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S-1225+ 바코드스캐너 퀵 매뉴얼
세부명칭

스캐너 설정
1. 스캐너 설정 순서








LED
레이저 출력창
트리거(스캔버튼)
케이블 연결 포트
케이블 분리 구멍

스캐너 설정은 옵션 바코드를 통해 이루어 집니다.
“설정 바코드(SETUP)” > “옵션 바코드(OPTION)” > “첫 번째 문자 바코드” > “두 번째 문자 바코드” >
“종료 바코드(END)”의 순서대로 바코드 스캔을 하시면 설정 됩니다.
초기설정은 “

* ”기호로 표시 됩니다.

예) USB HID 키보드 방식 설정 순서입니다.

신호음 출력부

설정 바코드(SETUP) 스캔
옵션 바코드(OPTION) 스캔
첫 번째 문자 바코드 스캔

설치 방법

두 번째 문자 바코드 스캔






스캐너에 USB케이블을 연결해 주세요.

종료 바코드(END) 스캔

USB케이블의 반대쪽 부분을 컴퓨터에 연결해 주세요.
컴퓨터에서 스캐너를 인식 할 동안 잠시 기다려 주세요.
스캐너에서 신호음과 함께 LED가 켜지는지 확인해 주세요.

2. 설정 초기화 바코드
아래 바코드를 스캔 하면 모든 설정이 초기화 됩니다.
주의:
스캔을 초기화 할 경우에만 스캔해주세요
3. 스캔 모드 설정

* ”기호로 표시 됩니다.)

(초기설정은 “

-- Good-read off – 스캔버튼을 일단 한 번 눌러 놓으면 대기시간이 지나기 전에 스캔을 할 때까

케이블 분리 방법
가는 철사나 핀을 그림에 표시된 구멍에 찔러 넣으신 후 케이블을 당겨 주세요.

지 레이저가 활성화 되어있다가 바코드 스캔을 성공하거나 대기시간이 지나면 레이저가 비활성
화 됩니다.

* - 스캔버튼을 누를때만 레이저가 활성화 됩니다. 바코드를 스캔 하거나 대기시간

-- Momentary

이 지나면 레이저가 비활성화 됩니다.
-- Alternate continue – 스캔버튼을 한 번 누르면 레이저가 활성화 되고 다시 누르면 비활성화 됩
니다. 스캔 하거나 대기시간이 지나도 레이저의 활성화/비활성화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Continue – 항상 레이저가 활성화 됩니다. 스캔버튼, 스캔성공여부, 대기시간 등이 레이저 활성
화/비활성화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Timeout off – 트리거를 누르면 레이저가 활성화 되고 대기시간이 지나면 비활성화 됩니다. 바
코드를 스캔 하면 대기시간이 초기화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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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해결
Good-read off

*

Momentary

Alternate continue
증상

%SETUP

%SETUP

예상 원인
전원이 정상적으로 연결되지

%SETUP
스캐너가 반응이 없거나 이상

0 4 01

0 4 01

0 4 01

동작 할 경우

않은 경우
잘못된 케이블을 사용한 경우
케이블 연결이 느슨한 경우

0

0
1

2

Continue

%%%END

%%%END

인해주세요.
지정된 케이블을 사용해주세요.
케이블 연결 상태를 확인해 주
세요.

되는 경우

스캐너의 바코드 설정이 올바
르지 못한 경우

Timeout off

해주세요. 같은 종류의 다른 바
코드를 스캔 하여 테스트 해
주세요.

레이저는 나오지만 스캔이 안

%%%END

이 정상적으로 공급되는지 확

바코드가 훼손되었는지 확인

0
바코드를 인식 못하는 경우

0

해결 방법
연결한 포트가 정상인지 전원

스캔하려는 바코드 종류를 읽
을 수 있도록 설정이 되 있는지
확인해주세요.

바코드와 스캐너 사이의 거리

스캐너를 앞뒤로 움직여 거리

가 잘못된 경우

를 조절해 주세요.
연결한 기기가 올바르게 선택

%SETUP

%SETUP

0 4 01

0 4 01

되어 있는지 확인 해주세요.
RS-232의 경우 스캐너의 통
신 설정과 주 장치의 설정이 일

0

0

3

4

치 하여야 합니다. 설정을 확인
스캔 한 바코드가 표시가 안 되

바코드와 스캐너 사이의 거리

해 주세요.

는 경우

가 잘못된 경우

USB-HID키보드와 키보드 웨
지의 경우 시스템에 올바른 유
형의 설정과 언어 설정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주세요. 그리고
CAPS-LOCK키가 올바른 상태인

%%%END

*기타 설정 및 자세한 사용법은 사용자 매뉴얼을 참고해 주세요.
*사용자 매뉴얼은 (주)싱크라운 홈페이지 www.syncrown.com 의 Support>Download 메뉴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 확인해주세요.

%%%END
㈜싱크라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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