화 상자에서 시작
P-touch Editor 5.0을 시작하고 새로 만들기/열
기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 도움말-방법을 클릭합
니다.

P-touch Editor에서 시작
도움말 메뉴를 클릭하고 P-touch Editor 도움말
을 선택합니다.

Snap 모드에서 시작
Ctrl 키를 누른 채로 마우스를 클릭하고 P-touch
Editor 도움말을 선택합니다.

중국에서 인쇄
LB9316001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