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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상표 통지문
TSP650II : Star Micronics Co., Ltd.

주의 사항
• 모든 권리를 가지는. STAR 사의 명시적인 허가가 없으면 어떠한 형태로든 본 설명서의 내용을 복

제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 본 설명서의 내용은 사전 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설명서 내용의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해 출판 직전까지도 모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류를 발견하셔서 알려 주신다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하지만 STAR 사는 본 설명서의 오류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 All company and product names are trademarks or registered trademarks of their respective owners. 

(https://www.star-m.jp/eng/trademarks.html)

© Copyright 2013-2021 Star Micronics Co., Ltd.

주의 표시
접속에 대한 주의사항: 이것은 외부 장치 드라이브 커넥터입니다. 전화선에 연결하면 

감전 또는 오작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전화선에 연결하지 마십시오.

정전기에 대한 주의사항: 인체에 누적된 정전기로 인해서 손상될 수 있으므로 
프린트 헤드를 만지지 마십시오.

화상에 대한 주의사항: 프린트 헤드는 뜨거울 수 있습니다. 프린트 헤드를 만지
지 마십시오. 화상을 입을 우려가 있습니다.

감전에 대한 주의사항: 이 장치에는 높은 전압이 흐르는 부품이 포함되어 있습
니다. 이들 부품을 만지면 감전될 우려가 있습니다. 

서비스 직원이 아니라면 고정 나사를 제거하지 마십시오.

부상에 대한 주의사항: 날카로운 부품을 만지지 마십시오. 부상을 입을 우려가 
있습니다.

https://www.star-m.jp/eng/trademark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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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포장풀기 및 설치

1-1. 포장풀기
포장을 푸신 후, 내용물을 확인하십시오.

그림 1-1 포장풀기

만일 누락된 것이 있다면 구입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프린터를 포장하여 보내실 필요가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원래 포장박스를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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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설치 참고 사항
포장을 풀기전 프린터 사용 할 장소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음 주의사항을 참조하십시오.

P	프린터가 흔들리지 않도록 단단하고 평평한 곳에 설치합니다.

P 프린터에 연결할 전원이 가까운 곳이 좋습니다.

P 호스트 컴퓨터에 연결할 수 있도록 충분히 가까운 곳에 설치합니다.

P 직사광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P 전열기구나 기타 고열이 발생하는 곳을 피해서 사용하십시오.

P 주변환경이 청결하며 건조하고 먼지가 없어야 합니다.

P 안전한 전원콘센트에 연결 하십시오. 복사기, 냉장고 또는 기타 전원 스파이크를 일으키는 가전
제품이 꼽힌 콘센트에 같이 연결하여 사용하지 마십시오.

P 습기찬 곳을 피하십시오.

P 이 장치에는 전기 접촉 지점이 있는 DC 모터와 스위치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실리콘 가스가 휘발할 수 있는 환경에서는 장치의 사용을 피하십시오.

P 프린터를 폐기할 때는 지역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P 환경 요구사항에 표시된 영역 내에서 프린터를 사용하십시오. 주변 온도 및 습도가 사양을 충족
해도 환경에 급격한 변화를 주지마십시오. 적합한 작동 온도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작동 온도: 5°C ~ 45°C

P 프린터를 폐기할 때는 지역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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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품식별 및 명칭

2-1. 오토커터 모델

인터페이스 연결부

케이블을 통해 호스트

PC에 연결합니다.

주변기기 드라이브 연결부

캐쉬드로우등 주변기기에 연결할 때 

사용. 전화에 연결하지 마십시오.

전원 커넥터

AC 어댑터 연결용. 프린터가 켜진 

상태에서는 AC 어댑터를 뽑지 마

십시오.

프린터 커버

본 커버를 열어 용지를 
넣거나 교환합니다.

커버 열림 레버

본 레버를 화살표 방향으로 당
겨서 프린터 커버를엽니다.

전원 스위치

프린터 전원을 켜거나
끌 때.

제어판

프린터 상태를 나타내는LED 및 
프린터 작동에 필요한 스위치.

ERROR
FEED

POWER

TSP650

프린터가 켜지면 불이 들어옵니
다 . 이 램프는 다른 램프와 함께 
오류를표시합니다 .

전원 램프 ( 녹색 )
커버가 열리면 불이 들어옵니다 .
이 램프는 다른 램프와 함께 오류
를표시합니다 .

오류 램프 ( 빨간색 )

프린터가 켜지면 이 단추를 눌러 
용지 롤을 공급합니다 .

용지 공급 버튼

ID 라벨은 제품 하부 또는 뒷면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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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셋업
3-1. PC에 케이블 연결

3-1-1 패러럴 인터페이스 케이블
패러럴 인터페이스 케이블을 PC의 패러럴 포트에 연결합니다.

3-1-2 RS-232C 인터페이스 케이블
RS-232C 인터페이스 케이블을 PC의 패러럴 포트에 연결합니다

3-1-3 USB 인터페이스 케이블
USB 인터페이스 케이블을 PC의 USB 포트에 연결합니다.

3-1-4. 이더넷 인터페이스 케이블
이더넷 인터페이스 케이블을 PC의 이더넷 포트에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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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패러럴 인터페이스 케이블

(1) 프린터 전원이 꺼진 것을 확인합니다.

