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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소개 

이 매뉴얼은 설정 및 DOT-BS80 바코드 스캐너 사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제공합니다. 

 

장 설명 

1 장, 시작하기 

이 장에서는 처음으로 스캐너를 켜고 실행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2 장, 시스템 설정 

이 장에서는 바코드 프로그래밍 절차를 설명하고 시스템 매개 변수를 구성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3 장, 심볼로직스(symbologies) 

이 장에서는 모든 호환 가능한 매개 변수를 나열하고 관련된 매개 변수를 구성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4 장, 접두사, 접미사(prefix, suffix) 

이 장에서는 스캔 한 데이터를 사용자 정의하기 위해 접두사(prefix)와 접미사(suffix)를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부록 

이 장에서는 공장 기본값 표와 자주 사용되는 프로그래밍된 프로그래밍 바코드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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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설명서 

작동 지침을 주의 깊게 읽고 특히 안전 정보를 준수하십시오. 이 설명서의 올바른 취급에 대한 

안전 지침을 따르지 않을 경우, 당사는 인명 피해 또는 재산상의 피해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지지 

않습니다. 

- 직사광선에 노출되는 곳과 같이 온도가 지나치게 높은 곳에 스캐너를 두지 마십시오. 

- 습기가 많은 곳이나 과도한 온도 변화에서 스캐너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 충전 식 배터리는 스캐너에 영구적으로 내장되어있어서 교체 할 수 없습니다. 

- 충전 용 배터리를 손상시키지 마십시오. 재충전 배터리의 케이스를 손상 시키면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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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시작하기 

 

소개 

BS80은 다양한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1D 또는 2D스캔 엔진이 장착된 무선 포켓 바코드 스

캐너입니다. 이것은 제한된 작업 공간에 대한 사용에 대해서 공간절약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iOS, Android및 Windows기기를 Bluetooth HID, SPP, BLE 통신을 통해 지원합니다. 

이 장에 BS80에 대한 그림이 설명 되어 있습니다. 만약 스캐너를 가지고 있다면, 이 매뉴얼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스캐너를 잘 활용해주세요. 이 장은 일반 사용자, 유지 관리 직원 및 소프트

웨어 개발자를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포장풀기 

패키지를 열고 스캐너와 부속품을 꺼냅니다. 포장 명세서에 있는 모든 것이 존재하고 온전한지 

확인해주세요. 내용물이 손상되었거나 분실된 경우 원래 패키지를 그대로 유지하고 판매점에 서

비스를 요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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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80 Scanner 

 

 

 

 

 

 

 

 

 

노트 : 바코드를 읽기 전에 스캔 창에서 보호 필름을 제거해 주세요. 

  

1 충전/배터리 LED 2 읽기양호 LED 

3 데이터 LED 4 스캔/전원버튼 

5 삭제/리셋버튼 6 기능버튼/기능 LED 

7 마이크로 USB 포트 8 제품라벨 

9 스캔 창   

1 2 3 

4 

5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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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튼 기능들 

스캔/전원버튼 

- 스캔 버튼을 누릅니다. 

- 3초정도 누르고 있으면 스캐너 전원이 켜집니다. 

삭제/리셋버튼 

- 삭제할 바코드를 스캔 하기 전에 버튼을 눌러 다음 조건 중 하나에서 플래시 메모리에서  

해당 데이터를 제거해주세요. (i)블루투스 모드가 활성화되었지만 블루투스 연결이 설정되지  

않았습니다; (ii)Bluetooth모드 및 배치 전송이 활성화; (iii)USB모드가 활성화되었지만 USB케 

이블 연결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iv)USB모드 및 배치 전송이 활성화.  

- 버튼을 7초간 눌러 재설정합니다. 

기능버튼 

- 버튼을 눌러 Bluetooth장치에서 연결된 iOS기기의 HID 키보드를 켜거나 끕니다. 

- 다음 조건 중 하나에서 데이터 전송을 시작하려면 버튼을 3초간 누르십시오. (i)블루투스 모 

드 및 배치 전송, 또는 (ii)USB모드를 활성화하고, USB케이블을 통해 PC에 연결된 스캐너를  

연결합니다. 

스캔/전원버튼 + 기능버튼 

- 두 버튼을 동시에 3초간 누른 채로 Bluetooth모드와 USB모드 간에 전환합니다. 

