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 설명서

AirPrint

머리글
본 설명서는 많은 노력을 통하여 정확하고 완벽한 최신 정보로 구성되었습니다. 제조업체는 통제할 수 없는 오류로
인한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또한, 다른 제조업체가 수행한 변경 사항이나 본 설명서에서 언급한
소프트웨어 및 장치에 대한 변경 사항으로 인해 본 설명서에 수록된 정보가 실제로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밝혀둡니다. 다른 회사에서 제조한 소프트웨어 제품이 언급되었다 하더라도 당사에서 해당 제품을 인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에서는 본 문서를 최대한 정확하고 유용하게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여기에 포함된 정보의
정확성 또는 완전성에 대해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도 어떤 보장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최신 드라이버 및 설명서는 아래 웹사이트를 통해 제공됩니다.
https://www.oki.com/printing/
Copyright © 2013 Oki Data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OKI는 Oki Electric Industry Co., Ltd.의 등록 상표입니다.
Apple, Macintosh, Mac 및 Mac OS는 Apple Inc.의 등록 상표입니다.
기타 제품 이름과 브랜드 이름은 해당 소유권자의 등록 상표 또는 상표입니다.

iPad, iPhone, iPod 및 iPod touch는 미국 및 기타 국가에서 Apple Inc.의 상표입니다. AirPrint 및 AirPrint 로고는
Apple Inc.의 상표입니다.

참고

● AirPrint는 AirPrint를 지원하는 프린터 또는 MFP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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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요약
iOS에서 AirPrint 지원 응용 프로그램은 AirPrint 지원 장치로 인쇄할 수 있으며 드라이버를 설치하거나 프린터
대기열을 구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쇄를 두드리고 AirPrint 지원 장치를 선택하여 인쇄합니다. 간단합니다.

대상 제품
Mac OS, OS X Lion, OS X Mountain Lion, iPad, iPhone, iPod touch

AirPrint
AirPrint는 응용 프로그램이 Apple의 드라이버가 필요 없는 인쇄 아키텍처를 이용하여 고품질 인쇄 출력물을 만들 수
있는 Apple 기술입니다. 인쇄를 지원하는 모든 iOS 내장 앱은 AirPrint를 사용합니다. iOS 인쇄 시스템을 사용하는
App Store의 앱도 AirPrint를 이용합니다.

AirPrint iOS 요구 사항
AirPrint를 사용하려면 최신 버전의 iOS가 설치된 다음 장치 중 하나가 필요합니다.
 iPad(모든 모델)
 iPhone(3GS 이상)
 iPod touch(3세대 이상)

AirPrint OS X 요구 사항
 OS X Lion
 OS X Mountain Lion
최신 정보는 Apple 웹 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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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성
AirPrint를 사용하려면 모바일 장치가 연결된 네트워크에 연결해야 합니다.
무선 모델은 인프라 모드만 지원합니다.

인프라 모드
장치 및 모바일 장치가 무선 액세스 포인트를 통해 연결됩니다. 장치 및 액세스 포인트가 무선 또는 유선을 통해
연결됩니다.

또는
무선 액세스 포인트
모바일 장치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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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쇄
AirPrint 지원 응용 프로그램은 AirPrint 지원 장치에 인쇄할 수 있습니다. 드라이버를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쇄를 두드리고 AirPrint 지원 장치를 선택하여 인쇄합니다.

대상 제품
> iOS 4.2 이상이 설치된 iPhone, iPad 또는 iPod touch
> MAC OSX 10.7 이상
Apple 응용 프로그램 Mail, Photos 및 Safari에서 인쇄할 수 있습니다. App Store에서 이용 가능한 앱도 이러한
기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부터는 MC562를 예로 사용합니다.

iOS의 경우
1
2

응용 프로그램에서 인쇄할 파일을 엽니다.
작업 아이콘을 두드립니다.

3

인쇄(Print) 버튼을 두드립니다.

4

프린터 옵션을 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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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프린터를 선택합니다.

참고

● 처음 인쇄하는 경우 또는 이전에 선택한 프린터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프린터를 선택해야 합니다.
● 프린터를 선택할 때 장치가 지원하는 기능도 추가로 표시됩니다.

4-2

옵션을 설정합니다.

범위: 인쇄할 페이지를 설정합니다.
*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 중인 경우 이 항목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매수: 인쇄할 매수를 설정합니다.
양면 인쇄: 양면 인쇄를 지정합니다.

5

인쇄(Print) 두드리기.
참고

MP 트레이에서 인쇄할 경우 장치의 PaperFeed 설정을 MP 트레이로 설정하십시오.

인쇄 대기열 보기
최근 사용된 앱을 보기 위해 홈 버튼을 두 번 두드려 인쇄 대기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Print Center를
두드립니다.
참고

Print Center는 인쇄가 진행 중인 동안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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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c OSX의 경우
Mac OS X 10.7 이상의 경우
 프린터 추가
1

장치와 컴퓨터의 전원이 켜져 있고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2

Apple 메뉴에서 [시스템 선호 설정]을 선택합니다.

3

[인쇄 및 스캔(Print & Scan)]을 클릭합니다.

4

[+]를 클릭하고 팝업 메뉴에서 [프린터(Printer)]를 선택합니다.

참고

MC562의 경우 [OKI-MC562-5470D5]와 같이 장치 이름을 선택합니다.

5

해당 기기가 [프린터(Printer)]에 표시되고 [MC562-AirPrint]가 [종류(Kind)]에 표시되는지
확인합니다.

6

[인쇄 및 스캔(Print & Scan)]을 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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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쇄 작업 시작
1

응용 프로그램에서 인쇄할 파일을 엽니다.

2

[파일] 메뉴에서 [인쇄]를 선택합니다.

3

[프린터(Printer)]에서 [OKI-MC562]를 선택합니다.

4

[인쇄 매수(Copies)]를 설정합니다.

5

[미리 보기(Preview)]에서 옵션을 설정합니다.
예: PaperFeed 등.

6

[인쇄(Print)]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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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메뉴
 AirPrint
기능

옵션

설명

AirPrint

활성화

AirPrint를 이용할 수 있을 때 표시됩니다.
(비활성화는 표시되지 않음)

기능

옵션

설명

AirPrint

비활성화 활성화

AirPrint를 이용할 수 없을 때 표시됩니다.

참고

Bonjour 또는 IPP를 이용할 수 없을 때 AirPrint 기능이 비활성화됩니다. AirPrint를 사용하려면 시스템 관리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이후 AirPrint 기능을 활성화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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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문제 해결
 “AirPrint 프린터를 찾을 수 없음” 메시지가 iOS 장치에 표시되는 경우
프린터에서 다음 사항을 확인합니다.
1

전원이 연결되고 켜져 있는지. 전원이 연결되어 있는 경우 프린터를 껐다가 다시 켜고 문제가
해결되었는지 확인합니다.

2

iOS 장치와 같은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지.

 인쇄할 수 없는 경우
프린터에서 다음 사항을 확인합니다.
1

전원이 연결되고 켜져 있는지. 전원이 연결되어 있는 경우 프린터를 껐다가 다시 켜고 문제가
해결되었는지 확인합니다.

2

iOS 장치와 같은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지.

3

최신 펌웨어 버전이 설치되어 있는지.

4

충분한 토너가 설치되고 용지가 있는지.

5

오류가 없는지.

필요할 경우 프린터 사용 설명서에서 위 단계의 도움말을 참조하십시오.

참고

프린터가 켜진 후 네트워크에 연결하는 데 몇 분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인쇄를 시도하기 전에 프린터가 네트워크에
연결되었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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