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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뉴얼 안내
이 매뉴얼은 빅솔론 mPrint ServerApp과 함께 빅솔론이 제공하는 POS프린터,
모바일프린터, 라벨프린터 제품군을 사용하기 위한 웹 어플리케이션 제작에 필요한
정보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mPrint Server App를 사용하실 분들은 사용 전에 이 설명서에 있는 내용을 주의 깊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Ver.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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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Print Server API 개요
2-1 특징
• Web Application에서 ㈜빅솔론의 프린터를 제어하는 것을 용이하게 합니다.

2-2 용어
• JSON: JavaScript Object Notation의 약자로, 간단한 형태의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한
데이터 포맷

2-3 지원 O/S
2-3-1 Windows
Microsoft Windows XP (32bit/64bit)
Microsoft Windows VISTA (32bit/64bit)
Microsoft Windows 7 (32bit/64bit)
Microsoft Windows 8 (32bit/64bit)
Microsoft Windows 10 (32bit/64bit)
2-3-2 iOS
iOS v10.0 이후 버전

2-4 지원 Interface
2-4-1 Windows
USB, Serial, Parallel, Bluetooth, Wi-Fi, Ethernet
2-4-2 iOS
Bluetooth, Wi-Fi, Ethernet

참고

Ver.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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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지원 Web Browser
2-5-1 Windows
jQuery 및 XmlHttpRequest Object 사용이 가능한 웹 브라우저
권장 브라우저
- Chrome
- Edge
- Internet Explorer 11
2-5-2 iOS
mPrint Server의 브라우저

Ver.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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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지원 프린터 모델
2-6-1 POS 프린터
SRP-S300,
SRP-Q300 / SRP-Q302
SRP-380 / SRP-382 / SRP-383
SRP-F310II / SRP-F312II / SRP-F313II
SRP-350plusIII / SRP-352plusIII
SRP-275III
2-6-2 Label 프린터
SLP-TX400 / SLP-TX403,
SLP-TX420 / SLP-TX423,
SLP-TX220 / SLP-TX223
SLP-DX420 / SLP-DX423,
SLP-DX220 / SLP-DX223,
SLP-DL410 / SLP-DL413
XT5-40 / XT5-43 / XT5-46
XL5-40 / XL5-43
XD5-40d / XD5-43d
2-6-3 Mobile Receipt 프린터
SPP-R200III
SPP-R310
SPP-R410
2-6-4 Mobile Label 프린터
SPP-L3000

2-6-5 B-gate
BGT-100P / BGT-102P
SRP-Q300H / SRP-Q302H
SRP-S300H
SRP-F310IIH / SRP-F312IIH

Ver.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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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지원 기능
2-7-1 수신 포트 설정
기본 값은 18080입니다.
수신 포트는 변경 가능하며, 수신 포트 변경 시 Web Browser에서 mPrint Server에
출력을 요청하는 TCP 포트도 변경해야 합니다.

주의

- 수신 포트가 기존에 사용하는 다른 App과 중복되는 경우수신
포트를 변경해야 합니다.
- 수신 포트가 중복되는 경우 mPrint ServerApp이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수신 포트를 변경하고 mPrint Server를 재시작 하지 않은 경우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7-2 중복 요청 처리 기능
이 기능을 사용하는 경우 Web Browser에서 발생하는 중복인쇄 요청을 무시합니다.
기본설정으로 중복 요청 처리 기능이 비활성화 되어있습니다.

Ver.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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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ommon Reference
3-1 Overview
• bxlcommon.js 파일은 출력 요청과 출력 결과 확인 기능을 제공합니다.
Web Browser에서 mPrint Server App과의 통신은 XmlHttpRequest 객체를 이용합니다.
출력 요청은 requestPrint 함수, 출력 결과 확인은 checkResult 함수에 구현되어 있습니다.

참고

Windows 버전은 mPrint Server 설치 폴더에, Sample을 자동설치합니
다.

참고

JSON 데이터는 UTF-8 인코딩을 사용합니다. UTF-8 인코딩이 아닌
경우 인쇄물 출력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샘플 구성
- Sample_PosPrinter.html: 영수증 프린터 샘플
- Sample_LabelPrinter.html: 라벨 프린터 샘플
- Sample_MSR.html: MSR 샘플
- js/bxlcommom.js: 인쇄 요청 및 인쇄결과 확인 요청
- js/bxlpos.js: JSON 데이터 생성 API
- js/bxllabel.js: JSON 데이터 생성 API

3-2 Request URL
Requirements

Method

URL

인쇄 요청

POST

/<PrinterName>

인쇄 결과 요청

POST

/<PrinterName>/checkStatus

MSR Read 요청

POST

/<PrinterName>/requestMSRData

Ver.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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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bxlcommon.js
- mPrint Server App 요청 URL
참고

: http://127.0.0.1:18080/mPrintServer/
- js에는 var serverURL로 선언되어 있습니다.
- URL은 대소문자를 구분합니다.

3-3-1 인쇄요청
mPrint Server는 XmlHttpRequestObject 생성하여 인쇄 요청을 합니다.
인쇄 요청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XmlHttpRequest 객체를 생성합니다.
//------------------------- XmlHttpRequest 객체 생성 코드 -------------------------------var httpRequest;
if (window.XMLHttpRequest) {
httpRequest = new XMLHttpRequest();
}
2) mPrint Server의 인쇄 요청 URL로 인쇄 요청
예제 코드는 requestPrinter() 참고

Ver.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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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인쇄결과 요청
mPrint Server는 XmlHttpRequestObject 생성하여 인쇄결과를 요청 합니다.
인쇄결과 요청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XmlHttpRequest 객체를 생성합니다.
2) 인쇄 결과 확인 요청 JSON Data 만들기
function makeResultInquiryData(requestId, responseId, timeout) {
return "{\"RequestID\":"+requestId+",” +
”\"ResponseID\":\""+responseId+"\",”+
”\"Timeout\":"+timeout+"}";
}
mPrint Server의 인쇄결과 URL로 요청
Timetout 값은 초 단위입니다.
예제 코드는 checkResult() 참고

Ver.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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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MSR 데이터 요청
mPrint Server는 XmlHttpRequestObject 생성하여 MSR Data를 요청 합니다.
요청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XmlHttpRequest 객체를 생성합니다.
2) MSR Data 요청 JSON Data 만들기
var inquiryData = "{\"Timeout\":"+timeout+"}";
요청 시 timeout은 카드 리딩 대기 시간(단위:초)을 의미합니다.