삭제/리셋버튼 + 기능버튼 

- 두 버튼을 동시에 눌러 Bluetooth모드의 스캐너에서 페어링 된 블루투스 장치를 페어링 해 

제하고 다른 Bluetooth장치에서 검색할 수 있도록 합니다. 

 

- 두 버튼을 동시에 7 초 동안 누르고 있으면 (그러면 빨간색과 파란색 기능 LED가 번갈아 

  깜박이면서 스캐너가 업데이트 상태가 됩니다.) PC에서 펌웨어 업그레이드 유틸리티의 "시 

작 "버튼을 클릭 한 후 펌웨어를 업데이트하십시오. 스캐너가 USB 케이블을 사용하여 연결 

됩니다. 

스캔/전원버튼 + 삭제/리셋버튼 

- 두 개의 버튼을 동시에 눌러 배터리 LED를 사용하여 배터리 레벨을 점검하십시오. 

- 두 버튼을 동시에 누르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조건 모두에서 플래시 메모리에 저장된  

모든 데이터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i)블루투스 모드 활성화 되었으면 블루투스 연결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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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 전송 및 데이터 전송 확인이 필요함 또는 (ii)USB모드가 활성화되었으면 스캐너는  

USB케이블을 통해 PC에 연결되고 데이터 전송확인 필요가 설정됩니다. 

 

배터리 충전 

아래 그림처럼 마이크로 USB케이블을 사용하여 호스트 디바이스에 연결하여 스캐너를 충전합니

다. 

 

 

 

 

 

 

 

 

 

 

 

 

 

노트: 배터리 부족으로 인해 스캐너가 실패하거나 오 동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처음 사용하기 

전에 배터리를 3~4시간 동안 충전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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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80를 스마트 폰/태블릿에 연결 

1. 장치를 HID 또는 SPP 또는 BLE 프로파일로 만들어주세요. 

2. 스캐너의 빨간 색 기능 LED 가 켜져 있는 경우, 스캔/전원버튼과 기능버튼을 동시에 

3 초간 누르거나 Bluetooth 모드 바코드를 스캔하여 Bluetooth 모드로 전환하십시오. 

삭제/리셋버튼과 기능버튼을 동시에 누르거나 Bluetooth 페어링 삭제 바코드를 스캔하여 

기존 페어링 정보를 제거해주세요. 

 

 

               블루투스 모드                                     블루투스 페어링 제거 

 

3. 스마트 폰/태블릿 사용자의 절전모드를 끕니다. 

4. 스마트 폰/태블릿에 스캐너를 연결하기 전에 아래의 적절한 바코드를 스캔 하려면 아래의 

적절한 바코드를 스캔 하십시오. 사용 중인 프로필이 무엇인지 모르겠으면 마지막 BLE 

프로파일에서 HID 프로파일을 먼저 시도해 보십시오. 

 

 

HID(기본)                                                  SPP 

 

 
BLE 

 
 

5. 다음과 같은 연결 절차를 완료합니다(예:안드로이드와 페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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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정” 클릭               (2) “블루투스”               (3) “켜기” 

 

 

 

 

 

 

                                                       

(4) BS80XXXX 선택 연결   

 
 
 
 
 
 
 
 
 
 
 
 
 
 
 
 

 

6. 연결이 완료되면 스캐너의 파란 색 LED 가 켜집니다. 

7. 워드패드 파일 또는 상대 APP 를 사용하기 전에 장치의 키보드 언어를 미국 영어로 

설정하십시오. 그런 다음 바코드 및 바코드 데이터를 스캔 하면 현재 커서 위치 앞에 

표시됩니다. 데이터를 smartphone/tablet 로 전송할 수 없는 경우 Reset Factory 

Defaults(공장 기본 값 복원)를 스캔 합니다( 제 2 장 참조). 

