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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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2-1 프린터와 AP는 무선랜 연결을 위하여 Outdoor 100m이내에 있어야 합니다.
Indoor에서는 35m를 통신가능범위로 보나, 무선통신은 주변 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거리는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2-2 시멘트 벽면 등 전파 장해물이 있으면 사용거리가 짧아질 수 있습니다.
2-3 전자레인지, 블루투스 등과 같이 동일한 주파수대역을 사용하는 기기가 있으면
전파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들과 5m이상 떨어져서 사용하십시오.

Rev.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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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양
구 분

항 목
표준
주파수 범위
채널

구 현 사 양
IEEE802.11b, IEEE802.11g, IEEE802.11n
2.412~2.484GHz
1 ~ 14 채널

전송 거리

Up to 100m free space (Outdoor)

동작 모드

Infrastructure and Ad-hoc (IBSS), Wi-Fi Direct
Open Connection

WLAN 사양

Shared Key (WEP encryption 64 and 128 bit options)
보안

WPA-PSK, WPA2-PSK
WPA1/2 Enterprise
(EAP-TLS, EAP-TTLS, PEAP, LEAP, FAST)
SSL2 / SSL3 / TLS1

LAN 사양

Rev. 1.00

프로토콜

DHCP Client, HTTP, HTTPS, TELNET, FTP, ARP,
ICMP, SNMP, IPv4, TCP, UDP

Inte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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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토콜

DHCP Client, HTTP, ARP, ICMP, IPv4, TCP, U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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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방법
(1) 프린터 연결
무선 네트워크에 연결하기 위해 Infrastructure 모드로 AP (Access Point)에 연결합니다.
프린터의 설정을 Infrastructure mode로 변경하고 AP의 설정에 맞게 변경한 후 재부팅
하면 AP에 연결됩니다.

AP

Infrastructure mode
무선 Host들끼리의 네트워크를 구성하기 위해 Ad-hoc 혹은 Wi-Fi Direct 모드로 Host에
연결합니다.

Ad-hoc / Wi-Fi Direct mode

Rev.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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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Network 설정 확인
1) LAN
기능 버튼

기능 버튼

a. 프린터 전원을 켭니다.
b. LAN 설정이 적용되는 동안 (10초이상) 기다립니다.
c. 기능버튼을 누릅니다.
d. 네트워크 설정 값이 출력됩니다.
2) WLAN
a. 프린터의 전원을 켠 후 WLAN이 부팅될 때까지(10초 이상) 대기합니다. 부팅이
완료되면 Error/Paper LED의 토글 동작이 멈춥니다.

FEED

Power

b. 위 동작이 완료되면 프린터 커버를 열고 5초간 FEED 버튼을 누르면 내부 버저가
5회 울리며 WLAN 모드 선택기능으로 진입하게 됩니다. 이후 용지를 바로 놓고
커버를 닫아 아래와 같은 문구가 출력되는 것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Rev.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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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AN Mode Selection
Modes
0: Exit
1: WLAN Information Print
2: W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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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위와 같은 메시지가 출력 되면 Mode 1번을 선택하여 아래와 같이 WLAN 정보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Mode 1번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Feed 버튼을 짧게 1번 /
길게 1번 누르시기 바랍니다.)
WLAN F/W VERSION : 0.1
SYSTEM NAME : SRP-380
NETWORK MODE : ADHOC
ENCRYTION : NONE
ESSID : PRINTER_adhoc
DHCP : ENABLED
IP ADDRESS : 192.168.1.1
SUBNET MASK : 255.255.255.0
GATEWAY : 192.168.1.2
PORT : 9100
HTTPS : DISABLED
TELNET : DISABLED
FTP : DISABLED
SNMP : DISABLED
WLAN MACADDRESS
C

Rev.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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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최초 무선랜 연결 설정 (윈도우 2000)
윈도우 2000은 무선네트워크 설정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윈도우 2000을 사용할 경우 별도의 무선랜 드라이버의 유틸리티를 설치하여 다음과
같이 설정하십시오.
- Network mode: Ad-hoc
- SSID: PRINTER_adhoc
- IP Address: 192.168.1.2
- Subnet Mask: 255.255.255.0
- Authentication (Encryption): Open (None)

4-2 최초 무선랜 연결 설정 (윈도우 XP)
별도의 무선랜 관리 프로그램이 설치된 경우, 해당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설정하거나
무선랜 관리프로그램을 종료하고 „제어판>>관리도구>>서비스>>Wireless Zero
Configuration>>시작‟을 실행 후 아래 순서로 설정하십시오.

1)

선택 후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 „속성‟을 선택합니다.

2) 무선네트워크 연결 선택,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 „속성‟을 선택합니다.

Rev.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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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터넷 프로토콜(TCP/IP) 선택 후 „속성‟을 선택합니다.

