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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충전 / 배터리 LED

5  삭제/리셋버튼

9  스캔 창8  제품라벨

BS80 에대해서

3

2     읽기 양호 LED

3 데 이 터 L E D 4    스캔/전원버튼

퀵 매뉴얼

DOT-BS80 
바코드 스캐너

V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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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T-BS80 퀵 매뉴얼

Optimum Scanning for 2D Bar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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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s / 버튼

C. 블루투스 켜기 D. “BS80XXXX” 선택 연결

(예 : 스마트폰과 페어링)

6  기능버튼/기능 LED

적색 LED 점멸

적색 LED

3 데이터 LED

플래시 메모리에 데이터가 있습니다.

플래시 메모리가 부족합니다.

청색 LED 느리게 점멸

블루투스를 통해 데이터가 전송중
입니다.

청색 LED

적색 LED 점멸

6 기능 LED

청색 LED 빠르게 점멸

블루투스 모드가 활성화되었지만 블
루투스 연결이 설정되지 않았습니다.

블루투스 연결이 설정되었습니다.

U S B 모 드 가 활 성 화 되 었 습 니 다 .적색 LED

USB 를 통해 데이터가 전송중입
니다.

4 스캔/전원버튼

바코드를 스캔하려면 버튼을 누르십시오.
3초간 버튼을 눌러 스캐너의 전원을 켭니다.배터리가 너무 낮으면 스캐너의 전원이 켜지면서 3 초 동안 버튼

을 누르고 있으면 스캐너에서 경고음이 울립니다. 적색 충전/배
터리 LED가 깜박입니다. 스캐너가 강제적으로 종료되기 전에 
바로 충전해주십시오. 전원이 꺼지면 스캐너를 다시 켜기 전에 
완전히 충전하십시오.

적색 LED

녹색 LED

적색 LED 점멸��

1 충전/배터리 LED

충전 중

완충

배터리 용량 낮음

스캐너가 켜져 있고 USB 케이블을 통해 PC에 연결되
어 있지 않으면 스캔/전원버튼과 삭제/리셋버튼을 동
시에 눌러 충전/배터리 LED로 배터리 레벨을 표시 할 
수 있습니다.

녹색 LED

적색 LED

적색과 녹색 LED

배터리 용량 많음

배터리 용량 중간

배터리 용량 낮음

2 읽기양호 LED

녹색 LED 점멸 읽기양호

13 14 15

알림

시간 표시

스캐너는 두 가지 작동 모드, 즉 블루투스 모드와 
USB 모드를 제공합니다. 이 두 모드를 전환하려면 
스캔/전원 및 기능 버튼을 동시에 3 초 동안 누르거
나 아래에서 해당 바코드를 스캔하십시오.

1. 블루투스 모드(기본값)

(1) 동기 전송(기본값) : 바코드를 스캔하면 데이터가 
스마트 폰/태블릿에 직접 전송됩니다. 블투투스 서비
스 범위를 벗어나면 스캔 한 데이터가 손실됩니다.
(2) 비동기 전송 : 블루투스 서비스 범위를 벗어나면 
스캔 된 데이터가 플래시 메모리에 저장됩니다. 서비
스 범위로 돌아 가면 데이터가 자동으로 스마트 폰
/태블릿으로 전송됩니다. 스마트 폰/태블릿에서 데
이터를 수신하면 스캐너가 플래시 메모리에서 자동
으로 스캐너를 제거합니다.
(3) 일괄 전송 : 스캔 한 데이터는 사용자가 블루투스 
서비스 범위에 상관없이 플래시 메모리에 저장됩니
다. 스캐너의 기능 버튼을 3 초 동안 누르거나 11 페
이지의 "저장된 데이터 전송"바코드를 스캔하여 저장
된 데이터를 스마트 폰/태블릿에 전송할 수 있습니다.

2. USB 모드

(1) 비동기 전송(기본값) : 스캐너가 USB 케이블을 통해 
PC에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스캔 된 데이터가 플래시 메
모리에 저장됩니다. 스캐너가 USB 케이블을 통해 PC에 
연결되면 스캔 된 데이터가 PC로 직접 전송됩니다.
(2) 일괄 전송 : 스캐너가 PC에 연결되어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스캔 된 데이터는 플래시 메모리에 저장됩니
다.

5-
2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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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7  마이크로 USB 포트

9

8

진동 알림 켜기

진동 알림 끄기(기본)

소리 알람 켜기(기본)

소리 알람 끄기

동작모드

More Information

BS80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웹 사이트 
(http://www.dotel.co.kr)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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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태블릿 연결

1. 장치에 HID 또는 SPP 또는 BLE 프로파일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2. 스캐너의 적색 기능 LED가 켜져 있으면 스캔/전원
버튼과 기능버튼을 동시에 3초 동안 눌러 블루투스 모
드로 전환합니다. 삭제/리셋버튼과 기능버튼을 동시
에 눌러 스캐너에서 기존 페어링 정보를 제거하십시오.