이 제품은 블루투스 표준을 준수합니다. 이 제품과 통신하는 장치는 동일한 SPP 또는 

HID 또는 BLE 를 지원해야 합니다. 다른 프로파일이 있는 다른 블루투스 장치의 경우 

제품을 테스트하기 전에 연결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제품의 통신 속도와 범위는 연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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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과 장치 사이의 장애물과 전파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호스트 디바이스의 

상태 또한 스캐너의 통신 속도와 범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LED 표시 

충전/배터리 LED 

적색 LED 충전 중 

녹색 LED 배터리 완충 

적색, 녹색 LED가 번갈아 점멸 배터리를 찾을 수 없음 

적색 LED 점멸 배터리가 용량 부족 

스캐너가 켜져 있는 경우 3초간 스캔/전원 버튼과 삭제/리셋 버튼을 동시에 누르면 LED

로 배터리 잔량이 표시됩니다. 

녹색 LED 배터리 용량 많음 

적색, 녹색 LED 배터리 용량 중간 

적색 LED 배터리 용량 작음 

 

배터리 전압이 너무 낮으면, 스캐너가 적색 충전/배터리 LED 가 점멸과 비프음이 

발생합니다. 스캐너가 꺼지기 전에 충전하세요. 전원이 꺼지게 되면 완전히 충전해 

주십시오. 

 

LED 읽기 양호 

녹색 LED 점멸 읽기 양호 

데이터 LED 

적색 LED 점멸 플래시 메모리 안에 데이터가 있음 

적색 LED 켜짐 플래시 메모리 없음 

기능 LED 

긴 OFF 상태에서 청색 LED 느리게 점멸 

블루투스 모드가 활성화되었지만 블루투스 

연결이 설정되지 않았고 BS80을 찾을 수 

없습니다. 

긴 ON 상태에서 청색 LED 느리게 점멸 

블루투스 모드가 활성화되었지만 블루투스 

연결이 설정되지 않았고 BS80이 검색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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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색 LED 블루투스 모드 활성화 

청색 LED 빠르게 점멸 블루투스를 통한 데이터 전송 진행 중 

적색 LED USB 모드 활성화 

적색 LED 빠르게 점멸 USB를 통한 데이터 전송 진행 중 

 

BS80 켜기/끄기 

스캐너 켜기 : 스캔/전원 버튼을 3초간 누릅니다. 

스캐너 끄기 : 30분 동안 스캐너에서 아무 작업도 수행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스캐너의 전원이 

자동으로 꺼집니다. 자동 전원 끄기 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원 끄기 바코드를 이용하

여 전원을 끌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2장에 “자동/수동 전원끄기”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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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캔지침 

1D 바코드 스캔 

아래 그림과 같이 스캔 각도 (바코드를 수직으로 읽지 마십시오) 또는 바코드와 스캐너 사이

의 거리를 조정하여 스캔 라인의 길이가 바코드의 길이보다 대략 8mm 더 넓도록 해주세요. 

 
 
 
 
 
 
 
 
 
 
 
 
 
 
 
 
 
 
 
 
 
 

정확 부정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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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D 바코드 스캔 

스캔 각도와 바코드와 스캐너 사이의 거리를 조정하여 다음 범위에 속하게 해주세요.         

1. 스캔 라인을 바코드의 중앙을 향하게 해주세요. 

2. 최적의 스캔 거리 : 5-2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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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시스템 설정 

 

소개 

이 장에서는 스캐너의 기본 시스템 매개 변수를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공장 기본값 복원 

 

공장 기본값 복원 

 

조작모드 

스캐너는 2개의 동작 모드를 제공합니다 : 블루투스 모드와 USB 모드. 이 두 모드를 전환하려면 

스캔/전원 및 기능버튼을 동시에 3 초 동안 누르거나 USB 모드 또는 블루투스 모드 바코드를 스

캔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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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투스 모드 

 

블루투스 모드(기본) 

스캐너가 블루투스 모드에 있으면 아래에서 해당 바코드를 스캔 하여 원하는 프로파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HID(기본)                                         SPP 

 

BLE 

블루투스를 통해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3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1) 동기 전송(기본) : 바코드를 스캔 하면 데이터가 스마트 폰/태블릿에 바로 전송됩니다. 

블루투스 서비스 범위를 벗어나면 스캔 한 데이터가 손실됩니다. 

(2) 비동기 전송 : 블루투스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스캔 된 데이터는 플래시 메모리에 

저장됩니다. 서비스 범위로 돌아 가면 데이터가 자동으로 스마트 폰/태블릿으로 

전송됩니다. 스마트 폰/태블릿에서 데이터를 수신하면 스캐너가 플래시 메모리에서 

자동으로 스캐너를 제거합니다. 