4) IP를 다음과 같이 설정 후 „확인‟을 선택합니다.

Rev.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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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무선네트워크 탭 선택 후, „Windows에서 무선 네트워크 구성‟을 선택합니다.

„고급‟을 선택합니다.
6) „컴퓨터 간 네트워크만(특별)‟을 선택합니다.

Rev.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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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추가‟를 선택합니다.

8) 네트워크 이름(SSID)에 PRINTER_adhoc 입력합니다.
이 네트워크가 브로드 캐스트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연결을 선택합니다.
네트워크 인증: 개방 모드 선택
데이터 암호화: 사용 안 함 선택

„확인‟을 선택합니다.

Rev.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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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연결‟ 탭을 선택하여 „이 네트워크가 범위 내에 있을 때 자동으로 연결‟에 체크
합니다.

10) 다음과 같이 추가되었음을 확인하고 확인을 선택합니다.

프린터가 초기 값 (Adhoc 모드, SSID: PRINTER_adhoc)으로 설정되어 있을 경우
자동으로 연결됩니다.

Rev.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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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최초 무선랜 연결 설정 (윈도우 VISTA, 윈도우 7, 윈도우 8)
별도의 무선랜 관리 프로그램이 설치된 경우, 해당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설정하거나 무선랜 관리프로그램을 종료하고 „제어판>>관리도구>>서비스>>
Wireless Zero Configuration>>시작‟을 누른 후 아래 순서로 설정하십시오.
1) 시작>>제어판을 선택합니다.

2) „네트워크 상태 및 작업 보기‟를 선택합니다.

Rev.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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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어댑터 설정 변경‟을 선택합니다.

„무선네트워크 어댑터‟의 „속성‟을 선택합니다.
4) „Internet Protocol Version 4(TCP/IPv4)‟를 선택 후 „속성‟을 선택합니다.

Rev.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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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IP를 다음과 같이 설정 후 „확인‟을 선택합니다.

6) „무선 네트워크 관리‟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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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추가‟를 선택합니다.

8) „애드혹 네트워크 만들기‟를 선택합니다.

Rev.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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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다음‟을 선택합니다.

10) „네트워크 이름‟ = PRINTER_adhoc
„보안 종류‟ = 인증 안 함(Open)
„이 네트워크 저장‟ 체크 후 „다음‟을 선택합니다.

Rev.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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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닫기‟를 선택합니다.

12) 설정이 완료되면 PRINTER_adhoc 네트워크가 생성됩니다.

프린터가 Default 값 (Adhoc 모드, SSID: PRINTER_adhoc)으로 설정되어 있을 경우 자
동으로 연결됩니다.

Rev.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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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설정
(1) WLAN 설정 항목
분류

항목
Printer Name

프린터 이름

Printer Port

인쇄 가능한 TCP Raw port

User Name

User Password
Confirm Password
WebServer SSL
Protocol

Network

ftp, telnet, web-server 로그인시
사용될 ID
ftp, telnet, web-server
로그인시 사용될 password
Password 확인
HTTPS 사용여부
HTTPS 사용시 HTTP 사용불가

0~32767

integer

(except 21,23,25,80,443,3318)
1~32 letters

1~32 letters
1~32 letters
Enable/Disable

Telnet 사용여부

Enable/Disable

FTP

FTP 사용여부

Enable/Disable

SNMP

SNMP 사용여부

Enable/Disable

Network Mode

무선랜 동작 모드

Infrastructure/Adhoc

Adhoc Channel

Adhoc network 생성시 채널

1~14

SSID

접속할 AP 의 ID

1~32 letters

Inactivity Time

TCP 연결유지 시간

0~3600 integer

IP 할당 방식

DHCP/Manual

IP Address

프린터 IP

IP Address

Subnet Mask

Subnet mask

IP Address

Gateway

Default Gateway

IP Address

Authentication

무선랜 인증방식

Cryptograph

무선랜 암호화 방식

EAP Mode

인증서버를 통한 인증 방식

WEP Key

WEP 암호화 방식에 대한 key

PSK Key

PSK 암호화 방식에 대한 key

1~64 letters

Authentication ID

EAP 인증시 사용될 ID

1~32 letters

Authentication PW

EAP 인증시 사용될 Password

1~32 letters

IP Assignment

open, shared,
wpa1/2-psk, wpa1/2
none, WEP64/128,
TKIP, AES

Authentication

Rev. 1.00

0~32 letters

TELNET

Method

Wizard

입력범위

WLAN 설정 상태 표시

Home

System

설명

단계별 설정 마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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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AP, TLS, LEAP, FAST,TLS
WEP64 (5 Ascii, 10 Hex)
WEP128 (13 Ascii, 26 Hex)

Network Interface
(2) LAN 설정 항목
분류
항목

설명

입력범위

TCP 연결유지 시간

0~3600 integer

IP 할당 방식

DHCP/Manual

IP Address

프린터 IP

IP Address

Subnet Mask

Subnet mask

IP Address

Gateway

Default Gateway

IP Address

Inactivity Time
IP Assignment
Method
Network

Net configuration tool을 이용한 network 설정은 „Net configuration tool manual‟을 참조하
십시오.