참고

해당 기능은 msr이 장착된 모바일 프린터만 사용 가능합니다

예제 코드는 requestMSRData() 참고

Ver.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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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POSPrinter Reference
4-1 Overview
• bxlpos.js 파일은 POS 프린터/모바일 영수증 프린터 장치에 대한 기본적인 기능을
제공합니다. bxlpos.js를 통해 생성되는 JSON 데이터의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
“id”:1, //setId function
“functions”:{
//printing function
“func1”:{“function name”:[func1 parameters]},
“func2”:{“function name”:[func2 parameters]},
….
“funcN”:{“function name”:[funcN parameters]}
}
}

4-2 bxlpos.js
4-2-1 getPosData
생성된 json data를 가져옵니다.
[Syntax]
function getPosData()
[Return Value]
json data
4-2-2 setPosId
중복 요청 처리 기능을 사용시 반드시 이 함수를 사용해야 합니다.
중복 요청 처리 기능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이 함수를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Syntax]
function setPosId(requestId)
[Parameters]
requestId: 인쇄 요청하는 Id 값(사용자가 지정)

Ver. 1.02

- 14 -

mPrint Server API Reference Guide
4-2-3 checkPrinterStatus
프린터의 상태를 체크합니다. 프린터가 에러 상태인 경우 이후에 호출한 함수는 처리되지
않습니다.
[Syntax]
function checkPrinterStatus()
4-2-4 directPrintText
텍스트 문자열을 그대로 프린터로 전송합니다.
[Syntax]
function directPrintText(text)
[Parameters]
text: 출력 할 문자열
4-2-5 directPrintHex
16진수 형식의 문자열을 hex값으로 변환하여 프린터로 전송합니다.
[Syntax]
function directPrintHex(hexstring)
[Parameters]
hexstring: 16진수 형식의 출력 할 문자열
4-2-6 cutPaper
용지를 커팅합니다.
[Syntax]
function cutPaper()

Ver.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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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 setInternationalCharset
프린터의 International CharacterSet을 설정합니다.
[Syntax]
function setInternationalCharset(ics)
[Parameters]
ics: International Character Set값
값

설명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Ver. 1.02

U.S.A
France
Germany
U.K
Denmark I
Sweden
Italy
Spain I
Japan
Norway
Denmark II
Spain II
Latin America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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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 setCharacterset
프린터 코드페이지를 설정합니다. 문자열 출력 시 프린터 코드페이지와 동일한 값으로
Encoding 됩니다.
[Syntax]
function setCharacterset(charset)
[Parameters]
charset: codepage 값
값
437
1
850
860
863
865
1252
866
852
858
862
864
1253
1254
1257
27
1251
737
775
32
1255
34
35
855
857
928
39
1256
1258
42
1250
48
49
50

Ver. 1.02

설명
영어 (PC437)
Katakana
서유럽 (PC850)
포르투갈어 (PC860)
캐나다-프랑스어 (PC863)
노르웨이어 (PC865)
라틴어1 (WPC1252)
키릴어 (PC866)
라틴어2 (PC852)
서유럽 (PC858)
히브리어 (PC862)
아랍어 (Arabic)
그리스어 (WPC1253)
터키어 (WPC1254)
발틱어 (WPC1257)
페르시아어 (Farsi)
키릴어 (WPC1251)
그리스어 (PC737)
발틱어 (PC775)
히브리어 (Hebrew Old code)
히브리어 (WPC1255)
태국어 (Thai 11)
태국어 (Thai 18)
키릴어 (PC855)
터키어 (PC857)
그리스어 (PC928)
태국어 (Thai 16)
아랍어 (Arabic)
베트남어 (PC1258)
캄보디아어 (Khmer)
체코어 (Czech)
베트남어 (TCVN-3)
베트남어 (TCVN-3 Capital )
베트남어 (VISC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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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 printText
문자열을 출력합니다.
[Syntax]
function printText(text, horizontal, vertical, bold, invert, underline, fonttype, alignment)
[Parameters]
1) text: 출력 할 문자열
2) horizontal: 문자의 가로 배율(0: 기본 배율, …, 7: 8배)
3) vertical: 문자의 세로 배율(0: 기본 배율, …, 7: 8배)
4) bold: 굵게(미 설정: 0 or false, 설정: 1 or true)
5) invert: 역상(미 설정: 0 or false, 설정: 1 or true)
6) underline: 밑줄(미 설정: 0 or false, 설정: 1 or true)
7) fonttype: font 선택
값
0
1
2

Font A
Font B
Font C

8) alignment: 정렬
값

설명
좌측 정렬
중앙 정렬
우측 정렬

0
1
2

Ver.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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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0 print1DBarcode
1차원 바코드를 출력합니다.
[Syntax]
function print1DBarcode(data, symbol, barWidth, height, hriPosition, alignment)
[Parameters]
1) data: 바코드 데이터
2) symbol: 바코드 타입
값

설명

0
1
2
3
4
5
6
7
8

UPC A
UPC E
JAN8/EAN8
JAN13/EAN13
CODE39
ITF
CODABAR
CODE93
CODE128

3) barWidth: 바코드 바 너비 (2~6)
4) height: 바코드 높이 (1 ~255)
5) hriPosition: HRI 문자 위치
값

설명
인쇄 없음
바코드 위
바코드 아래

0
1
2

6) alignment: 정렬
값

설명
좌측 정렬
중앙 정렬
우측 정렬

0
1
2

Ver.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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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1 printPDF417
PDF417 바코드를 출력합니다.
[Syntax]
function printPDF417(data, symbol, alignment, columnNumber, rowNumber, moduleWidth,
moduleHeight, eccLevel)
[Parameters]
1) data: 바코드 데이터
2) symbol PDF417 바코드 타입
값

설명

0
1

PDF417
PDF417 Simplified

3) alignment: 정렬
값

설명
좌측 정렬
중앙 정렬
우측 정렬

0
1
2

4)
5)
6)
7)
8)

columnNumber 행(Columns) 개수 (0 ~ 30)
rowNumber 열(Row) 개수 (3 ~ 90)
moduleWidth 모듈 너비 (1 ~ 4)
moduleHeight 모듈 높이 (2 ~ 8)
eccLevel: 에러 보정율 (0 ~ 8)