(2) 그림에서와 같이 페라이트 코어를 케이블에 부착합니다.

(3) 페라이트 코어에 케이블타이를 끼웁니다. 

(4) 케이블타이를 케이블에 감고 잠급니다. 남은 타이를 가위로 잘라냅니다.

(5) 프린터 뒷면 패널의 연결부에 인터페이스 케이블을 연결합니다.

(6) 연결부 걸쇠를 조여줍니다.

3-2. 프린터에 케이블 연결하기
인터페이스 케이블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사양에 적합한 케이블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인터페이스 케이블을 연결/제거 할 경우 프린터 및 프린터에 연결된 기타 모든 기기의 전원
을 꺼주십시오. 또한 AC 전원에서 전원 케이블을 제거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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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RS-232C 인터페이스 케이블

(1) 프린터 전원이 꺼진 것을 확인합니다 

주의
인터페이스 케이블을 연결/ 제거 할 경우 프린터 및 프린터에 연결된 기타 모든 기기의 전원
을 꺼주십시오. 또한 AC 전원에서 전원 케이블을 제거하여 주십시오.

(2) 프린터 뒷면 패널의 연결부에 인터페이스 케이블을 연결합니다.

(3) 연결부 나사를 조여줍니다.

3-2-3. USB 인터페이스 케이블

아래 그림과 같이 페라이트 코어를 USB 케이블에 부착하고 그림과 같이 케이블이 케이블 지지대를 지나가
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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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232C  
인터페이스 케이블

4cm (최대)



■ 링크 연결 끊김 감지 기능

 이더넷 인터페이스 모델에는 링크 연결 끊김 감지 기능이 장착 되어 있습니다. 이더넷 케이블이 프린터
에 연결되지 않을 때 프 린터를 켜면, 전원 및 에러 램프가 4초 간격으로 동시에 켜지고 꺼지며 연결 끊
김을 알려줍니다.

 PC나 허브에서 이더넷 케이블을 프린터에 연결한 다음, 프린터 를 켜야 합니다.

3-2-4. 이더넷 케이블 연결

인터페이스 케이블을 프린터 뒷면 패널의 연결부에 연결합니다.

이더넷 인터페이스 보드 IFBD-HE07

3-2-4-1. 초기화
본 제품을 폐기할 때 정보 보호 차원에서 제품을 초기화하십시오. 초기화 절차에 대해서는 IFBD-HE07/08 
사용자 설명서 또는 IFBD-HI01X/02X 설치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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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AC 어댑터(옵션) 연결

참고: 전원 어댑터를 연결/분리하기 전에 프린터 및 프린터에 연결된 모든 기기들의 전원을 
꺼두십시오. 또한, 전원 콘센트에서 전원 케이블을 분리하십시오.

(1) 전원 어댑터를 전원 케이블에 연결하십시오.

참고: 표준 전원 어댑터와 전원 케이블만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2) 전원 어댑터를 프린터의 연결부에 연결하십시오.

(3) 전원 케이블을 전원 콘센트에 꽂으십시오.

주의
케이블을 분리할 때, 케이블 커넥터를 잡고 뽑아주십
시오. 잠금이 풀리면서 쉽게 분리됩니다. 
케이블을 과도하게 잡아당기면 커넥터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참고: 표준 AC 어댑터 및 전원 코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옵션 AC 어댑터(PS60A-24B1 시리즈)를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전원 공급 장치를 사
용할 경우에는 다음과같은 사항을 명심하십시오.

• 24VDC ± 10% 및 2.1A 이상의 전원 공급 장치를 사용하십시오. 
(실제 인쇄 비율에 적합한 전류 용량이 있는 전원 공급 장치를 선택하십시오.)

• SELV 출력이나 LPS(제한 전원)이 지원되는 전원 공급 장치를 사용하십시오.

• 프린터가 설치되는 환경의 잡음을 고려하여 정전기, AC 라인 잡음 등으로부터 프린
터를 보호하는적절한 조치를 취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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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전원켜기
3-3에 기술된 대로 전원케이블이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1)  프린터 좌측면에 있는 전원 스위치를 켜십시오. 
제어판의 전원램프에 불이 들어옵니다.

3-5. 주변기기 연결
모듈 플러그를 사용하여 프린터에 주변기기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요구되는 모듈 플러그의 타입에 관한 상
세한 내용은 50페이지 “모듈 플러그”를 보십시오. 본 프린터에는 모듈 플러그 또는 선이 제공되지 않으므
로 고객의 필요에 따라 구입하십시오.

주의
연결전 프린터를 끄고 콘센트에서 플러그를 뽑은 후 컴퓨터 전원을 끄십시오.

프린터 뒷면 패널의 연결부에 주변기기 드라이브 케이블을 연결하십시오.

주의
주변기기 드라이브 연결부에 전화선을 연결하지 마십시오. 
프린터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안전한 사용을 위해서 전원을 사용하는 장비를 주변기기 드라이브 연결부에 연결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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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용지를 넣을 때, 용지의 끝이 고객님을 향하도록 하십시오.

3-6. 용지넣기
프린터 사양에 맞는 용지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커버 개폐 레버를 밀어서 프린터 커버를 엽니다.

3)  프린터 커버의 양측을 눌러서 닫아주십시오.

