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빠른 설치 안내서

SL4M  그리고 T4M
RFID 스마트 레이블과 열전 프린터

™ ™





소개

SL4M RFID 스마트 라벨 프린터 또는 T4M 감열 프린터를 구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 간편 설치 설명서에는 프린터 설치 , 리본과 미디어 장착 그리고 
시험 페이지 인쇄에 관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

참고 : 이 간편 설치 안내서는 SL4M 프린터와 T4M 프린터 두 제

품을 위한 것입니다 .

SL4M 는 스마트 라벨 프린터입니다 . 여기에는 RFID 인코

더가 포함되어 있으며 제어판 근처에 "RFID Smart" 로고가 

있습니다 .

T4M 프린터에는 RFID 인코더가 없지만 설치 후 업그레이

드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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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린터 셋업
프린터 셋업

1. 바닥이 평평하고 사방에서 접근하기 편리한 위치에 프린터를 
놓습니다 .

주의 프린터는 옆으로 또는 거꾸로 세워 놓지 마십시오 .

2. 프린터 앞면의 전원 스위치를 O( 꺼짐 ) 위치에 놓으십시오 .

전원 스위치

앞면 보기
4



3. 프린터 뒷면에서 원하는 인터페이스 케이블을 해당 커넥터와 
호스트 컴퓨터에 연결하십시오 .

경고 프린터를 올바르게 접지하지 않으면 사용자에게 전기적 충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

이 프린터는 국제 안전 기준에 따라 3-prong 전원코드를 사용합
니다 . 어댑터 플러그를 사용하거나 케이블 플러그의 접지 프롱
을 제거하지 마십시오 . 연장 코드가 필요한 경우는 플러그가 올
바르게 접지된 3-wire 케이블인지 확인하십시오 .

4. AC 전원 코드를 전원 소켓에 꽂습니다 .

5. AC 전원 코드를 올바른 전압의 접지된 (3-prong) 전기 콘센트
에 연결합니다 ( 프린터를 아직 켜지 마십시오 ).

AC 전원 소켓

IEEE1284 병렬 인
터페이스

RS-232 직렬 
인터페이스

이더넷 인터페이
스 ( 옵션 )

USB 연결부

뒷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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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본 및 롤 미디어 장착하기
리본 및 롤 미디어 장착하기

중요 최상의 결과를 얻으려면 Printronix 정품만 이용하십시오 . 18 

페이지의 Printronix 소모품 관련 부서” 참조 .

주의 프린트헤드 또는 프린트헤드 어셈블리의 전기 부품을 만지지 마

십시오 .

주의 프린트헤드와 롤러 사이에 라벨을 넣지 않은 상태로 회전 데크를 

닫지 마십시오 . 롤러에 남아있는 찌꺼기로 인해 프린트헤드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

주의 프린터를 설치하는 동안 전기 연결부를 만지지 않도록 주의하십

시오 . 정전기 방전으로 인한 제품 손상의 위험이 있습니다 . 축

적된 정전기가 방전되면 이 장치에 사용된 프린트헤드 또는 전기

적 구성요소가 손상 또는 파손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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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본 장착
리본 장착

감열 미디어의 경우 ( 리본 필요 없음 ), 10 페이지로 가십시오 .

중요 리본을 교환할 때마다 프린트헤드와 플래튼 롤러 그리고 미디어 

센서를 청소하십시오 . 사용자 설명서 참조 .

1. 미디어 커버를 엽니다 .

2. 리본 감기 스핀들에 리본 감기 코어를 설치합니다 .

참고 : 리본 감기 코어는 처음에 프린터와 함께 제공됩니다 . 리본

을 다 사용한 후에는 리본 공급 스핀들의 빈 코어를 분리하

여 감기 스핀들로 옮깁니다 .

3. 스핀들 플랜지에 닿을 때까지 리본 롤을 리본 공급 스핀들에 밀
어 넣습니다 .

4. 회전데크가 열릴 때까지 잠금 레버를 시계방향으로 돌립니다 .

리본 롤

리본 공급 스핀들

데크 잠금 레버회전데크

리본감기 코어

리본 감기 스핀들

미디어 커버 플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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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본 및 롤 미디어 장착하기
5. 리본 가이드 롤러 아래의 리본 끝 자락을 플래튼 ( 고무로 된 드
라이브 롤러 ) 과 프린터헤드 사이 그리고 리본 감기 스핀들과 
공급 스핀드 사이로 연결시킵니다 .

참고 : 리본이 리본 감기 스핀들 뒤로 연결되게 하십시오 .

참고 : 2 차 리본 경로는 잉크가 안쪽에 묻는 리본을 위한 것입니
다 .