Ver.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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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2 printQRCode
QR Code를 출력합니다.
[Syntax]
function printQRCode(data, model, alignment, moduleSize, eccLevel)
[Parameters]
1) data: 바코드 데이터
2) model: QR CODE 타입
값

설명

0
1

Model 1
Model 2

3) alignment: 정렬
값

설명
좌측 정렬
중앙 정렬
우측 정렬

0
1
2

4) moduleSize: 모듈 크기 (1 ~ 7)
5) eccLevel: 에러 보정율 (0 ~ 3)
값

설명

0
1
2
3

Ver. 1.02

Level L 7%
Level M 15%
Level Q 25%
Level H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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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3 printGS1Databar
GS1Databar를 출력합니다.
[Syntax]
function printGS1Databar(data, symbol, alignment, moduleSize)
[Parameters]
1) data: 바코드 데이터
2) symbol: 바코드 타입
값

설명

0
1

GS1 DataBar
GS1 DataBar Omnidirectional

3) alignment: 정렬
값

설명
좌측 정렬
중앙 정렬
우측 정렬

0
1
2

4) moduleSize: 모듈 크기 (1 ~ 8)

Ver.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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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4 printDataMatrix
DataMatrix 바코드를 출력합니다.
[Syntax]
function printDataMatrix(data, alignment, moduleSize)
[Parameters]
1) data: 바코드 데이터
2) alignment: 정렬
값

설명
좌측 정렬
중앙 정렬
우측 정렬

0
1
2

3) moduleSize: 모듈 크기 (2 ~ 3)

Ver.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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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5 printCompositeBarcode
Composite 바코드를 출력합니다.
[Syntax]
function printCompositeBarcode (data, cData, symbol, cSymbol, alignment, moduleSize)
[Parameters]
1) data: 첫 번째 바코드 데이터
2) cData: 두 번째 바코드 데이터
3) symbol: data 매개변수의 바코드 타입
값

설명

0
1
2
3
4
5
6
7
8
9
10

EAN8
EAN13
UPC-A
UPC-E
GS1 DataBar Omnidirectional
GS1 DataBar Turncated
GS1 DataBar Stacked
GS1 DataBar Stacked Omnidirectional
GS1 DataBar Limited
GS1 DataBar Expanded
GS1-128

4) cSymbol: cData의 바코드 타입
값

설명
자동
CC-C로 고정 (GS1-128 만)

0
1

5) alignment: 정렬
값

설명
좌측 정렬
중앙 정렬
우측 정렬

0
1
2

6) moduleSize: 모듈 크기 (1 ~ 8)

Ver.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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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6 printBitmap
이미지 데이터를 인쇄합니다. 이미지 데이터는 base64로 인코딩 해야 합니다.
[Syntax]
function printBitmap(imagedata, width, alignment, dither)
[Parameters]
1) imagedata: 이미지 데이터(base64 encoding)
2) width: 이미지 너비
3) alignment: 정렬
값

좌측 정렬
중앙 정렬
우측 정렬

0
1
2

4) dither: 디더링 여부(미 설정: 0 or false, 설정: 1 or true)

Ver. 1.02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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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7 printBitmapFile
이미지 파일을 인쇄합니다.
[Syntax]
function printBitmapFile(filepath, width, alignment, dither)
[Parameters]
1) filepath: 이미지 파일 경로
참고

Windows : 전체 경로
iOS : 파일 명,( Document 경로의 파일 명)

2) width: 이미지 너비
3) alignment: 정렬
값

설명
좌측 정렬
중앙 정렬
우측 정렬

0
1
2

4) dither: 디더링 여부(미 설정: 0 or false, 설정: 1 or true)

참고

Ver. 1.02

이미지의 너비가 영수증의 너비보다 큰 경우 이미지가 출력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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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8 printPDFFile
PDF 파일을 인쇄합니다.
[Syntax]
function printPDFFile(filepath, pageNumber, width, alignment, dither)
[Parameters]
1) filepath: PDF 파일 경로
참고

Windows : 미지원
iOS : 파일 명( Document 경로의 파일 명)

2) pageNumber: 인쇄 페이지
1페이지는 0 기준,
페이지 넘버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인쇄하지 않음
참고
전체 인쇄 시 -1
3) width: 이미지 너비
4) alignment: 정렬
값
설명
좌측 정렬
중앙 정렬
우측 정렬

0
1
2

5) dither: 디더링 여부(미 설정: 0 or false, 설정: 1 or true)

참고

Ver. 1.02

이미지의 너비가 영수증의 너비보다 큰 경우 이미지가 출력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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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9 pagemodeBegin
페이지 모드를 시작합니다.
[Syntax]
function pagemodeBegin()
4-2-20 pagemodePrintArea
페이지 모드에서 인쇄 영역을 정합니다.
[Syntax]
function pagemodePrintArea(width, height)
[Parameters]
1) width: 인쇄 영역의 너비
2) height: 인쇄 영역의 높이
4-2-21 pagemodePrintPosition
페이지 모드에서 인쇄 좌표를 정합니다.
[Syntax]
function pagemodePrintPosition(x,y)
[Parameters]
1) x: x축의 좌표
2) y: y축의 좌표
4-2-22 pagemodePrintDirection
페이지 모드에서 인쇄 방향을 정합니다.

1
2
4

Ver. 1.02

설명
회전 안 함
90도 회전
180도 회전
270도 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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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TATE_270

[Parameters]
direction: 인쇄 방향
값
0

ROTATE_0

ROTATE_90

[Syntax]
function pagemodePrintDirection(direction)

용지 출력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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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3 pagemodeEnd
페이지 모드 내의 데이터를 인쇄하고 페이지 모드를 끝냅니다.
[Syntax]
function pagemodeEnd()
4-2-24 openDrawer
Cash Drawer(돈통)를 오픈 합니다.
[Syntax]
function openDrawer(pinNumber)
[Parameters]
pinNumber: Cash Drawer의 pin 번호(2 또는 5)
- 2번 핀: 0 또는 2
- 5번 핀: 1 또는 5