참고 : 
1:각이 진 상태에서 용지를 잡아당기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용지가 걸리거나 휠 수 있습니다.
2:한쪽 측면만을 밀어 뒷면 커버를 닫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3: 프린터 뒷면 커버를 열거나 닫을 때 손가락이 끼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4: 뒷면 커버를 닫으면 프린터는 최초 작업을 수행합니다(용지 공급에서 용지 절단까지). 

최초 작업이 완료되면 뒷면 커버를 여십시오.프린터 커버를 완전히 닫아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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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개폐 레버

용지



3-6-1. 준수 용지 롤 사양

용지 두께 53 μ m-85 μ m

용지 너비 79.5 ± 0.5 mm
57.5 ± 0.5 mm

외부 치수

 • 롤 직경 최대 83 mm

 • 용지 롤이 차지하는 너
비

80 +0.5 mm / 58 +0.5 mm

코어 내외부 직경 내부 직경 12 ± 1 mm, 외부 직경  18 ± 1 mm

인쇄면 롤의 바깥 가장자리

참고 1: 용지 롤과 샤프트 코어를 접착하거나 테이프로 붙이지 마십시오 .
 2: 용지의 끝부분을 접지마십시오 .
 3: 권장 감열 용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웹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

 https://www.star-m.jp/prjump/00008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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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 용지 너비 변경

폭이 57.5mm인 용지를 사용할 때 제공된 용지홀더를 프린터에 장착합니다. 또한 유효 프린트 폭(용지폭)을 
변경할 때는 프린터 유틸리티의 메모리 스위치 설정을 변경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프린터 유틸리티 도움말을 참조하십시오.

1) 아래의 그림처럼 “58” 라벨이 부착된 프린터의 슬롯에 용지홀더를 단단하게 삽입합니다.

참고 : 
1:  “65” 라벨이 부착된 슬롯에는 용지홀더를 삽입하지 마십시오.
 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프린터를 사용하는 동안에는 용지폭을 변경하지 마십시오. 

감열 헤드, 고무 롤러, 커터의 마모량은 용지폭에 따라 다릅니다. 
마모량이 가변적이므로 인쇄 작업과 절단 작업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A”로 표시된 부분을 눌러서 용지가이드가 딸깍 소리가 날 때 까지 삽입하십시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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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Bluetooth 설정(Bluetooth 인터페이스 모델 전용)

(3) 페어링은 LED가 녹색으로 깜빡이기 시작한 후 60초 동안 가능합니다. 
이 시간 동안 마스터 장치에서 "장치 검색"을 실행하고 표시된 목록에서 관련 장치를 누릅니다.

  장치 이름:  Star Micronics(기본값)

(4) iOS 장치에서 페어링한 후 LED가 자동으로 파란색으로 깜박이기 시작하고 프린터가 자동으로 연결됩
니다. 
안드로이드 장치에서는 LED는 데이터가 전송되는 동안에만 파란색으로 바뀝니다.

(5) 마스터 장치 응용 프로그램에서 프린터에 접속하고 인쇄 작업을 수행합니다. 인쇄 작업을 완료한 경우 
페어링 프로세스가 이미 완료된 것입니다.

참고 : 
프린터가 마스터 장치에 연결되거나 연결이 끊긴 직후에는 여러 가지 프로세스가 수행됩니다.
프린터와 통신을 시작하기 전에, 연결 후 약 0.1초 및 연결 해제 후 약 0.5초 동안 기다려 주십시오. 

아래 절차에 따라 마스터 장치에 프린터를 페어링합니다.

3-7-1. SSP(Simple Secure Pairing)[기본 설정] 를 사용한 페어링
(1) 마스터 장치에서 작동할 때 [Settings]를 누르고 [Bluetooth]를 ON으로 설정합니다.

  <LED> Bluetooth 인터페이스 작동 상태를 나타냅니다 .

 녹색 ( 켜진 경우 ): 연결되지 않음 .
 녹색 ( 반짝이는 경우 ): Pairing 시작 준비 상태임 .
 파란색 ( 켜진 경우 ): 연결됨 .
 보라색 ( 반짝이는 경우 ): 자동 연결 ON.

(2) 프린터 전원을 켠 후 프린터의 후면 인터페이스에 있는 PAIR 단추를 5초 이상 누른 다음 손을 뗍니다. 
LED가 녹색으로 깜빡입니다.

< iOS > < Androi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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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2. PIN 코드를 이용한 페어링

SSP가 지원되지 않거나 필요한 경우 마스터 장치에 다음 정보를 입력합니다.

PIN:  1234(기본값)
장치 이름:  Star Micronics(기본값)

보안 수준을 향상하려면 PIN 코드를 변경하는 것이 좋습니다.
PIN 코드 변경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Bluetooth 유티리티 소프트웨어 매뉴얼”을 참조하십시오.