3. 먼저 스마트 폰/태블릿에서 절전 모드를 끕니다.

4. 스마트 폰/태블릿에 스캐너를 연결하기 전에 아래
의 해당 바코드를 스캔하여 HIP 또는 SPP 또는 BLE 
프로파일을 선택하십시오. 장치에서 사용중인 프로파
일을 모르는 경우 마지막 BLE 프로필에서 HID 프로필
을 먼저 시도한 다음 SPP를 시도하십시오.

HID (기본)

SPP

5. 13-14 페이지에 나와있는 연결 절차 (예 : 스마트 폰과 페어
링)를 완료합니다.

공장 초기화

1

소개

Barcode scanner x 1
Micro USB cable x 1

구성품

작동 지침을주의 깊게 읽고 특히 안전 정보를 준수하십시오. 안전 지
침과이 설명서의 올바른 취급에 관한 정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당사
는 인명 피해 또는 재산상의 피해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지지 않습니
다.
1. 스캐너를 직사 광선이 비치는 곳과 같이 온도가 지나치게 높은 곳
에 두지 마십시오.
2. 습기가 많은 곳이나 과도한 온도 변화에서 스캐너를 사용하지 마
십시오.
3. 충전식 배터리는 제품에 영구적으로 내장되어있어서 교체 할 수 
없습니다.
4. 충전 용 배터리를 손상시키지 마십시오. 배터리 케이스를 손상 시
키면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케이스를 손상 시키면 폭
발이나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전 설명

시간표시 켜기(기본)

시간표시 끄기

데이터 형식 3: yyyy/mm/dd (기본)

데이터 형식 1: mm/dd/yyyy

데이터 형식 2: dd/mm/yyyy

2

Micro USB 케이블을 사용하여 스캐너를 호스트에 연결하여 
스캐너를 충전하십시오.

참고 : 배터리가 매우 부족하면 스캐너의 전원이 켜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스캐너를 켜기 전에 최소 15 분 동안 
         배터리를 충전 하십시오.

전원끄기

A. 설정 B. 블루투스

4

BS80은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1D 또는 2D 스캔 엔진이 장착 
된 무선 바코드 스캐너입니다. 바쁘거나 또는 제한된 작업 공간을위한 
공간 절약 효과가 뛰어납니다. 또한 Bluetooth HID 또는 SPP 또는 BLE 
통신을 통해 iOS, Android 및 Windows 장치를 지원합니다.

1. 30 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스캐너가 자동으로 꺼집니다. 수동으로 
끄려면 전원 끄기 바코드를 스캔하십시오.
2. 스캐너를 처음 켜려면 스캐너에서 신호음이 들릴 때까지 스캔 / 전원 
버튼을 10-15 초 동안 누르고 계십시오.
3. Bluetooth HID 프로파일을 사용할 때 사용자는 입력 방법 (Google 
Pinyin 또는 호스트 운영 체제와 함께 제공되는 방법)을 활성화하고 연
결된 호스트에서 영어 입력 모드로 전환해야합니다.

배터리가 부족하면 스캐너가 실패 하거나 오작동 할 수 있습
니다. 처음 사용하기 3~4 시간 스캐너를 충전하십시오. 충전
/배터리 LED 상태에 대한 설명은 4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스캔 각도와 바코드와 스캐너 사이의 거리를 조

정하여 다음 범위에 속하게하십시오.

1. 스캔 라인을 바코드의 중앙으로 향하게하십

시오.

2. 최적의 스캔 거리 : 5-20cm.

노트:
이 제품은 블루투스 표준을 준수합니다. 이 제
품과 통신하는 장치는 동일한 SPP 또는 HID 
또는 BLE를 지원해야합니다. 다른 프로파일
이 있는 다른 블루투스 장치의 경우, 제품을 
테스트하기 전에 연결을 보증 할 수 없습니다.

제품의 통신 속도 및 범위는 연결된 제품과 장
치 사이의 장벽 및 전파 장애로 인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호스트 장치의 상태가 스캐너의 
통신 속도 및 범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스캐너의 시간과 날짜가 정확하지 않으면 날짜 및 시
간 설정 도구를 사용하여 호스트와 동기화 할 수 있
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용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전원 끄기 스캐너

���

5 삭제/리셋버튼

삭제할 바코드를 스캔하기 전에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선택
하여 플래시 메모리에서 해당 데이터를 제거하십시오: 
( i )블루투스 모드가 활성화되었지만 블루투스 연결이 설정
되지 않았습니다;( i i )블루투스 모드 및 배치 전송 가
능;( i i i )USB모드가 활성화되었지만 USB케이블 연결이 이
루어지지 않음;( iv) U S B 모드 및 배치 전송이 가능합니
다.
스캐너를 재설정하려면 7 초 동안 버튼을 누르고 계십시오.