Ver.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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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Samples
* sample code (3인치 용지 기준으로 작성된 샘플입니다.)
{
setPosId(1);
checkPrinterStatus();
printBitmapFile("C:\\BIXOLON mPrint Server\\logo.bmp",300,1,0);
printText("\n\nMiraeAsset
Venture
Tower
685,\nSampyeong-dong,
Bundanggu,\nSeongnam-si, Gyeonggi-do,\n463-400, Korea\n\n\n", 0, 0, false, false, false, 0, 1);
printText("------------------------------------------\n", 0, 0, false, false, false, 0, 0);
printText("Item name
Q'ty
price \n", 0, 0, false, false, false, 0, 0);
printText("Items 1
1
100.00\n", 0, 0, false, false, false, 0, 0);
printText("Items 2
1
200.00\n", 0, 0, false, false, false, 0, 0);
printText("Items 3
1
300.00\n", 0, 0, false, false, false, 0, 0);
printText("Items 4
1
400.00\n", 0, 0, false, false, false, 0, 0);
printText("Items 5
1
500.00\n", 0, 0, false, false, false, 0, 0);
printText("------------------------------------------\n", 0, 0, false, false, false, 0, 0);
printText("
Sub-Total 895.0\n", 0, 1, true, false, false, 0, 0);
printText("
Discount
5.0\n", 0, 1, true, false, false, 0, 0);
printText("
----------------\n", 0, 0, false, false, false, 0, 0);
printText("
Tax Total 200.0\n", 0, 1, true, false, false, 0, 0);
printText("
----------------\n", 0, 0, false, false, false, 0, 0);
printText("
Total 1,000.0\n", 0, 1, true, false, false, 0, 0);
printText("------------------------------------------\n", 0, 0, false, false, false, 0, 0);
printText("Tel : 000 - 0000 - 0000\n", 0, 0, true, false, false, 0, 0);
printText("Homepage : www.bixolon.com\n\n\n\n\n\n\n", 0, 0, false, false, false, 0, 0);
printQRCode("www.bixolon.com",0,1,7,0);
print1DBarcode("01234567890",0,4,70,2,1);
printText("\n\n\n\n\n", 0, 0, false, false, false, 0, 0);
cutPaper();
var strSubmit = getPosData();
console.log(strSubmit);
requestPrint(p_name.value, strSubmit, viewResult);
return true;
}

Ver.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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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Label Printer Reference
5-1 Overview
• bxllabel.js 파일은 Label 프린터 장치에 대한 기본적인 기능을 제공합니다.
bxllabel.js를 통해 생성되는 JSON 데이터의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
“id”:1, //setId function
“functions”:{
//printing function
“func1”:{“function name”:[func1 parameters]},
“func2”:{“function name”:[func2 parameters]},
….
“funcN”:{“function name”:[funcN parameters]}
}
}

5-2 bxllabel.js
5-2-1 getLabelData
생성된 json data를 가져옵니다.
[Syntax]
function getLabelData()
[Return Value]
json data
5-2-2 setLabelId
중복 요청 처리 기능을 사용시 반드시 이 함수를 사용해야 합니다.
중복 요청 처리 기능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이 함수를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Syntax]
function setLabelId (requestId)
[Parameters]
requestId: 인쇄 요청하는 Id 값 (사용자가 지정)
5-2-3 checkLabelStatus
프린터의 상태를 체크합니다. 프린터가 에러 상태인 경우 이후에 호출한 함수는 처리되지
않습니다.
[Syntax]
function checkLabelStatus()

Ver.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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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 clearBuffer
프린터 버퍼를 초기화 합니다.
[Syntax]
function clearBuffer()
5-2-5 printBuffer
프린터 버퍼에 있는 데이터를 출력합니다.
[Syntax]
function printBuffer()
5-2-6 directDrawText
텍스트 문자열을 프린터로 전송합니다. 라벨 명령어를 직접 사용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문자열 내에 SLCS 명령어가 없는 경우 출력되지 않습니다.
[Syntax]
function directDrawText(text)
[Parameters]
text: 출력 할 문자열
5-2-7 directDrawHex
16진수 형식의 문자열을 hex값으로 변환하여 프린터로 전송합니다. 문자열 내에 SLCS
명령어가 없는 경우 출력되지 않습니다.
[Syntax]
function directDrawHex(hexstring)
[Parameters]
hexstring: 16진수 형식의 문자열

Ver.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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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8 setCharacterset
프린터의 코드페이지와 International CharacterSet을 설정합니다. 문자열 출력 요청 시
프린터 코드페이지와 동일한 값으로 Encoding 됩니다.
[Syntax]
function setCharacterset(ics, charset)
[Parameters]
1) ics: International Character Set값
값

설명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Ver. 1.02

U.S.A
France
Germany
U.K
Denmark I
Sweden
Italy
Spain I
Norway
Denmark II
Japan
Spain II
Latin America
Korea
Slovenia/Croatia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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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harset: codepage 값
값

설명
영어 (CP437)
라틴어1 (CP850)
라틴어2 (CP 852)
포르투갈어 (CP 860)
캐나다-프랑스어 (CP 863)
노르웨이어 (CP 865)
라틴어 I (WCP 1252)
유럽 조합형 (CP 865 + WCP 1252)
터키어 (CP 857)
그리스어 (CP 737)
라틴어2 (WCP 1250)
그리스어 (WCP 1253)
터키어 (WCP 1254)
키릴어 (CP 855)
히브리어 (CP 862)
키릴어 (CP 866)
키릴어 (WCP 1251)
히브리어 (WCP 1255)
그리스어 (CP 928)
아랍어 (CP 864)
발틱어 (CP 775)
발틱어 (WCP1257)
라틴어 1 + 유럽 (CP858)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Ver.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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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9 drawDeviceFont
프린터 버퍼에 Device Font를 이용하여 문자열을 입력합니다.
[Syntax]
function drawDeviceFont (text, x, y, fontType, widthEnlarge, heightEnlarge, rotation, invert,
bold, alignment)
[Parameters]
1) text: 문자열
2) x: x축 좌표
3) y: y축 좌표
4) fontType: 폰트 타입
값
‘0’
‘1’
‘2’
‘3’
‘4’
‘5’
‘6’
‘7’
‘8’
‘9’
‘a’
‘b’
‘c’
‘d’
‘e’
‘f’
‘m’
‘n’
‘j’

폰트 사이즈
6
8
10
12
15
20
30
14
18
24
KOREAN 1
KOREAN 2
KOREAN 3
KOREAN 4
KOREAN 5
KOREAN 6
GB2312
BIG5
Shift JIS

Width  Height(dots)
9  15
12  20
16  25
19  30
24  38
32  50
48  76
22  34
28  44
37  58
16  16 (ascii 915)
24  24 (ascii 1224)
20  20 (ascii 1220)
26  26 (ascii 1630)
20  26 (ascii 1630)
38  38 (ascii 2234)
24  24 (ascii 1224)
24  24 (ascii 1224)
24  24 (ascii 1224)