프린트헤드

리본 가이드 
롤러 (2)

리본

리본 공급 스핀들

리본 감기 스핀들

리본 감기 코어

2 차 리본 경로

플래튼
( 보이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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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본 장착
중요 리본 감기 코어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는 리본을 감기 스핀들에 

부착하면 안됩니다 .

6. 테이프로 리본 감기 코어를 리본 감기 스핀들에 붙이십시오 .

7. 리본의 앞자락이 프린터헤드를 통과할 때까지 리본 감기 스핀
들을 반시계 방향으로 직접 돌리십시오 .

리본 감기 스핀들

리본 감기 코어

리본 앞자락

프린트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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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본 및 롤 미디어 장착하기
롤 미디어 장착하기

중요 직접 감열 모드를 사용할 경우는 미디어를 교환할 때마다 프린터

헤드 , 플래튼 롤러 그리고 상하단 미디어 센서를 청소해야 합니

다 . 사용자 설명서 참조 .

1. 미디어 걸개 가이드를 미디어 걸개의 끝쪽으로 밉니다 ( 그림 
참조 ).

미디어 걸이

미디어 걸이 
가이드

미디어 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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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미디어 장착하기
2. 미디어 롤을 미디어 걸개에 놓고 미디어 롤이 프린터의 측벽에 
닿을 때까지 밀어 넣습니다 . 

참고 : 스마트 라벨에 관한 정보는 RFID 라벨링 참조 설명서를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

3. 미디어 롤이 옆으로 움직이지 않도록 미디어 걸개 가이드로 고
정시킵니다 .

미디어 롤

미디어 걸이 
가이드

미디어 걸이

측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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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본 및 롤 미디어 장착하기
4. 미디어 댐퍼 밑의 미디어가 미디어 센서 어셈블리를 통과한 후 
그 다음 플래튼과 프린터헤드 사이를 통과하도록 합니다 .

참고 : 밸류 필 , 라벨 또는 라이너 되감기 장치가 있는 경우는 사
용자 설명서를 참고하여 미디어가 올바르게 연결되도록 합

니다 .

참고 : 2 차 미디어 경로는 라벨이 안으로 감겨진 미디어를 위한 

것입니다 .

주의 미디어 폭 가이드 잠금 장치가 너무 느슨하거나 빼져 있으면 , 

미디어 폭 가이드가 빠질 수도 있습니다 .

5. 잠금 장치를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 미디어 폭 가이드를 밀 수 
있을 정도만 되게 하십시오 .

6. 미디어 폭 가이드를 설치된 미디어의 바깥쪽 가장자리에 맞게 
조절한 후 잠금장치를 시계 방향으로 돌려 조이십시오 .

미디어

프린트헤드

플래튼
( 보이지 않음 )

미디어 댐퍼

미디어 폭 
가이드미디어 센서 

어셈블리

잠금 장치
2 차 미디어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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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센서 어셈블리의 위치 선택
미디어 센서 어셈블리의 위치 선택

이 프린터에는 라벨 길이 인디케이터 ( 간격 , 노치 , 구멍 , 블랙마
크 ) 로 미디어의 시작 위치를 감지하는 미디어 센서 어셈블리가 있
습니다 . 14 페이지 참조 .

용지 특성 경로에 미디어 센서를 놓으면 간격을 잘못 감지하거나 용
지 없음 오류를 유발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이러한 용
지 특성으로는 어두운색 사전 인쇄 , 둥글게 처리된 다이컷 라벨 모
서리 , 사이드 바이 사이드형 라벨과 결합된 수직 간격 , 외부형 도
려내기 등이 있습니다 .

수직 간격 및 곡선 처리된 
다이컷 라벨 모서리

외부형 도려내기 
효과

검은색 프리 프린팅

간격 센서 인디케이
터를 회색 음영 부분
중 한 곳에 놓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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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본 및 롤 미디어 장착하기
1. 미디어의 왼쪽 ( 안쪽 ) 가장자리를 안쪽 미디어 가장자리 가이
드에 맞춥니다 .

2. 라벨에 특별한 라벨 길이 인디케이터가 없으면 미디어 센서 어
셈블리를 공장 출고시의 기본 위치에 두십시오 .

그렇지 않으면 , 미디어 센서 핸들을 사용하여 미디어 센서 어

셈블리를 가로로 놓습니다 . 그러면 양끝에 있는 센서 인디케이

터가 미디어의 라벨 길이 인디케이터와 맞춰집니다 .

검은색 마크가 있는 미디어의 경우는 마크 센서 인디케이터를 , 

간격 , 노치 또는 구멍이 있는 미디어는 간격 센서 인디케이터

를 이용합니다 .