Rev.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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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WLAN 설정: FTP
설정파일 다운로드/업로드시 현재 경로로 다운로드/업로드 됩니다.
아래의 경우 현재 경로는 „C:\Documents and Settings‟ 입니다.
„ftp 프린터IP‟를 입력한 후 프린터에 설정된 ID, Password를 입력합니다.

„ls‟ 명령어를 입력하여 다운받을 파일명을 확인합니다.

„get config‟를 입력하여 설정파일을 다운로드 합니다.

디렉토리(C:\Documents and Settings‟)에 „get config‟ 파일이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
습니다.
„put config‟를 입력하여 해당 디렉토리에 있는 설정파일을 프린터에 업로드
할 수 있습니다.

Rev.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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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fig 파일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Caution!!!
** Do not change the order or contents of the menu.
** Only need to change the settings, please.
** Do not input port 21, 23, 80, 161, 162, 3318, 3319, 3337 and 9000 to Printer Port.
** This number is ignored.
[1] System
1. Printer Name:[SRP-380]
2. Printer Port Num:[9100]
3. User ID:[admin]
4. User Password:[password]
[2] Protocol
1. Task State
1) HTTPS:[0]
2) TELNET:[1]
3) FTP:[1]
4) SNMP:[0]
2. SNMP
1) Community Name (Read):[public]
2) Community Name (Write):[private]
3) Trap IP Address:[0.0.0.0]
4) Trap Community:[public]
[3] Network
1. Network Mode
1) Infra Network(0) / Adhoc(1):[1]
2) Adhoc Channel:[1]
2. SSID:[PRINTER_adhoc]
3. Inactivity Time:[10]
4. IP Assignment Method:[0]
5. IP Address:[192.168.1.1]
6. Subnet Mask:[255.255.255.0]
7. Gateway:[192.168.1.2]
[4] Authentication
1. Authentication:[0]
2. Cryptograph:[0]
3. EAP Mode:[0]
4. WEP Key:[]
5. PSK Key:[]
6. Authentication ID:[]
7. Authentication Password:[]

* 설정파일의 형식은 „설정항목: [설정값]‟ 입니다.
위의 형식을 지키지 않고 파일을 업로드 할 경우 변경된 설정값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Rev.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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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WLAN 설정: Telnet
„telnet 프린터IP‟를 입력합니다.

프린터에 설정된 ID, Password를 입력합니다.

Network 관련 설정 화면이 나타납니다.
설정을 원하는 메뉴를 선택하여 수정할 수 있습니다.

Rev.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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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thernet/WLAN 테스트 (윈도우 테스트 페이지 인쇄)
테스트 프로그램이 없는 경우 다음과 같이 프린터 윈도우 드라이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프린터 윈도우 드라이버를 이용 가능한 OS는 윈도우 2000, XP, 2003 Server,
VISTA, 2008 Server, 7, 8입니다.
1) 프린터의 윈도우 드라이버를 설치하십시오.
[Note]
-윈도우 드라이버는 CD에 있으며, 최신버전은 당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www.bixolon.com)
2) 컴퓨터의 “시작” 버튼을 클릭하여 “프린터 및 팩스”를 선택하십시오.

3) 해당 모델을 선택 후 마우스의 오른쪽 버튼을 클릭한 후 “속성”을 선택하십시오.

Rev.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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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속성 창에서 “포트” 탭을 선택하십시오.

5) “포트 추가”를 선택하십시오.

Rev.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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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Standard TCP/IP Port”를 선택한 후 “새 포트”를 선택하십시오.

7) 표준 TCP/IP 프린터 포트 추가 마법사가 실행되면 “다음”을 선택하십시오.

8) 포트 추가의 “프린터 이름 또는 IP 주소”에 해당 프린터에 할당된 IP를 입력하고
“다음”을 선택하십시오.

[Note]
- 인터페이스 카드 설치 시 입력한 IP와 같은 것을 입력합니다.
프린터 이름 또는 IP 주소에만 입력합니다.

Rev.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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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추가 포트 정보”를 선택하는 창에서 “다음”을 선택하십시오.

[Note]
- 별도의 변경 없이 다음을 선택하십시오.
10) 표준 TCP/IP 프린터 포트 추가 마법사 완료 창에서 “마침”을 선택하십시오.

11) 프린터 포트 창에서 “취소”를 선택하여 창을 닫으십시오.

Rev.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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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속성” 창에서 “포트 구성”을 선택하십시오.