(3) 배치 전송 : 스캔 한 데이터는 사용자의 작업 환경에 상관없이 플래시 메모리에 

저장됩니다. 블루투스 서비스 범위.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하여 저장된 데이터를 

스마트 폰/태블릿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i) 스캐너의 기능 버튼을 3 초 동안 누르고 

있습니다. (참고 : 데이터 전송을 일시 중지/다시 시작하려면 기능 버튼을 짧게 누릅니다.); 

(ii) “저장된 데이터 전송” 바코드를 스캔 하십시오. 또는 (iii) 해당 직렬 명령을 스캐너로 

보냅니다. (시리얼 프로그래밍 명령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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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 전송, 블루투스(기본)                           비 동기 전송, 블루투스 

 

 

배치 전송, 블루투스                                  저장된 데이터 전송 

 

다음 기능은 스캐너가 블루투스 배치 모드에 있을 때 자동으로 활성화됩니다. 

데이터 수신 확인 : 스캐너는 전송 후 저장된 모든 데이터를 보관하므로 사용자가 데이터를 올바

르게 수신했는지 확인하고 필요할 때 데이터를 재전송 할 수 있습니다. 플래시 메모리에 저장된 

모든 데이터를 삭제하려면 스캔/전원 버튼과 삭제/리셋 버튼을 동시에 3 초 동안 누르거나 모든 

저장 데이터 지우기 바코드를 스캔 하거나 해당 직렬 명령을 스캐너로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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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B 모드 

 

USB 모드 

스캐너가 USB 모드에 있으면 아래에서 해당 바코드를 스캔하여 원하는 프로토콜을 선택할 수 있

습니다. 

 

USB HID-KBW(기본)                              USB 컴포트 에뮬레이션 

 

USB를 통해 데이터를 전송하는 2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 비 동기 전송과 배치전송 

(1) 비 동기 전송(기본) : 스캐너가 USB 케이블을 통해 PC 에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스캔 된 

데이터가 플래시 메모리에 저장됩니다. 스캐너가 USB 케이블을 통해 PC 에 연결되면, 

스캔 된 데이터는 PC 로 바로 전송됩니다. 

(2) 배치 전송 : 스캔 된 데이터는 스캐너가 PC 에 연결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플래시 

메모리에 저장됩니다. 

 

스캔 된 데이터는 스캐너가 PC에 연결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플래시 메모리에 저장됩니다. 

스탭 1: http://dotel.DiskStation.me:5000/sharing/MMedZtWXO 웹사이트에서 CDC-Virtual COM 

Driver를 다운 받아서 PC에 설치를 합니다. 

스탭 2: USB 케이블을 사용하여 스캐너를 PC에 연결하십시오. 스캐너가 연결되면 신호음이 울립

니다. 

스탭 3: PC에서 메모장이나 Office Word를 열고 커서가 항상 그 안에 위치하는지 확인하십시오. 

스캐너의 기능 버튼을 3 초 동안 누르거나 전송 된 데이터 전송 바코드를 스캔 하여 플래시 메모

http://dotel.diskstation.me:5000/sharing/MMedZtWX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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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에서 PC 로의 데이터 전송을 시작하십시오. 전송이 완료되면 스캐너에서 신호음이 울립니다. 

 

배치 전송, USB                              비 동기 전송, USB(기본) 

 

    저장된 데이터 전송 

 

다음 기능은 스캐너가 USB 일괄 처리 모드 일 때 자동으로 활성화됩니다. 또한 아래의 해당 

바코드를 스캔 하여 USB 비 동기 모드에서 이 기능을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 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수신 확인: 스캐너는 전송 후 저장된 모든 데이터를 보관하므로 사용자가 데이터를 

올바르게 수신했는지 확인하고 필요할 때 데이터를 재전송 할 수 있습니다. 플래시 메모리에 

저장된 모든 데이터를 삭제하려면 스캔/전원버튼과 삭제/리셋버튼을 동시에 3 초 동안 누르거나 

모든 저장 데이터 지우기 바코드를 스캔 하거나 해당 시리얼 명령을 스캐너로 보냅니다. 

데이터 수신 확인 안 함: 모든 저장된 데이터는 전송 후에 자동으로 지워집니다. 