미디어 센서 
핸들

미디어 센서 어셈블리

미디어

마크 센서 인디케
이터 ( 양쪽면 )

간격 센서 인디케이터
( 양쪽면 )

안쪽 미디어 가
장자리 가이드미디어 ( 왼쪽 가

장자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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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센서 어셈블리의 위치 선택
3. 데크 잠금 레버를 시계 방향으로 완전히 돌려 회전데크를 잠그
십시오 .

4. RFID 인코더가 있는 경우는 커플러를 조절해야 할 수도 있습니
다 . (RFID 라벨링 참조 설명서 참조 .)

5. 미디어 커버를 내립니다 .

데크 잠금 
레버

회전데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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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부 및 인디케이터
제어부 및 인디케이터

전원 스위치

전원 스위치는 프린터 전면판 아래 부분에 있습니다 . 전원을 공급
하려면 스위치를 |( 켜짐 ) 위치에 놓습니다 . 프린터를 처음 켜면 
제어판 LCD 에 일련의 초기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

전원을 끄려면 스위치를 O( 꺼짐 ) 위치에 놓습니다 .

제어판

제어판은 프린터 앞 부분에 있으며 LCD, 표시등 , 제어키 ( 버튼 )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온라인 표시등 오류 표시등

액정 디스플레
이 (LCD)

왼쪽 키

위로 키

아래로 키

입력 키

일시정지 키

메뉴 키

오른쪽 키

용지공급 키

참고 : 아래로 키와 ↵ 
(Enter) 키를 동시에 누
르면 ↵ 키를 잠그거나 
잠금해제 할 수 있습니
다 .

취소 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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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판
바코드 데모 테스트 실행하기

작업을 실제 인쇄하기 전에 바코드 데모 테스트를 실행합니다 .

1. 전원 스위치를 |( 켜짐 ) 으로 설정합니다 .

2. 프린터 LCD 에 ONLINE 또는 OFFLINE 메시지가 나타나면 
를 눌러 메뉴 모드로 들어가십시오 .

3. ↵ KEY IS UNLOCKED 메시지가 표시될 때까지 아래로 키와 ↵ 
키를 동시에 누르십시오 .

4.  DIAGNOSTICS 메시지가 표시될 때까지 오른쪽 키를 누르
십시오 .

5. ↵ 키를 눌러  DIAGNOSTICS 메뉴로 들어 가십시오 . 프린터 
테스트 하위 메뉴가 선택됩니다 .

6. Barcode Demo 메시지가 표시될 때까지 오른쪽 키를 누르십시
오 .

7. ↵ 를 누릅니다 . 프린터가 온라인으로 전환되고 바코드 데모 테
스트 패턴이 시작되며 두 개의 바코드가 인쇄됩니다 .

8. 원하는 경우 Grey( 그레이 ), Grid( 그리드 ), Checkerboard( 체
커보드 ) 와 같은 프린터 테스트를 추가로 실행할 수도 있습니
다 . 다른 테스트를 시작하려면 위의 2 단계를 참조하십시오 .

참고 : 이러한 테스트는 기본적으로 연속 실행됩니다 . ↵ 를 누르

면 테스트가 종료됩니다 .

9. 프린터 품질 문제가 생기면 사용자 설명서 ( 이 설명서에 포함
된 CD-ROM 에 있음 ) 의 “프린터헤드 조절”  부분을 참고하
십시오 .

프린터 설치 마법사 실행

프린터 설치 마법사 (CD-ROM 에 있음 ) 를 시작하여 프린터 드라
이버를 설치하고 프린터 환경을 구성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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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 정보
연락 정보

Printronix 고객 지원 센터

중요 Printronix 고객 지원 센터에 전화하기 전에 아래 정보를 준비하십시오:

• 모델 번호

• 시리얼 번호(프린터의 뒷면에 있음)

• 설치된 옵션(발생한 문제와 관련된 인터페이스와 호스트 타입)

• 환경설정 출력물

• 문제 발생 프린터가 새로 설치한 프린터인지 또는 기존 프린터 인지 

여부

• 문제 설명(구체적으로)

• 문제에 관한 좋은 샘플 및 나쁜 샘플(샘플의 팩스 전송이 요구됨)

북미, 중남미 (714) 368-2686

유럽, 중동, 아프리카 (31) 24 6489 410

아시아 태평양 (65) 6548 4114

중국 (86) 800-999-6836

http://www.printronix.com/support.aspx

Printronix 소모품 관련 부서

Printronix 순정 부품에 관한 내용은 Printronix 소모품 관련 부서로 

문의하십시오.