3-7-3. 자동 연결 기능 (iOS에서만 가능)
무선 연결을 할 때마다 iPAD 를 포함한 상위 레벨의 iOS 장치에서 Bluetooth 를 통하여 통신을 
하는 경우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상위 레벨의 iOS 장치에서  Bluetooth 설정 화면으로 다
시 돌아가 알맞은 프린터 이름을 다시 누르고 연결을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이것은 iOS 설명서 
입니다 . 
이와 같은 번거로움을 덜기 위해서 이 프린터는 이전에 프린터에 연결된 상위 iOS 장치와의 연결
을 자동으로 연결하는 자동 연결 기능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 

이 기능의 디폴트 설정은 사용하고 계신 프린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장치의 ON/OFF 설정에 대한 사용 예시와 더불어 사용하고 계신 프린터의 디폴트 설정을 확인하
시고 사용목적에 맞게 프린터를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셀프 인쇄 수행 설정에 대한 최근 ON/OFF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셀프 인쇄 확인 절차 >
(1) 프린터 커버가 닫혀 있으면 작동판에 있는 FEED 단

추를 누르고 전원 스위치를 켭니다 . 
(2) 셀프 인쇄가 시작되고 F/W 버전 , DIP 스위치 , 메

모리 스위치 등에 대한 설정이 인쇄됩니다 . 
이어서 인터페이스 정보가 인쇄되고 마지막으로 현
재 ON/OFF 설정이 인쇄됩니다 .

주의 : " 자동 연결 기능 " 이 ON 으로 설정된 경우 iOS 외에 다른 장치를 사용하면 프린터와 
Bluetooth 와의 정보 교환이 실패할 수 있습니다 . 안드로이드 / 윈도우 장치와 같은 
iOS 이외의 다른 장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프린터를 사용하기 전에 " 자동 연결 " 기능
이 꺼진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기능을 설정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는 "3-7-4 자동 연결 설정 "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
니다 .

ERROR
FEED

POWER

TSP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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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연결 설정에 대한 세부 사항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동 연결 ON 자동 연결 OFF

기존 장치의 변화를 하지 
않고 다시 연결 하는 경우

프린터가 켜지면 연결된 이전
의 기존 장치에 자동으로 연결
됩니다 .

프린터가 켜지면 기존 장치에 
Bluetooth 설정 화면에서 이 
프린터의 이름을 누릅니다 .

연결된 기존 장치를 변경하
는 경우

상위 레벨 장치에 자동으로 연
결되도록 전원을 끄는 방법을 
통하여 Bluetooth 연결을 해
제하십시오 . 

그 이후 적합한 상위 레벨 장
치와 맞춰지도록 설정하십시
오 .

프린터를 켠 후에 적합한 상
위 레벨의 장치와 맞춰지도록 
설정하십시오 .

예 ( 추천 ) 기존 장치와 프린터를 직접 연
결하는 경우

기존의 다중 장치와 프린터를 
사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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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urrent Setting >
Auto Connection : OFF

To enable this setting, turn
Printer Power OFF and turn ON.

3-7-4. 자동 연결 설정

u TSP650 Ⅱ의 주요소 설정 (ON 에서 OFF 로 변경 설정시 )

(1) 종이가 프린터에 탑재되면 전원이 들어오고 프린터 앞쪽에 [POWER] LED ( 녹색 ) 가 켜집니다 . 

(2) 프린터 뒤쪽의 [RST] 단추를 5 초 이상 누르면 전원이 들어 왔을 때와 같은 방식으로 초기 가동이 수
행되고 프린터 앞의 LED 가 반짝입니다 . 프린터를 수평으로 두고 [RST] 단추를 누르면 LED 가 반짝
거리는 동안에 다시 가로 상태로 둘 수 있습니다 . 

(3) 다음 지시 사항은 인쇄되어 있으므로 이후에 프린터를 끈 후 자동 연결 설정이 OFF 상태가 되도록 복
구시키십시오 . 

(4) 자동연결이 정확히 OFF 상태로 설정된 것을 확인하기 위해 3-7-3. 셀프 인쇄에 의한 확인 절차에 설
명된 방식으로 셀프 인쇄를 수행시키십시오 .

비고 1: 동일한 절차로 OFF 상태에서 ON 상태로 자동 연결을 바꾸십시오 . 
 2: Bluetooth 펌웨어 버전 2.0 에서만 사용하거나 이후에 [RST] 단추를 눌러 ON/

OFF 를 변환하도록 하십시오 . Bluetooth 펌웨어 버전은 셀프 인쇄 방식에 의해 
확인될 수 있습니다 . ( 더 자세한 정보는 3-7-3 셀프 프린팅에 의한 확인 절차 부분
을 통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u 소프트 웨어 설정
TSP650 Ⅱ과 기존의 장치를 페어링 하신 후에 당사에서 제공한 다음의 지원서에 있는 자동 연결을 바꾸시
기 바랍니다 .
아래의 웹사이트에서 .
 l iOS: https://www.star-m.jp/prjump/000003.html
 l  Android:  https://www.star-m.jp/prjump/000004.html
 l  Windows:  https://www.starmicronics.com/support/

PAIR

RST

PAIR

R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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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IR

RST

PAIR

RST

RST 단추

를 4 초 이상

3-7-5 Bluetooth 설정 초기화

다음 절차는 PIN 코드 , 장치 이름 등과 같이 변경한 설정을 초기화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

(1) 펜의 끝과 같이 가는 물체를 삽입하여 프린터 후면의 RST 단추를 누른 상태에서 프린터 전원 스위치
를 켭니다 . 프린터 전면의 POWER LED( 녹색 ) 및 ERROR LED( 빨간색 ) 가 깜박이기 시작합니다 .

