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ww.syncrown.com

제품명    SMS - 1339
(블루투스 모바일 바코드 스캐너)

사용자 매뉴얼



www.syncrown.com

목차

사용자 매뉴얼 1
제품소개 ............................................................................................................4

제품특징 ............................................................................................................4

유의사항 ............................................................................................................4

구성품 확인 ......................................................................................................5

제품사양 ............................................................................................................6

기본설정 ............................................................................................................7

디코드 범위 ......................................................................................................8

제품 크기 ...........................................................................................................9

스캐너 세부 명칭 ........................................................................................ 10

키의 동작 및 기능 ....................................................................................... 11

설치 방법 ........................................................................................................ 12

1. USB HID 키보드형 유선 스캐너 설치 ......................................................................... 12

2. USB virtual COM형 유선 스캐너 설치 ....................................................................... 13

3. 목줄/손목줄 부착방법 ....................................................................................................... 13

4. 리튬 이온 배터리 교체 방법 ........................................................................................... 14

제품 작동 ........................................................................................................ 14

1. 전원 on/ off ........................................................................................................................... 14

2. 배터리  충전 .......................................................................................................................... 14

3. 절전모드 on/ off.................................................................................................................. 15

4. 블루투스 전원 on/ off ....................................................................................................... 15

LCD 화면 ......................................................................................................... 16

1. LCD 화면 아이콘 ................................................................................................................. 16

2. LCD 화면 메뉴 ...................................................................................................................... 16

메뉴 구성 ........................................................................................................ 17

1. 스캔 ........................................................................................................................................... 17

2. 전송 방식 설정 ..................................................................................................................... 18

3. 시스템 설정 ........................................................................................................................... 19

4. 시스템 정보 ........................................................................................................................... 20

5. 어플리케이션 ........................................................................................................................ 20

스캐너 사용 방법 ........................................................................................ 21

1. 스캔 ............................................................................................................. 21

1. 스캔 - 옵션 ............................................................................................................................ 22

2. 입력 데이터 전송................................................................................................................. 22

3. 수량입력 설정 ....................................................................................................................... 22

4. 시간표시 설정 ....................................................................................................................... 23

5. 날짜표시 설정 ....................................................................................................................... 23

6. 구분기호 설정 ....................................................................................................................... 23

7. 데이터베이스 설정.............................................................................................................. 24

8. 중복스캔 방지 ....................................................................................................................... 25

9. 바코드별 통계 ....................................................................................................................... 25

12. 전송확인 ............................................................................................................................... 25

2. 전송 방식 설정 ........................................................................................ 26

1. 블루투스 ................................................................................................................................. 26

2. USB HID 키보드 전송 ........................................................................................................ 26

3. USB Virtual COM ................................................................................................................ 27

4. 메모리 저장 ........................................................................................................................... 27

5. 일괄전송 모드 ....................................................................................................................... 29

3. 시스템 설정 .............................................................................................. 30

1. 블루투스 ................................................................................................................................. 30

2.  USB 키보드 .......................................................................................................................... 37

3. 언어 선택 ................................................................................................................................ 38

4. 버튼음 설정 ........................................................................................................................... 38

5. 진동 설정 ................................................................................................................................ 38

6. LCD 꺼짐설정 ........................................................................................................................ 38

7. 절전모드 시간 설정 ............................................................................................................ 38

8. 시간&날짜 설정 ................................................................................................................... 38

9. 설정 초기화 ........................................................................................................................... 38

10. 시스템 암호 ......................................................................................................................... 39

4. 시스템 정보 .............................................................................................. 40

1. 메모리 보기 ........................................................................................................................... 40

2. 블루투스 ................................................................................................................................. 40

3. 펌웨어 확인 ........................................................................................................................... 41

5. 어플리케이션 ........................................................................................... 41

1. 자동 실행 ................................................................................................................................ 41

2. 실행 ........................................................................................................................................... 41

3. 다운로드 ................................................................................................................................. 42

4. 설치 키 .................................................................................................................................... 43

5. 인증코드 ................................................................................................................................. 43



www.syncrown.com

제품소개

제품특징

본 제품은 모바일 포스, 통신, 도소매, 운송, 자재관리, 모바일 컴퓨팅 등에 용이하도록 디자인되었

습니다.

• 컴팩트 포켓 사이즈(11.0 × 4.3 × 2.7 cm)

• 경량(87g) 

• 방진.방수 기능(IP64)

• 빠른 스캐닝 속도 (100 scans/sec)

• 사용자 편의성(멀티라인 스크린 백라이트)

• 편리한 충전기능(USB port)

• 블루투스 인터페이스 

• 모든 종류의 1D barcode reading 기능 지원

• 손쉬운 업그레이드 및 유지보수

구성품 확인

구매한 스캐너 박스 안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물이 들어있습니다.

만약 구성품 중에서 손상되었거나 빠져 있을 경우 구매처로 문의하십시오.

SMS - 1339

충전 케이블(USB)

유의사항

• 매뉴얼의 내용은 사전 통보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제품에 외부의 강한 충격이 가해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제품불량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경우 제품 품질 보증 서비스를 받으실 수 없습니

다.)

• 복사기 등 강력한 전자기장이 발생되는 기기 주변에서는 사용을 금하여 주십시오.