북미, 중남미 (800) 733-1900

유럽, 중동, 아프리카 33 (0) 1 46 25 19 07

아시아 태평양 (65) 6548 4116 

또는 (65) 6548 4182

중국 (86) 400-886-5598

인도 (800) 102-7869

http://www.printronix.com/public/supplies/default.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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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사 연락처
지사 연락처

Printronix, Inc. 

15345 Barranca Parkway 

Irvine, CA 92618 

U.S.A. 

전화: (714) 368-2300 

팩스: (714) 368-2600

Printronix Inc. 

c/o Printronix Nederland BV 

Bijsterhuizen 11-38 

6546 AS Nijmegen 

The Netherlands 

전화: (31) 24 6489489 

팩스: (31) 24 6489499

Printronix Schweiz GmbH 

42 Changi South Street 1 

Changi South Industrial Estate 

Singapore 486763 

전화: (65) 6542 0110 

팩스: (65) 6546 1588

Printronix Commercial (Shanghai) Co. Ltd 

22F, Eton Building East 

No.555, Pudong Av. 

Shanghai City, 200120, P R China 

전화 : (86) 400 886 5598 

팩스 : (86-21) 5138 0564

Printronix 웹사이트 www.printronix.com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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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통지

이 설비 검사를 받을 준수하는 클래스에 대한 제한 디지털 장비 B조, 15조에 따라 일부 FCC의 규칙들을 따라야 
합니다 . 이러한 한계는 이치를 제공하기 위한 해로운 주파수 간섭에 대한 보호에 설치의 한 주택가 . 이 장비를 
생성 , 사용 수방사 주파수 에너지와 , 만약에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용하는 지침에 따라 일으킬 수 있는 해로운 
주파수 간섭 무선 통신 . 그러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발생하지 않게 간섭에 특정 설치 . 이 장비 해로운 주파수 
간섭이 원인을 라디오나 텔레비전 환영회는로 결정할 수 있는 장비에, 사용자가하도록 격려를 바로잡는 노력에 
간섭 다음 중 하나 이상 조치 :

• 재배치하거나 리오리엔트를 마치 안테나를 받고 있습니다 .

• 분리 높이 장비와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

• 장비를 연결하는 콘센트에 전혀 다르다는 것을 순회하는 수신기를 연결되어 있습니다 .

• 이 거래상 협의하거나 경험 있는 라디오 /tv 에 대한 도움말을 기술자 .

무단으로 변경되거나 수정할 수 있는 무효가 사용자의 권한을 운영하는 장비가 이었습니다 . 무단으로 
변경되거나 수정할 수 있는 무효가 사용자의 권한을 운영하는 장비가 이었습니다 .

이 장치에 부합되는 15 일 일부 FCC 의 규칙들을 따라야 합니다 . 작업은 다음 두 가지 조건 : (1) 이 5 월 장치 
해로운 주파수 간섭하고 , (2) 이 장치 어떠한 간섭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받은 간섭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을 
원하지 않습니다 .

변경 또는 수정 구속력을 이 제품은 사용자의 권위를 운영할 FCC 는 일부당 15 subpart 15.21 규제하는 부분 .

이 제품으로 의도적인 라디에이터가 포함되어 있는 다음 매개 변수가 있습니다 .  
운영 체제 frequency: 869.525 MHz ( awid 869) 을 910 914mhz ( awid 910- 914 또는 902) 을  
928mhz ( awid 915) 의 전형적인 RF 파워 : 100 에는 최대 RF power: 700 에는

캐나다
이 B 등급 디지털 장비는 Canadian ICES-003 및 RSS 210를 준수합니다.

Cet appareil numérique de la classe B est conforme à la norme NMB-003 et RSS 210 du Canada.

이 장비는 다음의 두 가지 조건에 따라 작동합니다. (1) 이 장치는 간섭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2) 이 장치는  
본 장치의 원치 않는 작동을 유발할 수 있는 간섭을 포함한 모든 간섭을 수용해야 합니다.

이 장치는 아래 나열된 안테나로 작동하도록 설계되었으며 최대 게인은 –18 dBi입니다. 이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안테나 또는 최대 게인이 –18dBi 이상인 안테나는 이 장치에서의 사용을 엄격히 금합니다. 안테나의 요구 
임피던스는 50ohm입니다.

다른 사용자에 대한 잠재적 무선 간섭을 줄이려면 안테나 종류 및 게인 선택시 등가 등방 복사전력(equivalent 
isotropically radiated power)이 성공적 통신을 위한 허용치를 초과하지 않는 지 확인하십시오.