(2) RST 단추를 4 초 또는 그 이상 누르고 있다가 ( 참고 1) 손을 뗍니다 .

(3) RST 단추에서 손을 뗀 후 LED 가 깜박임을 멈추고 POWER LED 가 12 초 이내에 녹색 불이 켜지면 
초기화가 완료됩니다 . RST 단추에서 손을 뗀 후에도 12 초 이상 LED 가 계속 깜박거리면 이는 초기
화가 성공적이지 못 했음을 나타냅니다 . 프린터 전원을 끈 다음 1 단계를 다시 하십시오 .

(4) 프린터 전원 스위치를 끄고 더 높은 등급의 장치로 페어링 셋업을 삭제합니다 .
참고 1:  2 단계에서 RST 단추를 충분히 길게 누르지 않으면 초기화가 올바르게 완료되지 않습니다 .
     F/W Ver2.0, Ver3.0a 및 Ver3.0b 인터페이스의 경우

  또한 초기화가 올바르게 완료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1 ~ 3 단계를 끝마친 후 셀프 인쇄를 수행
하십시오 . 두 번째 용지 (*** Bluetooth 정보 ***) 가 인쇄되지 않으면 초기화가 올바르게 완료되지 
않은 것입니다 . 이런 경우 프린터 전원을 끈 다음 1 단계를 다시 하십시오 .

  ( 셀프 인쇄 결과로 펌웨어 버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셀프 인쇄 절차에 대해서는 13 페이지를 참
조하십시오 .)

 2: 초기화하는 중에 프린터를 끄지 마십시오 . 그렇지 않으면 초기화가 올바르게 완료되지 않습니다 .
 3: 초기화가 올바르게 완료되지 않은 경우 프린터 전원을 끈 다음 1 단계를 다시 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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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설치 지침

경고

 이 제품에서 연기나 이상한 냄새가 나오면 즉시 전원 스위치를 끄고 AC 콘센트에서 전원 코드를 제거하십시오 . 
수리는 제품을 구매한 대리점에 문의하십시오 .

 스스로 절대 제품을 수리하지 마십시오 . 위험할 수 있습니다 .

 절대 제품을 분해하거나 개조하지 마십시오 . 상해 , 화재 또는 전기 쇼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절단기나 절단 장치가 있는 모델의 경우 절단기 날이나 절단 장치를 건드리지 마십시오 .

- 용지 출구 슬롯 내부에는 절단기나 절단 장치가 있습니다 . 프린터의 작동 여부와 상관없이 슬롯에 손을 절대 
넣지 마십시오 .

- 반드시 프린터 커버를 열고 용지를 교체해야 합니다 . 하지만 절단기 날이나 절단 장치가 커버 내부에 위치하
므로 커버가 열려 있을 경우에는 얼굴 및 손을 절단기 날이나 절단 장치에 너무 가까이 가져가지 않도록 주의
하십시오 .

 인쇄 작업을 수행하는 동안 그리고 인쇄 작업을 수행한 직후에는 프린터 헤드 주변은 매우 뜨겁습니다 . 화상을 입
을 수 있으므로 건드리지 마십시오 .

 절단기의 유지보수 작업을 수행하기 전에 프린터의 전원을 끄십시오 . 전원을 끄지 않을 경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

주의
 장 기 간 프 린 터 를 사 용 하 지 않 을 때 에 는 전 원 콘 센 트 에 서 프 린 터 를 제 거 하 는 것 이 좋 습 니 다 .  

이러한 이유로 프린터가 꽃혀 있는 전원 콘센트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근처에 있도록 프린터를 위치시켜야 합니
다 .

 AC 코드 세트에 이 제품이 공급될 경우 포함된 전원 코드는 이 제품용으로 특별히 설계됩니다 .

 프린터를 연결하기 전에 프린터와 PC 의 전원을 끄고 AC 콘센트에서 제거하십시오 .

 현금 출납기 등의 장치에 사용되는 주변 드라이브 커넥터에 전화선을 연결하지 마십시오 . 프린터가 오작동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안전상의 이유로 과도한 전압이 공급되는 와이어를 주변 드라이브 커넥터에 연결해서는 안 됩니
다 .

 프린터가 인쇄 또는 절단 작업을 수행하는 동안에는 프린터 커버를 열지 마십시오 .

 프린터 커버가 닫혀있을 경우에는 용지를 잡아당기지 마십시오 .

 액체 또는 이물질 ( 예 : 동전 및 종이 ) 이 프린터 내부에 들어가면 전원 스위치를 끄고 AC 콘센트에서 전원 코드를 
분리한 후 제품을 구매한 대리점에 문의하십시오 .  
이 상태에서 프린터를 계속 사용할 경우 단락이 발생하여 전기 쇼크나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감열 인쇄 헤드의 가열 요소 및 드라이버 IC 는 쉽게 손상됩니다 . 이들 장치와 금속 물체 , 사포 등과 닿지 않도록 
하십시오 .

 감열 인쇄 헤드 가열 요소를 건드리지 마십시오 . 먼지가 발생하여 인쇄 품질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

 정전기로 인해 감열 인쇄 헤드의 드라이버 IC 및 기타 구성품이 손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 정전기와 직접 접촉하
지 마십시오 .

 헤드 앞면에 습기 ( 응축이나 다른 요소로 인해 발생한 ) 가 있을 경우 프린터를 작동하지 마십시오 .