• 본 제품을 개봉하여 처음 사용시에는 배터리를 한 번 완충하신 후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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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사양

기본설정

코드타입 가능여부
숫자 

검증 확인
숫자

전송 확인
최소 

코드길이
상표코드 

ID
AIM

코드 ID

UPC-A √ √ √ (12)2 A ]Em

UPC-E √ √ √ (8)2 D ]Em

EAN-13 √ √ √ (13)2 A ]Em

EAN-8 √ √ √ (8)2 C ]Em

ISBN/ISSN1 √ √ √ (13)2 A ]Em

Code 39 √ - - 1 M ]Am

Interleaved 2 of 5 √ - - 6 I ]Im

Industrial 2 of 5 - - - 4 H ]Im

Matrix 2 of 5 √ - - 6 X ]Im

Codabar √ - - 4 N ]Fm

Code 128 √ √ - 1 K ]Cm

Code 93 √ √ - 1 L ]Gm

Code 11 - √ - 4 V -

MSI/Plessey - - - 4 O ]Mm

UK/Plessey √ √ - 1 U ]Mm

UCC/EAN 128 √ √ - 1 K ]Cm

China Post √ - - (11)2 T ]Im

GS1 DataBar √ - - (16)2 R ]em

GS1 DataBar Trun-
cated3

√ - - (16)2 R ]em

GS1 DataBar Limited √ - - (16)2 R ]em

GS1 DataBar Expanded √ - - 1 R ]em

※: 1 ISBN/ISSN 및 EAN-13 에 대한 설정은 동일해야 한다.
2 고정된 길이 바코드
3 GS1 DataBar 함수 와 GS1 DataBar 는 동일해야 한다..

메모리 Out of range mode/Data batch mode : 8MB (15바이트 이하 559,240건 가능)
U-Disk mode : 53MB (15바이트 이하 3,635,063건 가능)

블루투스 2.4 ~ 2.5GHz (ISM band), Bluetooth V2.1+EDR, class 2

작동거리 10m

인터페이스 블루투스 스캐너(HID키보드 / 시리얼 포트-SPP 모드)
USB 모드 (USB HID 키보드 / USB Virtual COM)
U-Disk  

지원언어 USA, Turkish F/Q, French, Italian, Spanish, Slovak, Denmark, Japanese, German

제품크기 11.0 × 4.3 × 2.7 cm

중량 87g

색깔 흰색, 회색, 검정색

배터리 950 mAh 리튬이온

충전시간 약 3시간

스캔 각도 ±50°, ±65°, ±35° (기울기, 피치, 롤)

스캔 속도 100±10 times/sec

지원 바코드 UPC-A, UPC-E, EAN-13, EAN-8, ISBN/ISSN, Code 39, Code 39 full ASCII, Code 32, Tri-
optic Code 39, Interleaved 2 of 5, Industrial 2 of 5, Matrix 2 of 5, Codabar (NW7), Code 
128, Code 93, Code 11 (USD-8), MSI/Plessey, UK/Plessey, UCC/EAN 128, China Post, GS1 
Data Bar (formerly RSS) variants

표시방식 Beeper, LED, Vibrator

디스플레이 LCD monochrome display (128 × 64) with LED backlight

온도 운영: 0° to 50°C (32° to 120°F),  보관: -40° to 60°C (-40° to 140°F)

습도 5% to 95% (non-condensing)

입력전원 4.75V – 5.25V

대기시간 약 7일

동작시간 약 6시간

스캔횟수(1회 충전) 약 20,000 회

스캔 거리 & 최대 해상도 (1 mil = 0.0254mm)
거리
5 mil : 35-160 mm
10 mil : 20 – 320 mm
15 mil : 225 – 440 mm
20 mil : 30 – 565 mm
30 mil : 40 – 740 mm
55 mil : 75 – 985 mm

밀도
3 mil : 45 – 90 mm
5 mil : 22 -130 mm
10 mil : 12 – 255 mm
15 mil : 20 – 305 mm
20 mil : 25 – 395 mm
55 mil : 80 – 730 mm

안전규격 Laser safety: EN60825-1, class 1

EMC: EN 55022, EN 55024

Electrical safety: EN 60950-1

ESD: ±8KV air discharge, ±4KV direct discharge

Drop resistance: Multiple 1.5m (4.9ft) drops to concrete

Protection class: IP64

Environmental: RoHS compliant

BA 2110(동글)

무선 링크 2.4 ~ 2.5GHz (ISM band), Bluetooth V2.1+EDR, class 2

연결거리 30m (직선거리)

제품크기 7.6 × 2.2 × 0.8 cm

무게 12g

참고: BA2110은 블루투스 USB어뎁터 입니다. 별매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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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코드 범위 제품 크기

Figure 1-1. Decode zone of high-density series

Figure 1-2. Decode zone of long-range series
< SMS-1339의 크기 >

< BA2110의 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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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캐너 세부 명칭

전면 후면

상단 하단

 청색LED (Bluetooth 전원등),
    녹색 LED (디코드 성공),  
    적색 LED (충전 표시등) 
 LCD
 좌측 소프트 키
 우측 소프트 키
 상측 네비게이션 키
 좌측 네비게이션 키
 우측 네비게이션 키
 하측 네비게이션 키
 스캔/ 선택 키
 리턴 키

 블루투스 모듈 on/ off 키
 전원/ 슬립 키
 스캔 창
 라벨
 부저
 배터리 커버
 미니 USB port
    (배터리 충전) 

 목걸이 줄 후크

키의 동작 및 기능

블루투스 USB 동글  BA2110

 초기화 / 펌웨어 업그레이드 키

 녹색 LED (전원/ 데이터 전송)

키의 위치 동작/기능 설 명

 좌측 소프트 키 일반적으로 확인 / 취소 작업은 화면에 표시되
며 소프트 키를 누름으로써 수행됩니다.

 우측 소프트 키

 스캔/선택 키
스캔 모드에서 바코드를 스캔 할 때 사용되며 
이외에는 메뉴를 선택할 때 사용 됩니다.