13) RAW 설정의 “포트 번호”는 인터페이스 카드 설치 시 설정한 Local Port 번호와
같은 번호로 입력하십시오.

[Note]
- RAW 설정을 제외하고는 변경하지 않습니다.

Rev.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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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입력이 완료되면 “확인”을 클릭하고 “적용”을 선택하십시오.

15) 속성 창의 “일반” 탭을 선택한 후 “테스트 페이지 인쇄”를 선택하여 출력 상태를
확인하십시오.

Rev.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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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설정 초기화
프린터의 LAN/WLAN 설정 값을 초기 상태로 되돌리는 기능입니다.
Factory reset을 하기 위해서 다음 절차를 진행합니다.
7-1 LAN 설정 초기화
1) 프린터 초기화 설정값
- 유동IP 모드로 설정 (DHCP 모드 활성화)
- Local Port: 9100
- Inactivity Time: 0
2) 사용방법
(1) 프린터 전원을 끄십시오.
(2) Function Key를 누른 상태에서 프린터 전원을 켜십시오.
[Note]
- Function Key를 누른 상태로 약 3초간 유지 하십시오.
(3) 프린터가 IP를 부여 받는 시간 10초 정도 기다리십시오.
Factory Reset이 되면 프린터의 현재 설정에 상관없이 DHCP 모드가 활성화
됩니다.
[Note]
- 유동IP 네트워크 환경
프린터가 IP를 부여 받고 부여 받은 IP로 web-server에 접속이 가능합니다.
Function Key를 이용해 새로 부여 받은 설정 환경 값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고정IP 네트워크 환경
프린터가 IP를 부여 받지 못합니다.
프린터는 IP를 부여 받기 위해 대기하므로 30초 정도 기다립니다.
이후 function key를 눌렸을 경우 IP 값이 0.0.0.0으로 나온다면 IP를 부여
받지 못 한 것입니다.
이럴 땐 Configure Tool을 이용하여 DHCP 모드를 비활성화 시켜서 사용
합니다.
(4) Function key를 이용해서 설정 환경을 출력하십시오.
부여 받은 IP를 확인하여 web-server로 접속하여 설정을 변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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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WLAN 설정 초기화
1) 프린터의 전원을 켠 후 WLAN이 부팅될 때까지(10초 이상) 대기합니다. 부팅이
완료되면 Error/Paper LED의 토글 동작이 멈춥니다.

FEED

Power

2) 위 동작이 완료되면 프린터 커버를 열고 5초간 FEED 버튼을 누르면 내부 버저가
5회 울리며 WLAN 모드 선택기능으로 진입하게 됩니다. 이후 용지를 바로 놓고
커버를 닫아 아래와 같은 문구가 출력되는 것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WLAN Mode Selection
Modes
0: Exit
1: WLAN Information Print
2: W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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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위와 같은 메시지가 출력 되면 Mode 2번을 선택합니다. WLAN설정이 factory default
로 초기화되고 다음과 같은 메시지가 출력됩니다 (Mode 2번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Feed 버튼을 짧게 2번 / 길게 1번 누르시기 바랍니다.)
WLAN Factory Reset OK! Reboot Printer.

메시지 출력 후 프린터가 재부팅 되면서 무선랜 설정이 factory default로 적용됩니다.

Rev.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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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설정 초기화 값

Printer Name

Printer Name

SRP-380 / SRP-382

Printer Port Num

9100

User ID

admin

User Password

password

FTP

Disable

TELNET

Disable

HTTPS

Disable
Disable

Protocol

Community Name(Read) : "public"
SNMP

Community Name(Write) : "private"

WLAN

Trap IP Address : 192.168.1.2
Trap Community : "public"
Authentication

Network

Open System

None

Shared key

None

Network Mode

Ad-hoc, channel 1

SSID

PRINTER_adhoc

Inactivity time

10

IP Assignment Method manual
IP, Subnet, Gateway

IP : 192.168.1.1
Subnet : 255.255.255.0
Gateway : 192.168.1.2

LAN

Rev.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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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activity time

0

IP Assignment Method Automatic(DH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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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문제해결 절차 (확인사항)
인쇄가 되지 않을 경우
네트워크 설정 확인
AP와 프린터의 무선네트워크 설정을 확인합니다.
(프린터의 설정 확인/변경은 Configuration 참조)
- SSID
프린터의 SSID가 AP(혹은 무선Host)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 802.11 mode
AP가 802.11b/g/n을 지원하는지 확인합니다.
빅솔론 프린터는 802.11b/g/n를 지원하며, 802.11a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

-

-

-

-

Network mode
프린터의 Network mode를 확인합니다.
AP에 연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Network mode가 Infrastructure,
무선 Host끼리의 연결의 경우에는 Ad-hoc으로 설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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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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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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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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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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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