5) widthEnlarge: 수평 확대 (1~4)
6) heightEnlarge: 수직 확대 (1~4)
7) rotation: 회전
값
0
1
2
3

설명
회전 안 함
90도 회전
180도 회전
270도 회전

8) invert: 역상 사용 (미 설정: 0 or false, 설정: 1 or true)
9) bold: 굵은 글씨 사용 (미 설정: 0 or false, 설정: 1 or true)
10) alignment: 텍스트 정렬
값
0
1
2

Ver. 1.02

설명
왼쪽 정렬
오른쪽 정렬
문자열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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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0 drawVectorFont
프린터 버퍼에 Vector Font를 이용하여 문자열을 입력합니다.
[Syntax]
function drawVectorFont (text, x, y, fontType, fontWidth, fontHeight, bold, invert ,
italic ,rotation, alignment, rtol)
[Parameters]
1) text: 문자열
2) x: x축 좌표
3) y: y축 좌표
4) fontType: 폰트 타입
값
설명
‘U’
ASCII
‘K’
KS5601
‘B’
BIG5
‘G’
GB2312
‘J’
Shift-JIS
‘a’
OCR-A
‘b’
OCR-B
5) fontWidth: 폰트 너비(dots)
6) fontHeight: 폰트 높이(dots)
7) bold: 굵은 글씨 사용 (미 설정: 0 or false, 설정: 1 or true)
8) invert: 역상체 사용 (미 설정: 0 or false, 설정: 1 or true)
9) italic: 기울임체 사용 (미 설정: 0 or false, 설정: 1 or true)
10) rotation: 회전
값
설명
0
회전 안 함
1
90도 회전
2
180도 회전
3
270도 회전
11) alignment: 텍스트 정렬
값
설명
0
왼쪽 정렬
1
오른쪽 정렬
2
중앙 정렬
12) rtol: 문자열 인쇄 방향(true: right to left, false: left to right)

Ver.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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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1 drawTrueTypeFont
프린터 버퍼에 TrueType Font를 이용하여 문자열을 입력합니다.

참고

Windows 버전만 지원합니다.

[Syntax]
function drawTrueTypeFont (text, x, y, fontname, fontsize, rotation, italic, bold, underline,
compression)
[Parameters]
1) text: 문자열
2) x: x축 좌표
3) y: y축 좌표
4) fontname: 폰트 이름
5) fontsize: 글꼴 크기
6) rotation: 회전
값
설명
0
회전 안 함
1
90도 회전
2
180도 회전
3
270도 회전
7) italic: 기울임체 사용 (미 설정: 0 or false, 설정: 1 or true)
8) underline: 밑줄 사용 (미 설정: 0 or false, 설정: 1 or true)
9) bold: 굵은 글씨 사용 (미 설정: 0 or false, 설정: 1 or true)
10) compression: 이미지 압축 (미 설정: 0 or false, 설정: 1 or true)

Ver.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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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2 draw1DBarcode
프린터 버퍼에 1차원 바코드를 입력합니다.
[Syntax]
function draw1DBarcode (data, x, y, symbol, narrowbar, widebar, height, rotation, hri)
[Parameters]
1) data: 바코드 데이터
2) x: x축 좌표
3) y: y축 좌표
4) symbol: 바코드 타입
값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5)
6)
7)
8)

설명
Code39
Code128
Interleaved 2of5
Codabar
Code93
UPC-A
UPC-E
EAN13
EAN8
UCC/EAN128
Code11
Planet
Industrial 2of5
Standard 2of5
Logmars
UPC/EAN Extensions
Postnet

narrowbar: 좁은 바의 너비
widebar: 넓은 바의 너비
height: 바코드 높이
rotation: 회전
값
0
1
2
3

Ver. 1.02

설명
회전 안 함
90도 회전
180도 회전
270도 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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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hri: HRI 폰트 크기 및 위치
값
0
1
2
3
4
5
6
7
8

Ver. 1.02

설명
인쇄 없음
바코드 아래쪽(Font Size: 1)
바코드 위쪽(Font Size: 1)
바코드 아래쪽(Font Size: 2)
바코드 위쪽(Font Size: 2)
바코드 아래쪽(Font Size: 3)
바코드 위쪽(Font Size: 3)
바코드 아래쪽(Font Size: 4)
바코드 위쪽(Font Siz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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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3 drawMaxiCode
프린터 버퍼에 MaxiCode를 입력합니다.
[Syntax]
function drawMaxiCode(data, x, y, mode)
[Parameters]
1) data: 바코드 데이터
2) x: x축 좌표
3) y: y축 좌표
4) mode: 모드 선택 (0, 2, 3, 4)
값
0
2
3
4

Ver. 1.02

설명
Mode0
Mode2
Mode3
Mode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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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4 drawPDF417
프린터 버퍼에 PDF417 바코드를 입력합니다.
[Syntax]
function drawPDF417 (data, x, y, maxRowCount, maxColumnCount, eccLevel,
dataCompressionMethod, hri, barcodeOriginPoint, moduleWidth, barHeight, rotation)
[Parameters]
1) data: 바코드 데이터
2) x: x축 좌표
3) y: y축 좌표
4) maxRowCount: 최대 가로 count (3~90)
5) maxColumnCount: 최대 세로 count (1~30)
6) eccLevel: 에러 교정 레벨 값 (0 ~ 8)
7) dataCompressionMethod: 데이터 압축방법
값
0
1
2

설명
Text
Numeric
Binary

8) hri: 하단 HRI 인쇄 여부 (미 설정: 0 or false, 설정: 1 or true)
9) barcodeOriginPoint: 바코드 시작 지점
값
0
1

설명
바코드 가운데
바코드의 좌측상단

10) moduleWidth: 모듈 폭 (2~9)
11) barHeight: Bar 높이 범위 (4~99)
12) rotation: 회전
값
0
1
2
3

Ver. 1.02

설명
회전 안 함
90도 회전
180도 회전
270도 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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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5 drawQRCode
프린터 버퍼에 QRCode를 입력합니다.
각 모델에 대한 유효한 QRCode Size 값은 제품 SCLS 커맨드 매뉴얼을 참조하십시오.
[Syntax]
function drawQRCode (data, x, y, model, eccLevel, size, rotation )
[Parameters]
1) data: 바코드 데이터
2) x: x축 좌표
3) y: y축 좌표
4) model
값
0
1