 

 

   데이터 수신 확인 안 함(기본)                                   데이터 수신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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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 

1. 스캐너가 한 작동 모드에서 다른 작동 모드로 전환되면 해당 LED 알림과 함께 신호음이 

울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1 장의 LED 알림 참조) 

2. 위에서 언급 한 방법 외에도 스캔/전원 버튼과 기능 버튼을 동시에 3 초 동안 누르면 

블루투스 모드와 USB 모드 사이를 전환 할 수 있습니다. 

 

제품정보 

 

스캔 엔진 펌웨어 버전                                    제조사의 생산날짜 

 

제품의 시리얼 번호                                    제품의 펌웨어&하드웨어 버전 

 

플래시 안의 데이터 삭제 

 

바코드의 저장 수                                      저장된 데이터 모두 삭제 

 

소리 알람 

아래에서 해당 바코드를 스캔 하여 소리 알림을 켜거나 끄십시오. 이 기능을 사용하면 다음 이벤

트 중 하나가 발생할 때 스캐너에서 경고음이 울립니다. 



 

DOT-BS80 

매뉴얼 

Date 2017-04-25 

Rev 1.0 

Page 26 

 

 

CONFIDENTIAL Document KCTNS All rights of reproduction and disclosure reserved. 

1. 스캐너 전원을 인가 

2. 스캐너를 리셋 

3. 바코드 디코드(플래시 메모리에서 바코드 데이터를 제거하는데 유용합니다.) 

4. 스캐너가 Bluetooth 모드 또는 USB 모드로 전환 

5. 블루투스를 통한 데이터 전송 실패 

6. iOS 소프트 키보드 on/off 시 

7. Bluetooth 또는 USB 를 통한 배치 데이터 전송이 시작 

8. Bluetooth 또는 USB 를 통한 배치 데이터 전송이 중단 

9. Bluetooth 또는 USB 를 통한 배치 데이터 전송이 완료 

10. 페어링된 블루투스와 장치가 해제 

11. 스캐너 off 시 

12. 스캐너와 호스트 장치 사이의 USB 연결이 설정 

13. 스캐너와 호스트 장치 간의 USB 연결 해제 

14. 스캐너와 호스트 장치 사이의 Bluetooth 연결이 설정되거나 손실 

 

 

소리 알림 켜기(기본)                                        소리 알림 끄기 

진동 알림 

아래의 적절한 바코드를 스캔 하여 진동 알림을 켜거나 끄십시오. 이 기능을 사용하면 다음 이벤

트 중 하나가 발생하면 스캐너가 진동합니다. 

1. 바코드 디코드(플래시 메모리에서 바코드 데이터를 제거하는데 유용합니다.) 

2. 스캐너가 Bluetooth 모드 또는 USB 모드로 전환 

3. iOS 소프트 키보드 on/off 시 

4. 페어링된 블루투스와 장치가 해제 

5. Bluetooth 또는 USB 를 통한 배치 데이터 전송이 시작 

6. 스캐너 off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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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동 알림 켜기                                        진동 알림 끄기(기본) 

 

블루투스 HID의 문자 간 지연 

적절한 문자 간 지연을 선택하여 전송 중에 데이터가 손실되지 않도록 하십시요. 이 매개 변수는 

블루투스 HID 모드에서만 유효합니다. 

 

0초 

 

5초                                                15초(기본) 

 

25초                                                35초 

 

45초                                             문자간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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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투스 페어링 삭제 

 

블루투스 페어링 삭제 

 

자동/수동 전원 끄기 

기본적으로 30 분 동안 스캐너에서 아무 작업도 수행하지 않으면 스캐너가 자동으로 꺼집니다. 

이 기능은 배터리 수명을 연장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동 전원 끄기 시간 

자동 전원 끄기 시간 설정 : 자동 전원 꺼짐 타이머 설정 바코드를 스캔 한 후 아래 나열된 타이

머 중 하나를 스캔 하십시오. 

 

자동 전원 끄기 시간 설정 

 

5분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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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분                                                    30분(기본) 

 

60분                                                     지속적 

 

아래 바코드를 스캔 하여 스캐너의 전원을 수동으로 끌 수 있습니다. 

 

전원 끄기 

노트 : 전원 끄기 바코드가 스캔 되면 스캐너에서 긴 비프 음이 울린 다음 꺼집니다. 

