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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anual Information
이 블루투스 매뉴얼에는 프린터와 블루투스 통신이 가능한 단말기(PDA, PC 등)를 연
결하는 방법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저희 ㈜빅솔론은 제품의 기능과 품질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인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제품의 사양과 매뉴얼의 내용은 사전 통보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주의사항
2-1 프린터와 단말기는 블루투스 연결을 위하여 100m 이내에 있어야 합니다.
100m 이상 떨어지면 연결이 끊어집니다.
2-2 시멘트, 벽면 등 전파 장해물이 있으면 사용거리가 짧아질 수 있습니다.
2-3 전자레인지, 무선랜 등과 같이 동일한 주파수대역을 사용하는 기기가 있으면 전파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들과 5m 이상 떨어져서 사용하십시오.

3. 일반적인 블루투스 연결 순서
각 단말기에 따라 블루투스 연결 방법에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의 일반적인 연결 순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원을 켜기 전 MFi 모드 설정 딥스위치가 OFF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 하십시요.
SRP-350IIOBE: 딥스위치 8번, SRP-350plusIIICOBi: 딥스위치 1-5번)
3-1 각 장비의 전원을 모두 켭니다
- PDA, PC (블루투스 동글), 프린터 등
3-2 PDA 또는 PC에서 블루투스 연결 프로그램을 실행시킵니다.
3-3 연결할 주변장치를 검색합니다 (프린터를 검색합니다).
3-4 검색된 프린터를 등록합니다.
- 보안 설정이 활성화 되어 있으면 핀코드를 입력하여 등록합니다.
(핀코드 = 패스키: 블루투스 장치가 가지고 있는 Password. 초기설정: 0000)
3-5 연결을 테스트 합니다.
- 연결 시 정해진 COM포트나 고정되어 있는 COM포트를 확인하고 출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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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블루투스 연결 방법
이 매뉴얼에서는 다음과 같은 단말기를 사용하는 예제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단말기는 해당 단말기 매뉴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HP PDA (Device: iPAQ hx2700, OS: Windows Mobile 5.1.1702)
- 블루투스 동글 (BlueSoleil IVT Stack)
- 블루투스 동글 (Widcomm Stack)
블루투스 장비의 전원을 모두 켠 다음 연결 작업을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 PDA, PC (블루투스 동글), 프린터 등

4-1 HP PDA와 연결 방법 (디바이스: iPAQ hx2700, OS: Windows Mobile 5.1.1702)
1) 블루투스를 실행하려면 우측 하단의
하단의
아이콘을 클릭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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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블루투스 모양이 있는 버튼을 클릭하여
블루투스 기능을 활성화 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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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블루투스가 활성화 되면 버튼이 녹색
으로 변합니다. 프린터 연결을 위해
“관리자” 버튼을 클릭 하십시오.

4) “새로 만들기”를 클릭 하십시오.

5) “블루투스 장치 선택”을 클릭 하십시오.

6) 검색된 블루투스 장비들 중에서 연결
하고자 하는 프린터를 클릭 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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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Serial Port Profile를 클릭하고 “다음”을
클릭하십시오.

8) “마침”을 클릭 하십시오.

9) 프린터의 바로 가기가 생성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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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바로 가기 아이콘을 2초간 눌러주면
기능 폴더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연결”을 클릭하십시오.

POS PRINTER
12) 패스키를 입력하고 “엔터”를 클릭
하시오. (초기설정 패스키: 0000)

11) 패스키 입력 창이 뜹니다.
(암호화 기능이 활성화 된 경우)

13) 바로 가기 아이콘이 아래와 같이
녹색으로 변하면 연결이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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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블루투스 Dongle (BlueSoleil IVT Stack)과 연결 방법
1) 블루투스 동글 구입 시 받은 CD를 넣고 Bluesoleil을 설치하십시오.
2) 블루투스 동글을 PC의 USB 포트에 연결하십시오.
3) PC의 바탕화면의 Bluesoleil 아이콘을 클릭하십시오.
4) Bluesoleil main 창에서 가운데 붉은 원을 클릭하십시오.

5) 주위의 블루투스 장치를 검색하면 검색된 장치의 MAC 주소가 표시됩니다.

약 10초가 경과하면 자동으로 MAC 주소가 장치 이름으로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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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프린터를 더블클릭 혹은 마우스 우측 버튼을 클릭하여 “서비스검색”을 클릭하십시오.

7) 블루투스 암호를 입력하십시오(초기 설정: 0000)

8) 입력한 암호가 정확하면 아이콘에 페어링이 이루어진 표시가 나타납니다.

Rev. 1.00

-9-

POS PRINTER
9) 프린터 아이콘에서 마우스 우측 버튼을 클릭하여 연결을 선택하십시오.

10) 연결이 완료되면 프린터의 아이콘이 녹색으로 표시되며 컴퓨터 화면의 우측하단에
연결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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