설명
Model1
Model2

5) eccLevel: 에러 교정 레벨 값 (L,M,Q,H)
값
‘L’
‘M’
‘Q’
‘H’

설명
7%
15%
25%
30%

6) size: 바코드 크기(1~9)
7) rotation: 회전
값
0
1
2
3

Ver. 1.02

Rotation
회전 안 함
90도 회전
180도 회전
270도 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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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6 drawDataMatrix
프린터 버퍼에 DataMatrix 바코드를 입력합니다.
[Syntax]
function drawDataMatrix (data, x, y, size, rotation )
[Parameters]
1) data: 바코드 데이터
2) x: x축 좌표
3) y: y축 좌표
4) size: 바코드 크기(1~4)
5) rotation: 회전
값
0
1
2
3

Ver. 1.02

설명
회전 안 함
90도 회전
180도 회전
270도 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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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7 drawAztec
프린터 버퍼에 Aztec 바코드를 입력합니다.
[Syntax]
function drawAztec (data, x, y, size, extendedChannel, eccSymbol, menuSymbol,
numberOfSymbols, optionalID, rotation)
[Parameters]
1) data: 바코드 데이터
2) x: x축 좌표
3) y: y축 좌표
4) size: 바코드 크기(1~10)
5) extendedChannel: Extended channel interpretation code (미 설정: 0 or false, 설정: 1 or
true)
6) eccSymbol: 에러 교정 레벨
값
0
1 ~ 99
101~104
201~232
300

설명
기본 ECC 레벨
ECC 레벨 백분율 단위로 정의
압축 형식의 레이어 수
전체 범위 형식의 레이어 수
Aztec “Rune” 형식

7) menuSymbol: Menu Symbol 설정 (미 설정: 0 or false, 설정: 1 or true)
8) numberOfSymbols: Number of symbol 설정 (1~26)
9) optionalID: Optional ID field 설정 (1~24)
10) rotation: 회전
값
0
1
2
3

Ver. 1.02

설명
회전 안 함
90도 회전
180도 회전
270도 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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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8 drawCode49
프린터 버퍼에 Code49 바코드를 입력합니다.
[Syntax]
function drawCode49 (data, x, y, narrowbar, widebar, height, hri, starting, rotation)
[Parameters]
1) data: 바코드 데이터
2) x: x축 좌표
3) y: y축 좌표
4) narrowbar: 좁은 바
5) widebar: 넓은 바
6) height: 바코드 높이
7) hri: HRI위치(0~2)
값
0
1
2

설명
인쇄 없음
바코드 아래
바코드 위

값
0
1
2
3
4
5
7

설명
Regular Alphanumeric Mode
Multiple Read Alphanumeric
Regular Numeric Mode
Group Alphanumeric Mode
Regular Alphanumeric Shift 1
Regular Alphanumeric Shift 2
Automatic Mode

값
0
1
2
3

설명
회전 안 함
90도 회전
180도 회전
270도 회전

8) starting

9) rotation: 회전

Ver.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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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9 drawCODABLOCK
프린터 버퍼에 CODABLOCK 바코드를 입력합니다.
[Syntax]
function drawCODABLOCK (data, x, y, narrowbar, widebar, height, security, dataColumns,
mode, rowsEncode)
[Parameters]
1) data: 바코드 데이터
2) x: x축 좌표
3) y: y축 좌표
4) narrowbar: 좁은 바
5) widebar: 넓은 바
6) height: 바코드 높이
7) security: Security 설정 (미 설정: 0 or false, 설정: 1 or true)
8) dataColumns: (2~62)
9) mode
값
‘A’
‘E’
‘F’

설명
Code 39 바코드 캐릭터 셋을 사용합니다.
Code 128 바코드 캐릭터 셋을 사용합니다.
Code 128 바코드 캐릭터 셋을 사용합니다.
자동으로 Function 1을 추가합니다.(FNC1)

10) rowsEncode
값
1 ~ 18
2~4

Ver. 1.02

설명
mode ‘A’ 선택 시
mode ‘E’, ’F’ 선택 시

- 46 -

mPrint Server API Reference Guide
5-2-20 drawMicroPDF
프린터 버퍼에 MicroPDF 바코드를 입력합니다.
[Syntax]
function drawMicroPDF (data, x, y, moduleWidth, height, mode, rotation)
[Parameters]
1) data: 바코드 데이터
2) x: x축 좌표
3) y: y축 좌표
4) moduleWidth: 모듈 폭(2~8)
5) height: 바코드의 높이(1~99)
6) mode: 바코드 모드 (0~33)
7) rotation: 회전
값
0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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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회전 안 함
90도 회전
180도 회전
270도 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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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1 drawIMB
프린터 버퍼에 IMB 바코드를 입력합니다.
[Syntax]
function drawIMB (data, x, y, roration, hri)
[Parameters]
1) data: 바코드 데이터
2) x: x축 좌표
3) y: y축 좌표
4) rotation: 회전
값
0
1
2
3

설명
회전 안 함
90도 회전
180도 회전
270도 회전

5) hri: HRI 설정 (미 설정: 0 or false, 설정: 1 or true)

Ver.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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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2 drawMSIBarcode
프린터 버퍼에 MSI 바코드를 입력합니다.
[Syntax]
function drawMSIBarcode (data, x, y, narrowbar, widebar, height, checkdigit, checkdigitHri,
rotation, hri)
[Parameters]
1) data: 바코드 데이터
2) x: x축 좌표
3) y: y축 좌표
4) narrowbar: 좁은 바의 폭
5) widebar: 넓은 바의 폭
6) height: 바코드의 높이
7) checkdigit: Check digit 선택
값
0
1
2
3

설명
No check digits
1 Mod 10
2 Mod 10
1 Mod 11 and 1 Mod 10

8) checkdigitHri: HRI에 Check digit 인쇄 (미 설정: 0 or false, 설정: 1 or true)
9) rotation: 회전
값
0
1
2
3