 본 장치는 어린이 근처에서 사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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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장 용지 이외의 용지를 사용할 경우 인쇄 품질 및 감열 인쇄 헤드의 서비스 수명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  
특히 Na+, K+ 또는 C1- 을 포함한 감열 용지는 감열 인쇄 헤드의 서비스 수명을 현저하게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  
다음과 같은 이온 밀도를 지닌 용지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500 ppm 의 Na+, 150 ppm 의 K+ 및 300 
ppm 의 Cl-  
권장 감열 용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웹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 
 https://www.star-m.jp/prjump/000089.html

주의

무선 통신
 무선 기기 사용이 금지되거나 무선 기기 사용으로 간섭 또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장치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

 장치에서 발생한 전파가 의료용 전자 기기의 작동에 간섭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 의료용 전자 기기를 사용하는 경
우 장치 사용에 관한 제약은 해당 제조업체에 문의하십시오 .

 이 제품에는 Bluetooth 에 대한 보안 기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 보안 문제로 인한 위험을 줄이려면 Star 
Micronics 웹 사이트에서 사용 가능한 매뉴얼에 따라 보안 설정을 구성하십시오 .

 이 장치는 Bluetooth 를 지원합니다 . 
이 기능은 현지 규제로 제한될 수 있으므로 제품이 사용될 국가의 전파법을 우선 검토하십시오 .

 다음은 이 장치에 대한 사용 승인의 근거가 되는 법률 목록입니다 . Star Micronics 의 지속적인 기술 혁신을 위
한 헌신을 기반으로 이 매뉴얼은 사전 통보 없이 개정될 수 있습니다 . 승인 사항과 관련된 최신 정보는 Star 
Micronics 웹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최신 정보 및 매뉴얼을 확인하려면 Star Micronics 웹 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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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액세서리 부착
  프린터를 벽면에 설치하려면 다음과 같은 부속품이 필요합니다 .

• 홀더 플레이트와 플랜지리스 나사 2 개

  수직으로 프린터를 배치할 때는 다음과 같은 부속품이 필요합니다 .

• 고무 깔개 4개
  다음의 엑세서리는 필요할 경우에만 부착합니다.

• 전원스위치 보호판

4-1. 고정판 (Holder Plate) 부착

  • 홀더 플레이트는 포함된 나사를 사용하여 프린터에 연결하는데 벽에 설치한 나사에 후크를 
걸게 되어 있습니다 .

  • 벽에 설치하는 나사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벽 재질 ( 나무 , 강철 빔 , 콘크리트 등 ) 에 적합한 상용 나사 (4mm 직경 ) 를 사용하십시오 .

  • 최대 직경의 롤 페이퍼를 적재한 경우 프린터의 중량은 약 2.4kg 정도됩니다 .
 벽에서 최소 12kgf(118N) 의 힘을 견디도록 전단강도와 인발강도를 모두 갖고 있는 나사를 

사용하십시오 .

(1) 프린터에 고정판을 부착합니다. 제공된 나사를 이용 고정판을 고정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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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벽에 나사 등을 고정시키고 프린터를 나사위에 위치시킨 
후 아래로 밀어내려 제 위치에 맞춰줍니다.

주의
•  최대 직경의 롤 페이퍼를 적재한 경우 프

린터의 중량은 약 2.4kg 정도됩니다 .

•  벽에서 최소 12kgf(118N)의 힘을 견디도
록 전단강도와 인발강도를 모두 갖고 있는 나사
를 사용하십시오.

(3) 커버열림 레버를 당겨서 프린터 커버를 엽니다.

(4) 보기와 같이 용지를 넣습니다.

설치에 관한 예방 조치

주의
본 주의 사항은 무시할 경우 신체적 상해와 재산상의 손실을 야기할 수 있는 정보를 나타낸 것입니
다 .
• 자격을 갖춘 사람만이 벽에 나사와 프린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
 Star 사는 부적절한 설치 , 오용 또는 수정으로 인해 발생한 어떠한 사고나 부상에 대해서도 책임

을 지지 않습니다 .
 높은 곳에 프린터를 설치할 때는 특히 프린터가 벽에 안전하게 설치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
 프린터를 안전하게 설치하지 않아 떨어지면 신체적 상해나 프린터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장착 표면과 설치 나사가 프린터를 설치하기에 충분히 강한지 확인하십시오 .
 프린터와 이에 연결된 모든 케이블의 무게로 인해 프린터가 떨어지지 않도록 프린터를 안전하게 

설치하십시오 .
 그렇지 않으면 신체적 상해나 프린터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불안정한 장소와 진동 및 충격에 노출되어 있는 장소에는 프린터를 설치하지 마십시오 .
 프린터가 떨어지면 신체적 상해나 프린터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2～3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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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전원스위치 커버 부착
전원스위치 보호판을 꼭 부착할 필요는 없습니다.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용하십시오. 전원스위치 보호
판을 부착하면 다음의 장점이 있습니다.

• 프린터 사용 중 실수에 의한 스위치의 켜짐/꺼짐을 방지합니다.

• 타인으로 하여금 전원스위치를 쉽게 켤 수 없도록 합니다.

하단의 그림과 같이 전원스위치 보호판을 부착하십시오.