 상측 네비게이션 키 커서를 위/아래로 움직일 때 사용됩니다.

 하측 네비게이션 키

 좌측 네비게이션 키 커서를 좌/우로 움직일 때 사용됩니다.

 우측 네비게이션 키

 리턴 키 한 단계 이전 메뉴로 이동할 때 사용됩니다.

 블루투스 모듈on/off  키 블루투스를 모듈을 on/off할 때 사용됩니다.

 전원/슬립 키
길게 누르면 전원on/off, 짧게 누르면 슬립모드 
on/off할 수 있습니다. 

참고 : 키의 위치는 스캐너 세부명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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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방법

1. USB HID 키보드형 유선 스캐너 설치

참고 : 스캐너의 기본 설정은 블루투스 HID 키보드입니다. USB HID 키보드로 설정 변경하세요.

1. 아래 그림을 참조하십시오, 스캐너에 USB 케이블의 한쪽 끝을 연결합니다. 컴퓨터의 USB

포트에 다른 쪽 끝을 연결합니다

2. 마이크로 소프트 윈도우 운영 시스템을 사용할 경우 “새 하드웨어 발견 – USB HID 키보드 

장치를 발견 하였습니다.”라는 시스템 메시지지가 나온 후 드라이버 설치가 진행 됩니다.

3. 성공적으로 드라이버가 설치되면 “장치 드라이버 소프트웨어가 성공적으로 설치되었습니

다.”라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4. 만약 설치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컴퓨터에서 USB 케이블을 분리하고 2 단계를 반복 

하십시오.

그림. PC에 USB케이블을 연겹합니다

2. USB virtual COM형 유선 스캐너 설치

참고: 스캐너의 기본 설정은블루투스 HID 키보드입니다. USB VCOM로 설정 변경하세요.

1. 그림을 참조하십시오, 스캐너에 USB 케이블의 한쪽 끝을 연결합니다. 컴퓨터의 USB포트에 

다른 쪽 끝을 연결합니다

2. 마이크로 소프트 윈도우 운영 시스템을 사용할 경우 “새 하드웨어 발견 – USB Virtual COM 

장치를 발견 하였습니다.”라는 시스템 메시지지가 나온 후 드라이버 설치가 진행 됩니다.

3. 성공적으로 드라이버가 설치되면 “장치 드라이버 소프트웨어가 성공적으로 설치되었습니

다.” 메시지가 나옵니다

4. 만약 설치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컴퓨터에서 USB 케이블을 분리하고 1, 2 단계를 반복 

하십시오.

3. 목줄/손목줄 부착방법

1. 배터리 덮개에 있는 3개의 나사를 분리합니다. (한 번에 한 개씩 분리하세요)

2. 홈이 파여진 모서리 주위에 스트랩 고리를 매달아 목 / 손목 스트랩을 연결합니다.

3. 배터리 덮개를 덮고 3개의 나사를 조여줍니다.

그림. 목줄/손목줄 부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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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리튬 이온 배터리 교체 방법

1. 배터리 덮개에 있는 3개의 나사를 분리합니다. (한번에 한 개씩 분리하세요) 

2. 배터리를 제거 후 교체할 배터리를 밀어서 연결해 주세요. 

3. 배터리 덮개를 덮고 3개의 나사를 조여줍니다.

그림. 리튬 이온 배터리 교체 방법

제품 작동

1. 전원 on/ off

• 전원 on - Power/Sleep key 를 2초간 누르세요 (세부명칭 그림 참조 )

• 전원 off - Power/Sleep key 를 2초간 누르세요 (세부명칭 그림 참조)

2. 배터리  충전

※사용 전 제품의 배터리를 충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배터리를 충전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그림 확인)

• 충전 시작 - 적색 LED on

• 충전 완료 - 적색 LED off (완충까지 약 3시간 소요) 

• 스캐닝 상태에서 USB 케이블을 PC혹은 충전기 전원에 연결할 경우 스크린에    이 나타납니다.

3. 절전 모드 on/ off

• 절전모드 on - 0.5초간 전원버튼   (제품세부명칭 참조 )  누름

• 절전모드 off - 0.5초간 전원버튼   (제품세부명칭 참조 )  누름

4. 블루투스 전원 on/ off

• 블루투스 표시등 - 스캐닝 상태에서 화면 상단에 블루투스 아이콘이 나타납니다.

• 또한 청색 LED의 점등 상태에 따라 확인 가능합니다.

• 블루투스   on - 블루투스 키  (제품세부명칭 참조 )를 누릅니다.

• 블루투스  off - 블루투스 키   (제품세부명칭 참조 )를 누릅니다.

방법 1 방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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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D 화면

1. LCD 화면 아이콘

참고:

• LCD 화면은 바코드 스캔, 블루투스 통신, 데이터 전송, 시스템 설정 및 기타 정보들이 보여지게 디

자인 되어있습니다.

• 특정 시간동안 동작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LCD백라이트가 꺼지도록 되어있습니다.

2. LCD 화면 메뉴

• 홈메뉴는 총 5개로 구성 되있습니다. 다음 장에서 상세하게 설명 되있습니다.

• 표.2 는 LCD메뉴의 계층구조를 표시해 줍니다.

아이콘 설 명

 블루투스 통신 연결 중

 블루투스 통신 연결 끊김

 블루투스 on

 블루투스 off.

 UBS 캐이블로  PC(또는 다른 장치)와 연결

         배터리 상태(좌측 부터):

배터리 최대 충전 (100% - 75% 충전).