설명
회전 안 함
90도 회전
180도 회전
270도 회전

값
0
1
2

설명
인쇄 없음
바코드 아래
바코드 위

10) hri

Ver.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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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3 drawPlesseyBarcode
프린터 버퍼에 Plessey 바코드를 입력합니다.
[Syntax]
function drawPlesseyBarcode (data, x, y, narrowbar, widebar, height, checkdigitHri, rotation,
hri)
[Parameters]
1) data: 바코드 데이터
2) x: x축 좌표
3) y: y축 좌표
4) narrowbar:좁은 바의 폭
5) widebar: 넓은 바의 폭
6) height: 바코드의 높이
7) checkdigitHri: HRI에 Check digit 인쇄 (미 설정: 0 or false, 설정: 1 or true)
8) rotation: 회전
값
0
1
2
3

설명
회전 안 함
90도 회전
180도 회전
270도 회전

값
0
1
2

설명
인쇄 없음
바코드 아래
바코드 위

9) hri

Ver.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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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4 drawTLC39Barcode
프린터 버퍼에 TLC39 바코드를 입력합니다.
[Syntax]
function drawTLC39Barcode (data, x, y, narrowbar, widebar, height, pdf417Height,
pdf417narrowbar, rotation)
[Parameters]
1) data: 바코드 데이터
2) x: x축 좌표
3) y: y축 좌표
4) narrowbar: 좁은 바의 폭
5) widebar: 넓은 바의 폭
6) height: 바코드의 높이
7) pdf417Height:PDF417 가로 높이 (1~255)
8) pdf417narrowbar: PDF417 좁은 바의 폭 (1~10)
9) rotation: 회전
값
0
1
2
3

Ver. 1.02

설명
회전 안 함
90도 회전
180도 회전
270도 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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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5 drawRSSBarcode
프린터 버퍼에 RSS 바코드를 입력합니다.
[Syntax]
function drawRSSBarcode (data, x, y, rssType, magnification, separatorHeight,
barcodeHeight, segmentWidth, rotation)
[Parameters]
1) data: 바코드 데이터
2) x: x축 좌표
3) y: y축 좌표
4) rssType: RSS 바코드 종류 (0~11)
값
설명
0
RSS14
1
RSS14 Truncated
2
RSS14 Stacked
3
RSS14 Stacked Omnidirectional
4
RSS Limited
5
RSS Expanded
6
UPC-A
7
UPC-E
8
EAN-13
9
EAN-8
10
UCC/EAN-128 and CC-A/B
11
UCC/EAN-128 and CC-C
5) magnification: 확대 (1~10)
6) separatorHeight: separator 높이 (1~2)
7) barcodeHeight: 바코드의 높이 (UCC/EAN, CC-A/B/C 바코드만 유효)
8) segmentWidth: segmentWidth (0~22 짝수만 사용 가능, Only RSS Exapaned 타입)
9) rotation: 회전
값
설명
0
회전 안 함
1
90도 회전
2
180도 회전
3
270도 회전

Ver.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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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6 drawBitmap
프린터 버퍼에 이미지 데이터를 입력합니다. 이미지 데이터는 base64 인코딩 되어
있어야 합니다. Web Application Server에 존재하는 이미지는 base64 인코딩을 하여
인쇄하면 됩니다.
[Syntax]
function drawBitmap(data, x, y, width, dither)
[Parameters]
1) data: base64로 인코딩한 이미지 데이터
2) x: x축 좌표
3) y: y축 좌표
4) width: 이미지 너비
5) dither: 디더링 사용 유무(미 설정: 0 or false, 설정: 1 or true)

Ver.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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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7 drawBitmapFile
프린터 버퍼에 이미지 파일을 입력합니다.
[Syntax]
function drawBitmapFile(filepath,x, y, width, dither)
[Parameters]
1) filepath: 인쇄 할 이미지 파일 경로

참고
2)
3)
4)
5)

Windows : 전체 경로
iOS : 파일 명,( Document 경로의 파일 명)

x: x축 좌표
y: y축 좌표
width: 이미지 너비
dither: 디더링 사용 유무 (미 설정: 0 or false, 설정: 1 or true)

5-2-28 drawCircle
프린터 버퍼에 원 데이터를 입력합니다.
[Syntax]
function drawCircle (startHorizontal, startVertical, circleSize, muliplier)
[Parameters]
1) startHorizontal: x축 좌표
2) startVertical: y축 좌표
3) circleSize: 원의 크기(1~6)
값
1
2
3
4
5
6
4) muliplier: 원 확대 (1~4)

Ver. 1.02

설명 (원의 지름)
5 mm
7 mm
9 mm
11 mm
13 mm
21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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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9 drawBlock
프린터 버퍼에 선, 사선, 사각형 데이터를 입력합니다.
[Syntax]
function drawBlock(startHorizontal, startVertical, endHorizontal, endVertical, option,
thickness)
[Parameters]
1) startHorizontal: 수평 방향 시작 x 좌표 위치
2) startVertical: 수평 방향 시작 y 좌표 위치
3) endHorizontal: 수평 방향 종료 x좌표 위치
4) endVertical: 수평 방향 종료 y 좌표 위치
5) option:
값
설명
‘O’
겹치는 부분 덮어쓰기
‘E’
겹치는 부분 인쇄 안 함
‘D’
겹치는 부분 삭제
‘S’
사선
‘B’
사각형
6) thickness: 사선 또는 사각형의 두께
(이 파라미터는 ‘Option’ 값이 ‘사선’(‘S’)또는 ‘사각형’(‘B’) 값이어야 합니다.)

Ver.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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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0 setPrintingType
프린터의 인쇄 방식을 Thermal Direct 또는 Thermal Transfer 모드로 선택합니다.

주의

올바르지 않은 설정을 할 경우, 프린터가 정상 동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Syntax]
function setPrintingType (type)
[Parameters]
type: 프린팅 타입 선택
값
‘d’
‘t’

설명
Direct Thermal(용지 직접 감열)
Thermal Transfer(리본 감열)

5-2-31 setMargin
이미지 버퍼의 여백을 지정합니다.
[Syntax]
function setMargin(horizontal, vertical)
[Parameters]
1) horizontal: 수평 여백
2) vertical: 수직 여백
5-2-32 setLength
프린터의 용지 길이와 갭/블랙마크의 길이, 용지 종류를 설정합니다.
연속 용지일 경우 이 명령어를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Black Mark 또는 Gap 용지의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Syntax]
function setLength(labelLength, gapLength, mediaType, offset)
[Parameters]
1) labelLength: 라벨 길이
2) gapLength: Gap 또는 Black Mark 길이
3) mediaType: 라벨 용지 종류
값
‘G’
‘C’
‘B’