볼펜과 같이 끝이 뾰족한 물체를 스위치 보호판 구멍에 넣어 전원을 ON(|), OFF(O)할 수 있습니다.

4-2. 고무발 부착

(1) 그림과 같이 네 개의 고무 발판을 프린터에 부착합니다. 
발판을 부착하기 전 부착면을 깨끗이 닦아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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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니어 엔드 센서 조정
다음은 현재의 용지 롤 크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니어 엔드 센서를 조정하는 절차입니다.

(1) 프린터 커버를 엽니다.

(2) 볼펜과 같이 끝이 뾰족한 물체를 조정기의 구멍에 넣은 다음 조정기를 밀면서 원하는 설정으로 이동시
킵니다.

 설정 변경 시 구멍의 위치가 화살표로 표시된 정렬 표시에 맞게 정렬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사용되는 용지에 따른 조정 값

용지 
두께 
(μm)

수평(표준) 설치 
ø12 내경 / ø18 외경 용지

수직, 벽걸이, 또는 스탠드를 이용한 수직 설치 
ø12 내경 / ø18 외경 용지

감지되는 직경(mm) 잔여용지길이(m) 감지되는 직경(mm) 잔여용지길이(m)

Level 1 Level 2 Level 1 Level 2 Level 1 Level 2 Level 1 Level 2

53 약 ø23 약 ø29 약 3.0 약 7.7 약 ø29 약 ø23 약 7.7 약 3.0
65 약 ø23 약 ø29 약 2.5 약 6.3 약 ø29 약 ø23 약 6.3 약 2.5
85 약 ø23 약 ø29 약 1.9 약 4.8 약 ø29 약 ø23 약 4.8 약 1.9

(Level 1) (Level 2)

[수평(표준) 설치]
[수직, 벽걸이, 또는 스탠드를 이

용한 수직 설치]

(Level 1) (Level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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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오류 램프
6-1 복구 가능한 오류

복구 상태를 확인합니다 . 현재 상태를 유지하면서 프린터를 복구할 수 있습니다 .

에러 형태 전원램프 에러 램프 복구 방법
헤드 고온 감지 1초간격 점멸 OFF 프린터 헤드가 식으면 자동 복구

커버열림 에러 ON ON 커버를 닫으면 자동 복구

용지부족 ON 4초간격 깜빡임
곧 용지없음을 나타내지만 프린터는 
계속 작동

용지없음 ON 0.5초간격 깜빡임
새 용지를 넣고 프린터 커버를 닫으
면 자동 복구

이더넷 연결 해제 감지(*1

(물리적 연결 해제)
4초간격 점멸 4초간격 점멸

이더넷 케이블을 연결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3-2-5장, “이더넷 케이블 연
결”을 참조하십시오.

이더넷 연결 해제 감지(*1

(IP 주소 없음)
0.25초간격 점멸 0.25초간격 점멸

올바른 IP 주소를 설정하고 프린터를 
다시 시작합니다.

*1 이더넷 인터페이스 모델에만 해당

6-2 복구 불가능한 오류
프린터를 끄고 복구 상태를 점검한 후 프린터를 다시 켭니다 .  
프린터를 다시 켠 후에도 같은 오류가 발생하면 프린터를 수리해야 합니다 .

오류 설명 전원 오류 원인 복구 상태

절단기 오류 OFF 0.25초 간격으
로 깜박거림 진행 중인 용지 절단 오류

프린터를 다시 시작하면 이동식 
절단기가 원래 위치로 돌아가 프
린터는 복구됩니다. (참고 3, 4)

플래쉬 엑세스 에러 OFF
1초 간격 깜

박임
플래시 메모리 액세스 오류 -

EEPROM 에러 OFF
1.5초 간격 깜

박임
EEPROM 액세스 오류 -

SRAM 에러 OFF
2초 간격 깜

박임
SRAM 액세스 오류 -

헤드 서미스타 에러 OFF
3초 간격 깜

박임
헤드 서미스터 오류 감지 -

전원 전압 에러 OFF
4초 간격 깜

박임
전원 전압 오류 감지 전원 공급 장치 상태를 확인하고 

프린터를 다시 시작합니다.

참고 1: 복구 불가능한 오류가 발생하면 즉시 전원을 끄십시오 .
 2: 전원 전압 오류로 인해 전원 공급 장치가 오작동할 수 있습니다 .
 3: 용지가 걸리면 전원을 끄고 걸린 용지를 제거한 후 다시 전원을 켜십시오 .  
  자세한 내용은 섹션 6-2, “용지 걸림 제거”를 참조하십시오 .
 4: 이동식 절단기가 원래 위치로 돌아가지 못하거나 프린터가 최초 작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절단기의 잠금을 수동으로 해제하십시오 . 자세한 내용은 섹션 6-3, “절단기 잠금 해제”를 
참조하십시오 .

위의 항목 이외의 오류를 발견한 경우 , 전원을 껐다가 다시 켜 보십시오 . 

