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결 설명서

지원되는 운영 체제

이 CD에 들어 있는 소프트웨어는 다음 운영 체제와 호환됩니다.

• Windows 10

• Windows 8.1

• Windows Server 2012 R2

• Windows Server 2012

• Windows 7 SP1

• Windows Server 2008 R2 SP1

• Windows Server 2008 SP2

• Windows Vista SP2

• Windows Server 2003 R2 SP2

• Windows Server 2003 SP2

참고:

• 기타 모든 운영 체제와의 소프트웨어 호환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객 지원 부서에 문의하십시오.

• 지원 운영 체제용 인쇄 드라이버는 Drivers\Print\GDI에 위치한 이 CD에 있습니다.

프린터 소프트웨어 설치

1 설치 패키지 사본을 취득합니다.

2 설치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컴퓨터 화면의 지시를 따릅니다.

3 Macintosh 사용자는 프린터를 추가합니다.

참고: 네트워크/포트 메뉴의 TCP/IP 섹션에서 프린터 IP 주소를 확인합니다.

이더넷 네트워크에서 프린터 설정 준비

프린터를 이더넷 네트워크에 연결하기 전에 다음 정보를 확인합니다.

• 네트워크에서 사용되는 프린터의 유효하고 고유한 IP 주소

• 네트워크 게이트웨이

• 네트워크 마스크

• 프린터의 닉네임(선택 사양)

참고: 프린터 닉네임이 있으면 네트워크에 있는 프린터를 손쉽게 식별할 수 있습니다.

프린터를 네트워크에 연결할 이더넷 케이블 및 연결하는 데 사용 가능한 포트가 필요합니다. 손상된 케이블로 인해 발
생할 수 있는 문제를 방지하려면 새 네트워크 케이블을 사용하십시오.

무선 네트워크에서 프린터 설정 준비

참고:

• 프린터에 무선 네트워크 어댑터가 설치되었고 올바르게 작동하는지 확인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어댑터와 함
께 제공된 지침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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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세스 포인트(무선 라우터)의 전원이 켜져 있고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다음 정보가 모두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SSID-SSID는 네트워크 이름이라고도 합니다.

• 무선 모드(또는 네트워크 모드)-모드는 인프라 또는 임시가 됩니다.

• 채널(임시 네트워크의 경우)-채널은 인프라 네트워크의 경우 자동이 기본값입니다.

일부 임시 네트워크도 자동 설정이 필요합니다. 선택할 채널이 확실하지 않을 경우 관리자에게 문의하십시오.

• 보안 방법—다음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WEP 키
둘 이상의 WEP 키를 사용하는 경우 최대 4개를 입력합니다. 기본 WEP 전송 키를 선택하여 현재 네트워크에서
사용 중인 키를 선택합니다.

– WPA 또는 WPA2 사전 공유 키 또는 암호

WPA는 추가 보안 계층으로서 암호화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프린터가 네트워크와 통신할 수 있도록 라우터 및
프린터에서 동일한 유형의 암호화를 설정합니다.

– 802.1X–RADIUS

802.1X 네트워크에 프린터를 설치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정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인증 유형

• 내부 인증 유형

• 802.1X 사용자 이름 및 비밀번호

• 인증서

– 보안 없음

무선 네트워크가 임의의 보안 유형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보안 정보를 찾을 수 없습니다.

참고: 보안이 설정되지 않은 무선 네트워크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참고:

• 컴퓨터가 연결된 네트워크의 SSID를 모르는 경우 컴퓨터 네트워크 어댑터의 무선 유틸리티를 시작하여 네트워
크 이름을 찾습니다. 네트워크에 대한 SSID 또는 보안 정보를 찾을 수 없는 경우 액세스 포인트와 함께 제공된 문
서를 참조하거나 관리자에게 문의합니다.

• 무선 네트워크에 대한 WPA/WPA2 사전 공유 키 또는 암호구를 찾으려면 액세스 포인트와 함께 제공된 설명서를
참조하거나, 액세스 포인트 관련 Embedded Web Server를 참조하거나, 관리자에게 문의하십시오.

WPS(Wi‑Fi 보호 설정)를 사용해서 무선 네트워크에 프린터 연결

시작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확인합니다.

• 액세스 포인트(무선 라우터)가 WPS 인증을 받았거나 WPS와 호환되는지 확인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액세스 포인
트와 함께 제공된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 무선 네트워크 어댑터가 프린터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어댑터와 함께 제공된 지침을 참조하십시오.

푸시 단추 방법 사용

1 제어판에서 다음으로 이동합니다.

설정 > 네트워크/포트 > 무선 > Wi‑Fi 보호 설정 > 푸시 단추 방법 시작

2 디스플레이에 표시되는 지침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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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N(개인 식별 번호) 방법 사용

1 제어판에서 다음으로 이동합니다.

설정 > 네트워크/포트 > 무선 > Wi‑Fi 보호 설정 > PIN 방법 시작

2 8자리 숫자로 된 WPS PIN을 복사합니다.

3 웹 브라우저를 열고 주소 필드의 액세스 포인트의 IP 주소를 입력합니다.

참고:

• 프린터 홈 스크린에서 프린터 IP 주소를 확인합니다. IP 주소는 123.123.123.123과 같이 마침표로 구분된 네
개의 숫자 집합으로 표시됩니다.

• 프록시 서버를 사용하는 경우, 웹 페이지를 올바르게 로드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비활성화합니다.

4 WPS 설정에 액세스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액세스 포인트와 함께 제공된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5 8자리 PIN을 입력한 후 변경 사항을 저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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