설명
갭(Gap)
연속용지
블랙 마크

4) offset: offset 길이

Ver.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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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3 setWidth
프린터의 용지 너비를 설정합니다.
[Syntax]
function setWidth(width)
[Parameters]
width: 라벨 너비, 너비를 계산하는 기준점은 가운데 입니다.
5-2-34 setSpeed
인쇄 속도를 설정합니다. 각 모델 별로 유효하지 않은 값을 사용할 경우 무시됩니다.
각 모델에 대한 유효 값은 제품 SCLS 커맨드 매뉴얼을 참조하십시오.
[Syntax]
function setSpeed(speed)
[Parameters]
speed: 인쇄 속도 (1~12)
값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설명
2.5 ips
3.0 ips
4.0 ips
5.0 ips
6.0 ips
7.0 ips
8.0 ips
9.0 ips
10.0 ips
11.0 ips
12.0 ips
13.0 ips
14.0 ips

5-2-35 setDensity
인쇄 농도를 설정합니다. 각 모델 별로 유효하지 않은 값을 사용할 경우 무시됩니다.
각 모델이 대한 유효 값은 제품 매뉴얼을 참조하십시오.
[Syntax]
function setDensity(density)
[Parameters]
density: 인쇄 농도 (0~20)

Ver.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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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6 setOrientation
인쇄 방향을 설정합니다.
[Syntax]
function setOrientation(orientation)
[Parameters]
orientation: 인쇄 방향
값
‘T’
‘B’

설명
top에서 bottom방향으로 인쇄
bottom에서 top 방향으로 인쇄

5-2-37 setOffset
갭 또는 블랙마크와 절취선 사이의 offset 길이를 설정 합니다.
인쇄시작 위치가 조정됩니다.
[Syntax]
function setOffset(offset)
[Parameters]
offset: offset 값 (-100 ~ 100)
5-2-38 setTearoffPosition
인쇄 후 라벨 절취 위치를 조정합니다.
[Syntax]
function setTearoffPosition(position)
[Parameters]
position: 위치 (-100~100)
5-2-39 setAutoCutter
오토 커터 사용 여부를 설정합니다.
[Syntax]
function setAutoCutter(enable, period)
[Parameters]
1) enable: cutter 사용 여부 (미사용: 0 or false, 사용: 1 or true)
2) period: 몇 페이지 마다 커팅을 할 지 결정

Ver.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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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0 printPDF
PDF 파일을 인쇄합니다.
[Syntax]
function printPDF(filepath, pageNumber, width, dither)
[Parameters]
1) filepath: PDF 파일 경로
참고

Windows : 미지원
iOS : 파일명 값,(App Document 경로 설정)

2) pageNumber: 인쇄 페이지
1페이지는 0 기준,
페이지 넘버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인쇄하지 않음
참고
전체 인쇄 시 -1
3) width: 이미지 너비
4) dither: 디더링 여부(미 설정: 0 or false, 설정: 1 or true)
해당 함수는 별도의 printBuffer() 호출 없이 인쇄를 지원합니다.
참고

Ver. 1.02

printPDF() 이전에 다른 API를 이용하여 프린터 버퍼에 draw를 할 경
우 printBuffer() 나 clearBuffer() 호출하여 프린터 버퍼 Clear 후 사용
하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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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Samples
* sample code(4 x 6 인치 라벨지 기준으로 작성된 샘플입니다.)
{
setLabelId(issueID);
checkLabelStatus();
clearBuffer();
drawDeviceFont("1234567890",32,1115,"0",2,2,3,0,0,0);
drawTrueTypeFont("S63",60,880,"Arial",80,3,false,true,false,true);
drawDeviceFont("-",110,930,"1",2,2,3,0,1,0);
drawDeviceFont("0",80,900,"4",2,2,3,0,1,0);
draw1DBarcode("1234567890",213,1165,1,3,2,96,3,3);
drawDeviceFont("주식회사 빅솔론",359,1200,"a",2,2,3,0,1,0);
drawDeviceFont("010-0000-0000",400,1200,"0",2,2,3,0,1,0);
drawDeviceFont("031-000-0000",430,1200,"0",2,2,3,0,1,0);
drawDeviceFont("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241번길 20",459,1200,"b",1,1,3,0,1,0);
drawDeviceFont("(삼평동,미래에셋 벤처타워 7층)",492,1200,"b",1,1,3,0,1,0);
drawDeviceFont("1 / 1",630,1150,"b",2,2,3,0,1,0);
drawBitmapFile("C:\\BIXOLON mPrint Server\\BIXOLON.bmp",0,80,100,0);
drawBitmapFile("C:\\BIXOLON mPrint Server\\BIXOLON.bmp",100,60,200,0);
drawBitmapFile("C:\\BIXOLON mPrint Server\\BIXOLON.bmp",200,50,300,0);
drawBitmapFile("C:\\BIXOLON mPrint Server\\BIXOLON.bmp",300,50,350,0);
drawBlock(10,10,800,1210,"B",5);
printBuffer();
var strSubmit = getLabelData();
console.log(strSubmit);
issueID++;
requestPrint(p_name.value, strSubmit, viewResul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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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빅솔론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사용 설명서 및 제품에 사용된 저작물에 대한 일부
또는 전체를 무단으로 복제, 저장, 전송하는 것을 금합니다.
제공된 정보는 본 제품에만 해당되며 다른 제품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본 정보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직/간접적 손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 빅솔론 로고는 (주)빅솔론의 등록상표 입니다.
• 모든 다른 상표 또는 제품 이름은 해당하는 회사 또는 조직의 상표입니다.
(주)빅솔론은 제품의 기능과 품질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인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제품의 사양과 매뉴얼의 내용은 사전 통보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사용시 주의사항
프린터와 같은 전자 제품은 정전기에 의해 쉽게 훼손될 수 있습니다.
정전기로부터 프린터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프린터 후면 부에 케이블을 연결하거나
제거하기 전에 반드시 프린터 전원을 끄십시오.
만약 프린터가 정전기로부터 손상을 입었을 경우에는 가까운 구입처에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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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력
Ver.
1.00

날짜
19.05.02

페이지
-

1.01

19.05.17

6,40

1.02

19.09.02

전체

Ver. 1.02

설명
신규제작
-지원 모델 정보 추가
(XL5-40, XL5-43,XD5-40d, XD5-43d)
-drawQRcode API Size 파라미터 지원 범위
4-> 9로 수정 수정
- 앱 이름 변경
(mPrint Browser -> mPrint Ser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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