Printronix SL4M and T4M

FCC 표준을 준수
하도록 테스트됨.



CE 정보(유럽연합)
채점 CE 의 상징으로 나타내 printronix 규격의 시스템을 EMC 지침 , 낮은 전압 지시문 유럽연합의 기일을 
기념하는 직설법 등을 만나 printronix 시스템 다음 기술 표준 :

• EN 300 220-1(2000 년 ), 전자 호환성 문제와 라디오 주파수 , 짧은 장치 범위 ; 라디오에 사용될 장비를 
25mhz 에 주파수 1000mhz 능력을 갖춘 수준을 500mw 급 .

• EN 55022 보라니깐 한계와 메서드의 측정 라디오의 특징을 간섭 정보 기술 장비가 이었습니다 .

• EN 55024 전자기 면책특권 보라니깐 정보 기술에 대한 요구 사항 장비

• EN 60950 의 안전을 보라니깐 정보기술 (it) 장비도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을 받아들일 수 없 printronix 책임을 지지 않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실패의 보호 요구 사항이 아닌 결과가 좋은 수
정 등의 제품에 적합한 비 printronix 옵션 카드.

이 제품 검사를 받을 준수하도록 클래스의 한계는 정보기술(it) 장비를 유럽에 따르면 표준 EN 55022. 클래스에 
대한 제한이 있는 장비에 대한에서 파생된 상업 및 산업 환경을 제공하는 보호를 합리적으로 간섭을 통신기기 
허가를 받습니다.

CE 기호

이것이 클래스의 산물입니다 . 국내 환경에서 이 제품이 간섭 라디오는 경우 필요한 사용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

경고



적합성 선언
제조원 : Printronix, Inc. 

14600 Myford Rd. 
Irvine, CA 92623 U.S.A.

아래와 같이 선언합니다 .

제품 종류 : 정보 기술 장비 , 프린터

장비 등급 : 상업 및 경공업용

모델 번호 : T4M, SL4M( 첨자 옵션 포함 )

구성 : 직렬 , 병렬 , 외장형 LAN, Ethernet, 무선 Ethernet, RFID, USB

아래 표준을 준수합니다 .

안전 : EN 60950-1: 2001, 년 초판

EMC: ETSI EN 301 489-1 
ETSI EN 301 489-3 
ETSI EN300 220-3 V1.1.1 
EN 55022: 1998 +A1 
EN 55024: 1998 

EN 61000-4-2 
EN 61000-4-3 
EN 61000-4-4 
EN 61000-4-5 
EN 61000-4-6 
EN 61000-4-8 
EN 61000-4-11 

EN 61000-3-2: 2000 
EN 61000-3-3: 1995 +A1

다음 규정을 준수합니다 . 
저전압 규정 73/23/EEC 및 EMC 규정 89/336/EEC 
무선 및 전자통신 종단 장비 1999/5/EC.



대만

리튬 건전지 경고
컨트롤러 보드의 실시간 클럭 칩 안에는 리튬 건전지가 들어 있습니다. 건전지 교체를 위해 칩을 역분해하지  
마십시오. 칩을 소각하지 마십시오.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배터리가 폭발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폐기 절차는  
가까운 폐기물 처리 센터로 문의하십시오.

Printronix는 특정 목적에 부합하는 적합성 및 상업성에 대한 암시적 보증을 포함하여 이 설명서에 대한 어떠한 
종류의 보증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Printronix는 이 설명서의 사용, 실행, 배포, 보급과 연관된 직간접적, 부수적, 
또는 결과적 손상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또한 이 설명서에 누락된 정보 또는 내용상의 오류에 대해서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 설명서의 정보는 사전 통지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설명서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독점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설명서의 어떠한 부분도 전재,  
복사, 번역할 수 없으며 Printronix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설명서, 그래픽, 전자식, 기계식 등 어떠한 다른 형태
의 자료에도 인용할 수 없습니다.

COPYRIGHT © 2006, 2012 PRINTRONIX, INC. All rights reserved.

상표 정보

Printronix 및 PGL 은 Printronix, Inc. 의 등록상표입니다 .

SL4M 및 T4M 은 Printronix, Inc. 의 상표입니다 .

經型式認證合格之低功率射頻電機，非經許可，公司、商號或使用者均不得擅
自變更頻率、加大功率或變更原設計之特性及功能。

低功率射頻電機之使用不得影響飛航安全及干擾合法通信；經發現有干擾現象
時，應立即停用，並改善至無干擾時方得繼續使用。前項合法通信，指依電信
法規定作業之無線電通信。低功率射頻電機須忍受合法通信或工業、科學及醫
療用電波輻射性電機設備之干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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