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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뉴얼 안내 
 

이 네트워크 매뉴얼에는 프린터를 네트워크 환경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방법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저희 (주)빅솔론은 제품의 기능과 품질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인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제품의 사양과 매뉴얼의 내용은 사전 통보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사양 
  

구분 항목 구현사양 

LAN 사양 
Interface 10/100 Base-T All in one(Auto detection) 

프로토콜 DHCP Client, HTTP, ARP, ICMP, IPv4, TCP, U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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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방법 
  

1) Network 설정 확인 

 

 

 

프린터 부팅이 완료된 후 프린터 커버를 열고 5초간 FEED 버튼을 누르면 Network  

설정 확인 모드로 진입합니다. 이후 용지를 바로 놓고 커버를 닫아 아래와 같은 문구

가 출력되는 것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은 메시지가 출력 되면 Mode 1번을 선택하여 아래와 같이 LAN 정보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Mode 1번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Feed 버튼을 짧게 1번 / 길게 1번  

누르시기 바랍니다.) 

Checking Interface Setting 
 
0: Exit 

 1: LAN Information Print 
 2: LAN Factory Reset and Reboot Printer 
 3 or more: None 
 
Select Modes by Feed button control 
as below. 
  Step 1. Short-press as many times as 
         The mode number to choose. 

Step 2. Long-press over 1 second. 

    *e.g. To choose Mode 2, press Feed 

        Button 3 times(short-short-long) 

Feed Button 

Cover Open L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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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LAN 설정 항목 

분류 항목 설명 입력범위 

Network 

Inactivity Time TCP 연결유지 시간 0~3600 integer 

IP Assignment 

Method 
IP 할당 방식 DHCP/Manual 

IP Address 프린터 IP IP Address 

Subnet Mask Subnet mask IP Address 

Gateway Default Gateway IP Address 
 

Net configuration tool을 이용한 network 설정은 ‘Net configuration tool manual’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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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thernet 테스트(윈도우 테스트 페이지 인쇄) 
 

테스트 프로그램이 없는 경우 다음과 같이 프린터 윈도우 드라이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프린터 윈도우 드라이버를 이용 가능한 OS는 윈도우 XP, Server 2003, 

VISTA, 2008 Server, 7, 8, 10입니다. 

 

[Note] 

-윈도우 드라이버최신버전은 당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www.bixolon.com) 

 

1) 윈도우즈 드라이버 설치파일을 더블 클릭하십시오. 

 

2) “설치” 버튼을 클릭하십시오. 

 
 

http://www.bixol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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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윈도우 드라이버 설치”를 선택 후 “다음” 버튼을 클릭하십시오. 

 
 

4) “모델 이름”을 선택 후 “다음” 버튼을 클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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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네트워크”를 선택 후 “TCP/IP 포트 추가” 버튼을 클릭하십시오. 

 
 

6) IP주소와 Port 번호를 입력한 후에 “확인” 버튼을 클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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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다음” 버튼을 클릭하십시오. 

 
 

8) “다음” 버튼을 클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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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다음” 버튼을 클릭하십시오. 

 
 

10) “종료” 버튼을 클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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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윈도우 OS에서 프린터 속성 창을 여십시오. 

 

(1) Windows XP / Server 2003에서 설치 

※ 제어판 – 프린터 및 팩스 

 

(2) Windows VISTA / Server 2008 / 7 / 8 / Server 2012 / 10에서 설치 

※ 제어판 – 하드웨어 및 소리 – 장치 및 프린터  

 

12) “포트” 탭에서 “포트구성” 버튼을 클릭하십시오. 

 

13) 통신조건이 프린터와 일치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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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테스트 페이지 인쇄” 버튼을 클릭하여 출력 상태를 확인하십시오. 테스트 페이지가 

정상적으로 출력되면 드라이버는 이상 없이 설치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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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설정 초기화 
 

프린터의 LAN 설정 값을 초기 상태로 되돌리는 기능입니다. 

 

1) 사용방법 

 

 

프린터 부팅이 완료된 후 프린터 커버를 열고 5초간 FEED 버튼을 누르면 인터페이스 

설정 확인 모드로 진입합니다. 이후 용지를 바로 놓고 커버를 닫아 아래와 같은 문구

가 출력되는 것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은 메시지가 출력 되면 Mode 1번을 선택하여 아래와 같이 LAN 정보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Mode 1번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Feed 버튼을 짧게 1번 / 길게 1번 

누르시기 바랍니다.) 

Checking Interface Setting 
 
0: Exit 

 1: LAN Information Print 
 2: LAN Factory Reset and Reboot Printer 
 3 or more: None 
 
Select Modes by Feed button control 
as below. 
  Step 1. Short-press as many times as 
         The mode number to choose. 

Step 2. Long-press over 1 second. 

    *e.g. To choose Mode 2, press Feed 

        Button 3 times(short-short-long) 

Feed Button 
Cover Open L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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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 Factory Reset OK!  Reboot Printer. 

 

 

위와 같은 메시지가 출력된 후 프린터는 자동 재부팅 됩니다. 

 

2) 설정 초기화 값 

LAN Network 

Inactivity time 0 

IP Assignment Method Automatic(DHCP) 

Local Port 9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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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문제해결 절차(확인사항) 
 

인쇄가 되지 않을 경우 

네트워크 설정 확인 

(프린터의 설정 확인/변경은 Configuration 참조) 

- IP Address 

IP Address 대역을 확인합니다. 

프린터의 IP 대역과 AP(혹은 무선 Host)의 IP 대역이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IP Address 4자리 숫자 중 앞 3자리가 일치하여야 합니다. 

- Subnet Mask 

프린터의 Subnet Mask가 AP(혹은 무선 Host)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 Port 

프린터에 설정된 Port와 Host(PC, PDA)에 설정된 Port가 동일한지 

확인합니다. 

- Authentication / Encryption 

인증/암호화 설정상태를 확인합니다. 

프린터와 AP(혹은 무선 Host)의 설정과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PING 확인 

IP 충돌 확인 

- IP를 DHCP가 아닌 수동으로 입력할 경우, 해당 IP가 다른 

네트워크 장비에서 사용 중인지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IP충돌의 

경우 프린터는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습니다. 

- 프린터 전원을 OFF 한 상태에서 프린터의 IP로 Ping TEST를 

합니다. 

 
Ping TEST 

- 프린터의 전원 OFF. 

- window 시작 메뉴의 실행을 선택, cmd 입력. 

- ARP –d 입력하여 ARP table 삭제.  

- ping {프린터 IP} 입력. 

- ARP –d, ping {IP add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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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과 같이 “Request timed out.”이 나오면 IP 충돌이 나지 않는 것이며, 

해당 IP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반면, 아래와 같이 응답(Reply)이 오면 해당 IP는 다른 Host에서 사용 중 

인 것이며, 프린터 IP로 사용이 부적합 합니다. 

 

 

 

 

 

 

 

 

 

 

 

Inactivity Time 

- 프린터에 여러 개의 Host가 접속할 수 있는 환경에서는 Inactivity 

Time을 설정할 것을 권장합니다.(한 Host에서 연결을 끊지 않고 

유지할 경우 다른 Host는 프린터 사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 5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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