75% - 50% 충전

50% - 25% 충전

25% - 10% 충전

10% - 0% 충전 - 배터리 충전이 10% 미만 이면 아이콘이 

깜빡이고 1분마도 경고음이 납니다.

스캔

1. 연속스캔 횟수
1. 1회 스캔*
2. 누를 때만 스캔
3. 연속스캔

1. 비활성화 *
2. 반복 전송
3. 수량표시

1. 비활성화 *
2. 활성화

1. 비활성화 *
2. 활성화

1. 비활성화 *
2. 활성화

1. 비활성화 *
2. 활성화

1. 비활성화 *
2. 활성화

1. 비활성화 *
2. 활성화

1. 비활성화 *
2. 활성화

1. 비활성화 *
2. 활성화

2. 입력데이터 전송 전송

3. 수량입력 설정

4. 시간표시 설정

5. 날짜표시 설정

6. 구분기호 설정

7. 데이터베이스 설정

8. 중복스캔 방지

9. 바코드별 통계

10. 스캔 합계

11. 파일 목록

12. 전송 확인

1. 스캔

*’표시는 기본 설정 메뉴입니다.

메뉴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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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송 방식 
설정

5. 일괄전송 모드

4. 메모리 저장

3. UBS Virtual COM

2. UBS HID 키보드 전송

1. 블루투스

1. 안전전송 모드

1. 데이터 전송

1. 파일 생성

2. 자동 재연결

2. 전송방식 설정

2. 파일 목록

3. 지연전송 설정

3. 데이터 통계

4. BA2110 연결시간

4. 전송 후 삭제

3. 전체삭제

1. 비활성화 *
2. 활성화

1. 비활성화 *
2. 활성화

1. 블루투스*
2. USB HID 키보드
3. USB Virtual COM

파일 비우기

파일 삭제

1. 비활성화 *
2. 활성화

1. 비활성화 *
2. 활성화

1. 비활성화 *
2. 활성화

2. 전송 방식 설정

*’표시는 기본 설정 메뉴입니다.

시스템 설정

5. 진동 설정

6. LCD 꺼짐 설정

7. 절전모드 시간 설정

4. 버튼음 설정

3. 언어 선택

8. 시간 & 날짜 설정

9. 설정 초기화

2. UBS 키보드

1. 블루투스

1. HID Keyboard

1. 음량 설정

2. SPP Slave

2. 버튼음설정

3. SPP Master

4. BA2110 동글

2. 한국어

1. 시간 설정
2. 날짜 설정

1. 모든 설정 초기화
2. BA2110 설정

1. USA *
2. Turkish F
3. Turkish Q
4. French
5. Italian
6. Spanish
7. Slovak
8. Denmark
9. Japan
10. German

1. 낮은음
2. 중간음 *
3. 높은음
4. 음소거

1. 낮은음
2. 중간음 *
3. 높은음
4. 음소거

1. 비활성화 *
2. 활성화

1. 10S
2. 30S *
3. 60S
4. 항상켜짐

1. 1분
2. 5분 *
3. 10분
4. 사용안함

3. 시스템 설정

*’표시는 기본 설정 메뉴입니다.

1. Engl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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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정보

어플리케이션

3. 펌웨어 확인

3. 다운로드

5. 인증코드

2. 블루투스

2. 실행

4. 설치키

1. 메모리 보기

1. 자동실행

1. 스캐너
2. 스캔 엔진
3. 블루투스

1. 비활성화 *
2. 활성화

4. 시스템 정보

5. 어플리케이션

*’표시는 기본 설정 메뉴입니다.

*표시는 기본 설정 메뉴입니다.

스캐너 사용 방법

1. 스캔

스캐너의 전원을 켜면, LCD 화면이 아래와 같이 표시됩니다.

1. 스캐너를 바코드 가까이에 대고 스캔키를 누릅니다. 

(참고:스캐너가 스캔 할 때 스캔라인과 교차하는 모든 표시와 공간을 검사합니다.)

                                               올바른 사용

 

     잘못된 사용

2. 스캐너 포트는 바코드를 스캔 할 수있는 레이저를 방출합니다. 

검사가 성공하면 녹색LED가 점등하며 아래와 같이 표시됩니다. 

 참고:

1. 바코드 스캔을 하기전에 블루투스 네트워크를 통신범위 안에 구축해 주세요.

(블루투스 HID 키보드, 블루투스 SPP Slave, 블루투스 SPP Master설정 방법은 각 장에서 확인하

세요.).

2. 제공된 블루투스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도 스캐너는 바코드 스캔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블루투스 네트워크가 작동하지 않는 경우, 여기에 설명하는 것과 다른 방식으로 반응 

할 수 있습니다.

SCAN

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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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캔 - 옵션

1. 1회스캔 : 스캔기능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스캔/선택 키]를 한번 눌러야 합니다. 스캔이 

성공하거나 스캔대기 시간이 지나면 광원 스캔을 중지합니다.

2. 누를 때만 스캔 : [스캔/선택 키]를 누르고 있는 동안  스캔기능이 활성화되고 떼는 순간 비

활성화가 됩니다. 스캔이 성공하거나 스캔대기 시간이 지나면 광원 스캔을 중지합니다.

3. 연속스캔 : 항상 스캔기능을 활성화 합니다. 대기시간이나 [스캔/선택 키]에 영향을 받지 않

습니다.