 

제품 시리얼 번호 

제품 시리얼 번호를 보내거나 보내지 않도록 설정하거나 해제 할 수 있습니다. 

 

시리얼 번호 활성화                                 시리얼 번호 비활성화(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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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표시 

시간 표시를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하여 날짜 및 시간을 전송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시간 표시 활성화                                     시간 표시 비활성화(기본) 

 

날짜 포맷 설정 

 

포맷 1 : mm/dd/yyyy                                      포맷 2 : dd/mm/yyyy   

(예: 01/23/2011)                                           (예: 23/01/2011) 

 

 

포맷 3 : yyyy/mm/dd(기본)                                      현재 날짜&시간 

(예 : 2011/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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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B HID 키보드의 파라메터 

USB 국가 키보드 타입들 

 

미국(기본)                                                벨기에 

 

 브라질                                                캐나다 

 

체코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그리스 

 

헝가리                                               이스라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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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리                                   라틴 아메리카, 남부 아프리카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러시아 

 

슬로바키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_F                                               터키_Q 

 

우크라이나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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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 인코딩 

 

ISO-8859-1(기본)                                          UTF-8 

 

변환 

 

변환 없음(기본)                                         대문자로 모두 변환 

 

소문자로 모두 변환                                   대문자와 소문자와 문자반전 

 

에뮬레이트 ALT+키패드 

이 기능을 사용하면 어떤 키보드 유형이 선택 되더라도 숫자 키패드로 ASCII 문자 (0x00 - 0xFF)

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문자 전송에는 여러 번의 키 입력 에뮬레이션이 포함 되므로 이 방법은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다음 옵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 안 함 : Alt + 키패드 방식으로 ASCII 문자가 전송되지 않습니다. 

모드 1 : 선택한 키보드 유형에서 지원되지 않지만 0x20 ~ 0xFF로 떨어지는 ASCII 문자는 ALT + 

키패드 방식으로 전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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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드 2 : 0x20 ~ 0xFF에 속하는 ASCII 문자는 Alt + 키패드 방식으로 전송됩니다. 

모드 3 : 0x00 ~ 0xFF에 해당하는 ASCII 문자는 Alt + 키패드 방식으로 전송됩니다. 

노트 : 기능 키 맵핑과 모드 3 이 충돌하는 경우 기능 키 맵핑이 제어됩니다. 

 

사용 안함(기본)                                            모드 1 

 

모드 2                                                모드 3 

 

예) 미국 키보드를 선택하면 바코드 데이터 "AÐ F"(65/208/70)가 다음과 같이 전송됩니다. 

(1) 모드 1 사용 

“A” – 키 입력 “A” 

“Ð ” – ALT Make” + “208” + “ALT Break” 

“F” – 키 입력 “F” 

(2) 모드 3 사용 

“A” – “ALT Make” + “065” + “ALT Break” 

“Ð ” – “ALT Make” + “208” + “ALT Break” 

“F” – “ALT Make” + “070” + “ALT Bre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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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 맵핑 기능 

기능 키 맵핑이 활성화되면 기능 문자 (0x00 - 0x1F)가 키패드를 통해 ASCII 시퀀스로 전송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부록의 ASCII 기능 키 맵핑 표를 참조하십시오. 

 

 

키 맵핑 활성화                                    키 맵핑 비활성화(기본) 

 

예) 바코드 데이터 0x16 

 

키 맵핑 활성화 Ctrl+V 

키 맵핑 비 활성화 F1 

 

 

에뮬레이드 숫자 키패드 

이 기능을 사용하지 않으면 바코드 데이터가 기본 키보드의 키 입력으로 에뮬레이트 됩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려면 숫자 키패드 에뮬레이트 바코드를 스캔 하십시오. 숫자(0-9)는 숫자 키패드에

서 키 키패드로 에뮬레이트 되지만 "+", "_", "*", "/", "."와 같은 다른 문자는 여전히 메인 키보드에

서 에뮬레이트 됩니다. 

 

숫자 키패드 에뮬레이트                         숫자 키패드 에뮬레이트 미사용(기본) 



 

DOT-BS80 

매뉴얼 

Date 2017-04-25 

Rev 1.0 

Page 36 

 

 

CONFIDENTIAL Document KCTNS All rights of reproduction and disclosure reserved. 