블루투스와 USB 모드를 전환하려면 3 초 동안 두 개의 버튼을 
동시에 누르십시오.

4 스캔/전원버튼 + 6 기능버튼

블루투스 모드에서 연결된 iOS 장치의 HID 키보드를 켜거나 
끄려면 버튼을 누릅니다.

다음 조건 중 하나에서 데이터 전송을 시작하려면 3 초 동안 
버튼을 누르고 있습니다. (i) Bluetooth 모드 및 일괄 전송 활
성화 됨; 또는 (ii) USB 모드가 활성화되어 있고 스캐너가 
USB 케이블을 통해 PC에 연결되어 있어야합니다.

6  기능버튼

LEDs/버튼

5

5 삭제/리셋버튼 + 6 기능버튼

노트 : 업데이트가 실패하거나 실수로 업데이트 상태를 입력 한 경우 스캐너를 재
설정하려면 7초 동안 삭제/리셋 버튼을 누르고 있어야합니다.

두 개의 버튼을 동시에 눌러 블루투스 모드에서 스캐너
와 페어링 된 블루투스 장치의 연결을 해제하고 다른 
블루투스 장치에서 스캐너를 검색 할 수있게하십시오.
스캐너가 USB 케이블을 사용하여 연결된 PC의 펌웨
어 업그레이드 유틸리티의 "시작"버튼을 클릭 한 후 펌
웨어를 업데이트하려면 7 초 동안 두 버튼을 동시에 누
릅니다.

동작모드

동기 전송, 블루투스(기본)

비동기 전송, 블루투스

배치 전송, 블루투스

아래 절차에 따라 플래시 메모리의 데이터를 USB를 통
해 PC에 동기화 할 수 있습니다.
1 단계 : 웹 사이트 
http://dotel.DiskStation.me:5000/sharing/MMed
ZtWXO 에서 CDC-Virtual COM Driver를 다운로드하
여 PC에 설치하십시오.
2 단계 : USB 케이블을 사용하여 스캐너를 PC에 연결
합니다. 스캐너가 연결되면 신호음이 울립니다.
3 단계 : PC에서 메모장이나 Office Word를 열고 커서
가 항상 그 안에 위치하는지 확인하십시오. 스캐너의 기
능버튼을 3초 동안 누르거나 아래의 "전송 된 데이터 전
송"바코드를 스캔하여 플래시 메모리에서 PC로 데이터 
전송을 시작하십시오. 전송이 완료되면 스캐너에서 신
호음이 울립니다.

노트 : 스캐너가 한 작동 모드에서 다른 모드로 전환되
면 해당 LED 알림과 함께 경고음이 울립니다.(자세한 
내용은 5 페이지 참조).

비동기 전송, USB(기본)

배치 전송, USB

10 11

1D 바코드를 위한 최적의 스캐닝

4
4

정확 부정확

16

아래 그림과 같이 스캔 각도 (바코드를 수직으
로 읽지 마십시오) 또는 바코드와 스캐너 사이
의 거리를 조정하여 스캔 라인의 길이가 바코
드의 길이보다 약 8mm 더 길도록하십시오.

6. 연결이 완료되면 스캐너의 청색 기능 LED가 켜집니
다.

7. 워드패드 파일 또는 상대 APP를 사용하기 전에 장치
의 키보드 언어를 영어(미국)로 설정하십시오. 그런 다
음 바코드 및 바코드 데이터를 스캔하면 현재 커서 위치 
앞에 표시됩니다. 스마트 폰/태블릿으로 데이터를 전
송할 수없는 경우 공장 초기화 바코드를 스캔하십시오.

BLE

Operating Modes

블루투스 모드(기본)

USB 모드

4 스캔/전원버튼 + 5  삭제/리셋버튼

충전/배터리 LED로 배터리 레벨을 확인하려면 동시에 
두 개의 버튼을 누르십시오.
두 개의 버튼을 동시에 3 초 동안 누르고 있으면 다음 
조건 중 하나에서 플래시 메모리의 저장된 데이터를 
모두 삭제할 수 있습니다. (i) 블루투스 모드 활성화, 
블루투스 연결 설정 및 데이터의 일괄 전송 및 확인 수
신 활성화; 또는 (ii) USB 모드가 활성화 된 경우 스캐
너가 USB 케이블을 통해 PC에 연결되고 데이터 수신 
확인이 활성화됩니다.

저장된 데이터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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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설명 개요

LEDs / 버튼 LEDs / 버튼

스마트폰/태블릿 연결 스마트폰/태블릿 연결 스마트폰/태블릿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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