2. 입력 데이터 전송

• 사용자는 가상 키보드를 이용하여 수동으로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3. 수량입력 설정

• 사용자는 비활성화모드, 반복 전송모드, 수량표시모드를 선택 할 수 있습니다. 반복 전송모

드를 활성화하면 설정한 숫자(0 ~ 9999)와 함께 바코드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23456789”의 바코드가 있고 수량표시 모드를 선택하고 수량을 5로 설정했습니다.  바코

드를 수신하는 쪽에서 “123456789, 5”라고 수신하게 됩니다. 수량이 5라는 것을 감안하여 

바코드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다음단계는 수량을 설정하는 절차를 보여줍니다.

단계 1: 수량입력 설정모드를 반복 전송 또는 수량표시로 선택해서 활성화

          시키고 , 메인 메뉴로 나와 [스캔/선택 키]를 눌러 바코드를 읽습니다..

단계 2: 아래 창에서 [우측 소프트 키]를 누릅니다.

옵션메뉴 및 사용방법

4. 시간표시 설정

5. 날짜표시 설정

• 시간표시 설정/날짜표시 설정을 활성화하면 바코드에 시간/날짜 정보를 추가 할 수 있습

니다.

• 예를 들어 시간표시 설정을 활성화 한 후 바코드 “123456789”를 12시에 스캔하면 

“123456789, 12:00:00”이라고 표시가 됩니다. 시간표시 설정/날짜표시 설정을 모두 활성화

하고 바코드“123456789”를 2013년 12월 25일 12시에 읽어 들이면 “123456789, 12:00:00, 

25.12.2013”이라고 표시 됩니다

6. 구분기호 설정

• 바코드, 시간, 날짜, 수량은 기본구분자 “,”콤마를 사용하여 구분합니다. 

사용자는 가상키보드를 사용하여 구분자를 10자리 이내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계 3: [네비게이션 키]를 사용하여 커서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스캔/선택 키]로 선택, [우측 소프트 키]로 삭제 할 수 있습니다

           [좌측 소프트 키]를 눌러 완료합니다.

단계 4: 수량설정 확인 메세지에서 [우측 소프트 키]를 눌러 완료합니다.

숫자를 바꾸시겠습니까?

예                       아니오

확인        선택          삭제

취소       확인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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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데이터베이스 설정

• 성공적으로 바코드를 스캔 한 후, 바코드 정보는 LCD 화면에 표시 될 것입니다. 데이터베

이스 설정 기능은 데이터베이스 파일 *.IDX와 *.DAT을 필요로 합니다. 데이터베이스파일은 

MS3 DB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툴에서 생성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설정 기능을 사

용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바코드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 바코드를 스캔 할 때 플래쉬 디스크에 저장되 데이터베이스 파일에서 일치하는 바코드를 

찾은 후 일치하는 데이터가 있을 때 정보를 표시해 줍니다. LCD에 더 자세한 정보를 보시려

면 좌/우측으로 화면 이동이 필요 합니다. 일치하는 데이터가 없을 때 “기록이 없습니다.”라

고 화면에 표시됩니다.

예) 사용자 바코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A B C D

1 바코드 상품명 가격 생산지

2 12345670 Computer ￥3000.00 Shenzhen

바코드가”12345670”일 때 , 스캐너 화면에 “Computer, ￥3000.00，Shenzhen”라고 표시 됩니다.

• 참고 : 기본 데이터베이스 파일은 SYS_DB.IDX 및 SYS_DB.DAT로 이름이 지정됩니다. 플래시 

디스크에 저장된 두 파일은 이름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참고:

데이터베이스 관리 지원

데이터베이스 관리지원에는 데이터베이스 설정, 중복스캔 방지 그리고 바코드별 통계가 있습니다.

참고: 데이터베이스 설정, 중복스캔 방지, 바코드별 통계 중에서 한 번에 한 기능만 사용 가능합니

다.

만약 데이터베이스 설정을 활성화했다면 다른 두 기능은 자동으로 비활성화 됩니다.

8. 중복스캔 방지

• 바코드를 스캔하면 일치하는 값을 데이터베이스에서 찾습니다. .바코드가 데이터베이스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 바코드는  USB 디스크나 외부에 저장된 데이터베이스 파일에 기록 됩

니다. 중복스캔 방지를 활성화하면 이미 바코드가 존재하는 경우 저장되지 않습니다.

• 중복스캔 방지 메뉴에서 [좌측 소프트 키](삭제)로 이전 바코드 기록을 지울 수 있습니다.

9. 바코드별 통계

• 바코드별 통계 기능이 활성화 되면 바코드를 정상적으로 저장하거나 전송한 횟수를 자동으

로 계산하여 화면에 보여줍니다.

• 바코드별 통계 메뉴에서 [좌측 소프트 키](삭제)로 이전 바코드 기록을 지울 수 있습니다.

12. 전송확인

• 전송확인 메뉴에서 활성화/비활성화 모드로 스캔 성공 후 바코드 전송여부를 설정 할 수 있

습니다. 

• 비활성화시, 자동 전송되지 않고 [좌측 소프트 키]를 눌러 취소하거나 [스캔/선택키]를 눌러 

바코드를 전송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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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송 방식 설정

1. 블루투스

• 시스템 설정 - 블루투스에서 블루투스 네트워크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 3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1. 안전전송 모드 – 스캐너는 원격호스트와 연결이 끊어 졌을 때 바코드 데이터를 저장하기 

시작합니다. ( 사용자가 스캐너를 들고 범위 밖으로 걸어 갔을 때) 다시 원격호스트와 연결 

됐을 때 데이터를 전송 합니다.(사용자가 스캐너를 들고 범위 안으로 돌아 왔을 때)

2. 자동 재연결 – 이 옵션이 활성화 상태이고 블루투스가 on되 있으면 마지막으로 연결 되었

던 원격호스트와 자동으로 연결을 시도합니다.