전원을 다시 켠 후에도 같은 오류가 표시되면 판매자에게 문의하십시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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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용지 걸림 제거 및 방지
7-1. 용지 걸림 방지
프린터에 용지 롤을 설치할 때 각도가 있는 상태에서 용지의 끝을 잡아당기지 마십시오 .
프린터가 인쇄 작업을 수행하거나 용지를 공급하고 있거나 절단 작업이 완벽하게 완료되기까지는 용지 롤
을 건드리지 마십시오 .
용지가 공급되는 동안 용지를 잡고있거나 잡아당기면 용지가 걸리거나 부적합한 절단이 발생하거나 부적합
한 줄 바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참고 : 용지가 절단되는 동안 용지를 제거하지 마십시오 . 용지 걸림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7-2. 용지 걸림 제거

용지 걸림 현상이 발생하면 아래 절차에 따라 용지를 제거하십시오.

(1) 전원 스위치를 끕니다.

(2) 뒷면 커버를 엽니다.
참고 1: 뒷면 커버를 열 수 없으면 섹션 5-3, “절단기 잠금 

해제”를 참조하십시오.

(3) 걸린 용지를 제거합니다.
참고 1:  인쇄 후에는 감열 헤드가 뜨거으므로 건드리지 마

십시오.
 2: 뒷면 커버가 닫힌 상태에서 용지를 잡아당기지 마

십시오. 감열 헤드, 고무 롤러 등의 부품이 손상되거
나 변형될 수 있습니다.

(4) 용지 롤을 곧장 로드하고 뒷면 커버를 살짝 닫습니다.
참고 1: 용지 롤을 곧장 로드합니다.
  용지 롤이 휜 상태에서 뒷면 커버를 닫으면 용지 걸림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뒷면 커버의 양쪽 측면을 밀어 안전하게 닫습니다.
 커버의 중심 섹션을 밀면 커버의 한쪽 측면만이 완벽하게 닫힐 수 있습니다.
 뒷면 커버가 완벽하게 닫히지 않으면 프린터가 인쇄 작업을 수행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5) 전원 스위치를 켭니다.  
오류 램프에 불이 들어오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참고: 오류 램프에 불이 들어오면 프린터는 명령을 수신하지 않습니다. 뒷면 커버를 완벽히 

닫으십시오.

주의
 용지 걸림 및 기타 문제를 방지하려면 인쇄 전에 용지를 최소 1 mm(8 도트 줄 ) 로 공급하십시오 .

 절단기를 사용하여 용지 걸림 및 기타 문제를 방지하려면 인쇄 영역에서 절단 위치까지 최소 5 mm 의 여백을 두
는 것이 좋습니다 .

감열 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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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절단기 잠금 해제
자동 절단기가 잠기면 전원 스위치를 끈 후 다시 켜 프린터를 다시 시작하십시오 . 일반적으로 잠겨진 절단
기는 프린터를 다시 시작하면 복구됩니다 .

프린터를 다시 시작해도 잠겨진 절단기가 풀리지 않으면 아래 절차를 따르십시오 .

참고: 1) 절단기의 유지보수 작업을 수행하기 전에 프린터의 전원을 끄십시오.
 2) 걸린 용지를 제거할 때 프린터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특히 감열 헤드는 쉽게 손상되므로 건드리지 마십시오.

(1) 전원 스위치를 끕니다.

(2) 전면 커버를 제거합니다.

(3) 걸린 용지를 제거합니다.

(4) 드라이브 나이프가 홈 위치에 도달할 때까지 커터 전면에 있는 노브를 돌립니다.

(5) 뒷면 커버를 열고 걸린 용지를 제거한 후 용지를 다시 설정합니다.

(6) 전면 커버를 부착한 후 전원 스위치를 켭니다.

  홈 위치 드라이브 나이프

상단 커버

오토 커터

– 29 –

  홈 위치 드라이브 나이프
Home position

Knob

Drive knife

Drive knife

NG

OK

Home position

손잡이

프린터 커버



8. 주기적으로 청소하기
용지 먼지 및 일반 먼지가 축적되면 프린터가 문자의 일부분을 인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려면 용지 수송 섹션에서 용지 먼지 제거, 감열 헤드 표면에서 검은 용지 제거 등의 정
기적인 유지보수를 수행하십시오.
지침에 따라 6개월마다 프린터를 청소해 주십시오.
참고: 유지보수를 수행하기 전에 프린터의 전원 스위치를 끄십시오.

8-1. 감열 헤드
감열 헤드 표면에 축적된 검정 용지 먼지를 제거하려면 알코올 ( 에탄올 , 메탄올 또는 
이소프로필 ) 에 적신 면봉 ( 또는 부드러운 천 ) 으로 깨끗히 닦으십시오 .

참고 1: 감열 헤드를 쉽게 손상됩니다.  
부드러운 천으로 감열 헤드를 청소하고 헤드에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참고 2: 감열 헤드가 뜨거워진 인쇄 직후에는 감열 헤드를 청소하지 마십시오.
참고 3: 감열 헤드를 청소하는 동안 정전기를 주의하십시오. 정전기로 인해 헤드에 손상될 수 

있습니다.
참고 4: 알코올이 완전히 마른 후에 전원을 켜십시오.

8-2. 압반 고무 롤러
건조하고 부드러운 천을 사용하여 고무 롤러의 먼지를 닦아냅니다 .  
회전시키면서 전체 고무 롤러를 청소합니다 .

8-3. 용지 홀더
용지 홀더에서 축적된 부스러기 , 먼지 , 용지 먼지 등을 제거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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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열헤드
고무 롤러

용지 홀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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