3. 지연전송 설정 - 지연전송 설정은 블루투스를 HID키보드로 설정하고 데이터 문자를 전송

할 때 각각의 데이터 문자 사이의 전송 시간 간격입니다. 몇몇 블루투스 통신은 데이터 손

실을 막기 위해 긴 지연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기본설정은 8ms입니다.

4. BA2110 연결시간 - BA2110의 뒷면에 있는 바코드를 스캔 한 후 PC에 BA2110를 연결하

는 사용자에 대한 대기 시간입니다. 기본 대기 시간은 10 초로 설정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BA2110의 프로필 구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USB HID 키보드 전송

• 이 모드가 활성화 된 후 스캐너가 USB로 PC에 연결되면 USB HID키보드로 인식되고 USB유

선 스캐너로 동작 됩니다.

4. 메모리 저장

바코드 데이터는 항상 문서파일(TXT 파일)에 저장 됩니다. 스캐너는 바코드 데이터 수집기로 기

능을 합니다. PC와 연결 되면 스캐너는 USB 이동식 디스크로 인식 됩니다.

스캐너는 다음 규칙에 따라 바코드를 저장하는 대상 파일을 결정합니다 :

• 사용자에 의해 파일이 선택되면 선택된 파일에 저장 됩니다.

• 파일이 없는 경우, 스캐너 전원을 키거나 재시작 하면 “TARGET.txt”라는 문서파일을 만듭니

다. 이 경우 “TARGET.txt”파일에 데이터들이 저장 됩니다.

• 대상파일로 선택 된 파일에 √표시 됩니다.

1.    파일생성

파일을 만들 때 파일 이름은 가상 키보드를 사용하여 입력 할 수 있습니다. 

[네비게이션 키]를 사용하여 커서를 움직이고 스캔/선택 키로 문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측 소프트 키로 선택한 문자를 삭제할 수 있고 좌측 소프트 키로 완료할 수 있습니다.

3. USB Virtual COM

• 이 모드가 활성화 된 후 스캐너가 USB로 PC에 연결되면 USB Virtual COM으로 인식되고 RS-

232(시리얼 통신) 유선 스캐너로 동작 됩니다.

확인       선택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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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파일목록

루트 디렉토리에 있는 모든 파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대상 파일로 설정된 파일은 √ 표시되어 있습니다.

                                         Options - 옵션메뉴 

                                         1. 파일 비우기 - 파일 안의 내용 비우기

                                         2. 파일 삭제 - 파일 자체를 삭제하기

• 메모리가 거의 꽉 찬 경우, 파일비우기/파일삭제 메뉴로 공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목적파일은 삭제되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해 보호 되어있습니다. 이 경우 삭제를 원하는 

파일은 선택을 해제 후 삭제 해야 합니다.

3.     전체삭제

• 전체삭제의 기능은 메모리를 빠르게 비울 수 있는 방법입니다.

• 최초 사용시 전체삭제를 실행 후 사용해주세요.

참고:

1. 사용자는 PC로 스캐너에 있는 파일들을 열기/편집/저장/이름변경/삭제 할 수 

있습니다. 

2. 유효한 파일명은 확장자가 없고 “A”~”Z”, 숫자 0 ~ 1, 특수문자! # $ % & ‘ ( ) - 

@ ^ _ ` { } ~ 로 이루어지고 8글자를 넘지 말아야 합니다.

3. 파일 이름이 8 글자 이상이면 이름의 일부분 만 표시됩니다. 

예를 들면 “TextFile1Mine.txt”는 “TEXTFI ~ 1.TXT”등으로 표시됩니다.

4. 소문자는 지원되지 않으며 이름에 소문자가 있을 경우 대문자로 표시됩니다. 

예를 들어 “ABCabc.txt”는 “ABCABC.TXT”로 표시됩니다.

주의:

비우기/삭제 작업은 실행 취소 할 수 없습니다. 

작업 전 데이터를 백업 하세요.

주의:

1. 전체삭제 시 모든 데이터가 삭제됩니다. 

2. 전체삭제 작업은 실행 취소 할 수 없습니다. 

작업 전 데이터를 백업 하세요.

5. 일괄전송 모드

• 일괄전송모드가 활성화 되면 바코드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저장된 바코드 데이터는 블루투

스/USB를 통해 호스트로 전송 가능 합니다. 세가지 옵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데이터 전송 – 데이터 전송은 메뉴선택으로 작동됩니다. 이 작업을 착수하기 전에 통신

(Bluetooth/USB)이 가능한 상태인지 확인 하십시오.

2. 전송방식 설정 - 블루투스, USB HID 키보드, USB Virtual COM 세가지의 통신 방법이 있습

니다.

*블루투스는 시스템 설정 메뉴에 블루투스에서 우선 연결해야 합니다.  

3. 데이터 통계  - 활성화/비활성화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활성화 되어있을 때 바코드의 수는 

바코드의 끝에 추가 됩니다. 

예)

여덟 번째 바코드 “123456789”의 예입니다.

4. 전송 후 삭제 - 이 옵션을 활성화 하면 데이터 전송 후 저장된 데이터를 삭제합니다.

123456789, 8

파일목록

옵션       선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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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스템 설정

1. 블루투스

• 스캐너는 내장형 블루투스 모듈이 있거나, 외부 블루투스 USB 어댑터와 연결되어 PC /   

노트북 / PDA / 다른 기기로 데이터를 전송하도록 구성 될 수있습니다. 

옵션

1. HID 키보드 – 블루투스를 통해 PC에 연결하고 키보드처럼 동작합니다. 

(PC – Master / 스캐너 – Slave)

2. SPP slave – 블루투스를 통해 PC에 연결하고 직렬연결처럼 동작합니다.

(PC – Master / 스캐너 – Slave)

3. SPP master - 블루투스를 통해 PC에 연결하고 직렬연결처럼 동작합니다.

(PC – Slave / 스캐너 – Master)

4. BA2110 - BA2110 동글을 이용해 블루투스 설정

참고:

1. SPP마스터 모드는 SPP슬레이브와 연결 방법이 다르지만 기능면에서는 

같습니다.

2. 블루투스 지원 스마트 폰과 PDA 는 일반적으로 스캐너의 호스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마트 폰이 아닌 보통의 휴대폰은 블루투스 기능이 있

어도HID나 SPP 프로파일이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스캐너의 호스트가 될 

수 없습니다. 

1-1. HID 키보드 (블루투스 HID 키보드 통신 구성)

설정방법

1. 컴튜터에 블루투스 USB어뎁터를 연결하세요.

2. 윈도우의 오른쪽 하단 모서리에있는 블루투스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세요.  

다른 방법으로는 “제어판->블루투스 장치”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3. 추가(Add) 버튼을 클릭하세요.

4. Next(다음) 버튼을 클릭 하세요.         

참고:

블루투스 모듈(파란색 LED 점등)이 켜져있고 시스템 설정->블루투스->HID 키

보드 이와 같이 설정이 되어 있는지 확인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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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마법사가 장치를 검색하는 것은 몇 초 정도 걸립니다. 스캐너는 장치 이름과 같은 일련      

       번호로 검색됩니다. 스캐너가 목록에 보이면 선택 후 Next 버튼을 누릅니다. 목록에 없을 

       경우Search Again(재탐색) 버튼을 누릅니다.

6.     Finish(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7.      아래 그림과 같이 스캐너가 나열됩니다.

8.     데이터 전송을 확인하기 위해 메모장 같은 응용프로그램을 실행하고 바코드를 스캔 합

         니다.

1-2. BT SPP Slave (블루투스 SPP 슬레이브 통신 구성)

설정방법

1-5단계: HID keyboard의 단계 1~5와 같습니다.

참고:

블루투스 모듈(파란색 LED 점등)이 켜져있고 시스템 설정->블루투스->SPP 

Slave 와 같이 설정이 되어 있는지 확인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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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Finish(마침) 버튼을 클릭합니다.

7.     아래 그림과 같이 스캐너가 나열됩니다.

8.      데이터 전송을 확인하기 위해 시리얼 통신이 가능한 하이퍼 터미널 같은 응용프로그램

          을 실행하고 바코드를 스캔 합니다.

1-3. BA2110 (BA2110 통신 구성)

• BA2110은 두 가지 방법으로 블루투스 통신이 가능합니다. 

설정방법1 - 바코드를 스캔하여 연결.

1. BA2110뒷면에 아래 그림과 같이 바코드가 있습니다. 바코드를 스캔합니다. 

2. 스캔이 성공하면 두번 울립니다. 

3. BA2110을 연결시간 안에 PC에 연결 하고 5초 정도 기다립니다. 

4. 스캐너는 성공적으로 연결이 되면 길게 2번 울리고 실패하면 짧게 3번 울립니다.

참고:

1. BA2110는 승인되지 않은 통신이 허용되지 않는 반면 안정적입니다.

2. 블루투스 모듈이 켜져 있는지 확인하세요.(파란LED점등) 

3. BA2110기본 설정은 ”USB HID keyboard”입니다. “USB virtual COM”로 설정 

변경 가능합니다.

참고: 

BA2110 의 기본 대기 시간은 10 초로 설정됩

니다. 

BA2110 뒷면에 있는 바코드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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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BA2110 옵션메뉴

• 아래와 같이 두 가지 메뉴가 있습니다.

•  Step2. [네비게이션 키]로 커서를 움직이고 [스캔/선택 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USB 키보드

• 옵션메뉴

1. 키보드 종류: BA2110는 다른 국가의 키보드형식을 지원합니다.

2. COM포트 스피드: 기본적으로 빠른 통신 속도로 설정 되어 있습니다. 통신 중 일부 

문자가 누락 되는 경우 통신 속도를 중간 속도 또는 느린 속도로 설정할 필요가 있

습니다.

3. 숫자 키 

3-1. 알파벳 키- 스캔 결과를 알파벳으로 표시합니다.

3-2. 숫자 키패드- 스캔 결과를 숫자 키패드 내용으로 표시합니다. 

                         ( ‘0’, ‘1’, ‘2’, ‘3’, ‘4’, ‘5’, ‘6’, ‘7’, ‘8’, ‘9’, ‘.’, ‘+’, ‘-‘, ‘/’, ‘*’ 만 가능). 

3-3. Alt+키패드- 스캔 결과를 Alt 와 숫자 키패드를 같이 눌렀을 때 나오는 내용으

로 표시합니다. 반드시 Num Lock 키가 켜져 있어야 하며, 이 세팅은 다른 언어 모드

로 설정되어 있을 때 적용됩니다. 

2. USB Virtual COM

BA2110 을USB Virtual COM(가상 시리얼 통신) 으로 설정합니다

설정방법2 - LCD화면 메뉴를 선택하여 연결

1.       아래와 같은 화면에서 [좌측 소프트 키]를 눌러 검색 합니다.

                  

2.      아래와 같은 검색 화면이 나옵니다.

3.     약 20초 후에  후에  BA2110 목록이 보여집니다.   

       연결할 장치를 [네비게이션 키]로 선택 후 [스캔/선택 키]를 눌러 연결합니다.

4.     약 3초후 연결이 성공하면 길게 2번 울립니다.

       만약 접속을 끊으시려면 [스캔/선택 키]를 눌러 접속을 끊을 수 할 수 있습니다.        

참고: 

BA2110구성하기 전에 무선연결 중인지 확인하세요.

2.  USB 키보드

1. SMS-1339 는 다른 국가의 키보드형식을 지원합니다.

연결정보가 없습니다.

검색          연결         뒤로

검색중......

검색         연결         뒤로

연결중...

취소

옵션       연결끊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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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언어 선택

스캐너의 메뉴 언어는 현재 영어만 지원됩니다.

4. 버튼음 설정

스캐너의 메뉴 언어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1. 음량 설정 – 울림 소리의 크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2. 버튼음 설정 – 키눌림 소리의 크기를 활성화/비활성화 설정할 수 있습니다.

5. 진동 설정

바코드를 스캔 했을 때 진동을 활성/비활성화 할 수 있습니다.

6. LCD 꺼짐설정

• LCD조명 꺼짐 시간을 설정 할 수 있습니다.

• 10초/30초/60초 또는 항상켜짐으로 설정 할 수 있습니다.

7. 절전모드 시간 설정

• 슬립 모드 진입 시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1분/5분/10분 또는 항상켜짐으로 설정 할 수 있습니다.

9. 설정 초기화

• 모든 스캐너의 설정들이 초기화 됩니다.

• BA2110의 모든 값이 초기화 됩니다.

• 주의 : BA2110값을 초기화 하려면 스캐너와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시간&날짜 설정

• 시간과 날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10. 시스템 암호

사용자 응용프로그램을 적용한 후 기본 시스템으로 전환 할 때 사용되는 암호 입니다. 

사용자 응용프로그램을 적용 하기 전에 설정 하십시오. 

* 참고:기본 시스템 암호는 “1234”입니다.

암호 설정법:

1. [우측 소프트 키]를 눌러 입력을 선택합니다.

2. [네비게이션 키]와 [스캔/선택 키]로 숫자를 선택하고 [좌측 소프트키]로 확인 을 눌러 비

밀번호를 입력합니다.

3. [좌측 소프트키]로 확인 을 한 번 더 누르고 새로운 비밀번호를 [우측 소프트 키]를 눌러 

입력을 선택해서 같은 방법으로 두 번 입력합니다.

4. [좌측 소프트키]로 확인 을 눌러 비밀번호를 설정을 완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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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블루투스

• 블루투스 모듈의 이름과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수정메뉴에서 블루투스 이름을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4. 시스템 정보

1. 메모리 보기

• 메모리의 사용량과 잔여량을 보여 줍니다.( 일괄 전송 모드)

참고: [좌측 소프트 키]를 눌러 메모리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주의:   삭제작업은 실행 취소 할 수 없습니다. 

             삭제작업을 하면 모든 데이터가 삭제됩니다.

작업 전 데이터를 백업 하세요.

3. 펌웨어 확인

• 스캐너, 스캐너 엔진, 블루투스 모듈등의 펌웨어 버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어플리케이션

1. 자동 실행

• 어플리케이션 모드 자동실행을 활성화/비활성화 합니다.

2. 실행

• 일반모드에서 어플리케이션 모드를 수동실행합니다.

참고: 

사용자 맞춤형 응용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게 SDK를 지원 합니다.

참고: 

일반 모드 실행

어플리케이션 메인화면에서 리턴키를 눌러 어플리케이션 종료 메시지를 확인하면 

일반 모드로 실행됩니다. 자동실행을 활성화한 경우 시스템 암호를 입력해야 합니

다.(초기설정 된 암호는 “1234” 입니다.)

*어플리케이션 모드 사용방법은 (주)싱크라운 홈페이지 www.syncrown.com 의 Sup-

port>Download 메뉴에서 ‘어플리케이션 메뉴얼’을 참고하세요.

총량

사용

잔여

삭제                     뒤로

변경                     뒤로

SMS-1339는 주요 기능들을 더욱 편리하게 사용할수 있는 어플리

케이션 모드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싱크라운 어플리케이션 모드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따로 설정이 필요하며, 스캐너를 켤 

때 어플리케이션 모드가 항상 실행되는 자동실행과 필요 시 마다 실행하는 수동실행이 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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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운로드

• 사용자 응용프로그램을  SDK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방법

1. 스캐너를 켜고 어플리케이션->다운로드 메뉴를 선택하세요.

2. 스캐너와 PC가 USB케이블로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3.      SDK에서          버튼을 눌러 BIN파일이나 ENP파일을 다운로드 하세요.

4.      다운로드가 성공하면 스캐너가 짧게 2번 울립니다.

4. 설치 키

• 스캐너는 암호화된BIN파일(ENP파일)을 해독하는 데 필요한 사용자 응용 프로그램 소프트웨

어 설치 키의 설정을 제공합니다. 

• SDK 메뉴에서 설치키 다운로드 메뉴를 누르세요. (Download-> Download Installation Key).

5. 인증코드

• 스캐너는 사용자 응용프로그램의 인증 코드를 설정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응용프로그램 

API를 통해 인증 됩니다. 사용자 응용 프로그램 인증의 예는 모바일 스캐너 소프트웨어 개발 

키트 사용자 설명서에 나와 있습니다. 

• SDK 메뉴에서 설치키 다운로드 메뉴를 누르세요. (다운로드-> 인증코드 다운로드).

참고: 

스캐너에 암호화된 설치파일은 다운로드 하시기 전에 설치키를 먼저 다운로드 하시

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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