코드 페이지 

코드 페이지 프로그래밍 기능은 더 많은 국제 문자를 지원하기 위해 제공된다. 이 기능은 ASCII문

자가 Alt + 키패드 방식으로 전송하는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Windows 1252(라틴 I) (기본)                                Windows 1251(키릴) 

 

예 1 : ISO-8859-1로 인코딩된 러시아어로 적절한 출력을 얻기 위해 스캐너를 설정합니다. 

1. Windows 1251(키릴) 바코드를 스캔 합니다. 

2. 이 장의 에뮬레이트 ALT+Keypad 에서 Mode3 바코드를 스캔 합니다. 

3. 이 장의 문자 인코딩에서 ISO-8859-1 바코드를 스캔 하십시오. 

 

예 2 : UTF-8로 인코딩된 러시아어로 적절한 출력을 얻기 위해 스캐너를 설정합니다. 

1. Windows 1251(키릴) 바코드를 스캔합니다. 

2. 이 장의 에뮬레이트 ALT+Keypad 에서 Mode3 바코드를 스캔합니다. 

3. 이 장의 문자 인코딩에서 UTF-8 바코드를 스캔 하십시오. 

 

KBW에 키 입력 간 지연 

키 입력 간 지연시간 설정, 아래의 바코드 값에서 키 입력 간 지연을 설정하세요. 

 

키 입력 간 지연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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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초(기본)                                                     8초 

 

13초                                                        18초 

 

23초                                                        28초 

 

33초                                                        38초 

 

43초                                                        48초 

 

63초                                                        68초 

 

73초                                                         78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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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심볼로직스 

소개 

모든 기호 (바코드 유형)에는 고유 한 속성이 있습니다. 이 장에서는 다양한 바코드 기호를 식별 

할 수 있도록 스캐너를 구성하기 위한 프로그래밍 바코드를 제공합니다. 스캐너의 효율성을 높이

기 위해 사용하지 않는 것을 비활성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1D 스캐너 

모든 심볼로직스 활성/비활성 

 

 

모든 심볼로직스 활성                                       모든 심볼로직스 비활성 

 

 

Code128 

공장 기본값 복원 

 

Code 128 공장 기본값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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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de 128 활성/비활성 

 

Code 128 활성                                          Code 128 비활성 

스캐너는 최소 길이와 최대 길이 사이의 길이를 포함한 코드 128 바코드 만 판독 하도록 구성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수행하려면 최소 및 최대 길이를 설정해야 합니다. 최소 길이가 최대 길이

보다 크게 설정되면 스캐너는 최소 또는 최대 길이로 코드 128 바코드 만 판독 합니다. 최소 길

이가 최대 길이와 같으면 해당 길이의 코드 128 바코드 만 판독 됩니다. 

 

Code 128 길이범위 설정 

 

 

최소길이 설정                                              최대길이 설정 

예) 8자에서 12자 사이의 코드 128 바코드를 판독 하도록 스캐너 설정 

1. 최소길이 설정 바코드를 스캔 하십시오. 

2. 부록의 숫자 바코드 (1D 스캐너)에서 숫자 바코드 "8"을 스캔 하십시요. 

3. 부록의 바코드 저장/취소 (1D 스캐너)에서 저장 바코드를 스캔 하십시요. 

4. 최대길이 설정 바코드를 스캔 하십시오. 

5. 부록의 숫자 바코드 (1D 스캐너)에서 "1"및 "2"숫자 바코드를 스캔 하십시요. 

6. 부록의 바코드 저장/취소 (1D 스캐너)에서 저장 바코드를 스캔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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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C/EAN-128 

공장 기본값 복원 

 

UCC/EAN-128의 공장 기본값 복원 

 

활성/비활성 UCC/EAN-128 

 

UCC/EAN-128 활성(기본)                                   UCC/EAN-128 비활성 

UCC/EAN-128 길이범위 설정 

스캐너는 최소 및 최대 길이 사이의 길이를 포함하는 UCC / EAN-128 바코드 만 판독 하도록 구

성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수행하려면 최소 및 최대 길이를 설정해야 합니다. 

최소 길이가 최대 길이보다 크게 설정되면 스캐너는 최소 또는 최대 길이의 UCC / EAN-128 바코

드 만 판독 합니다. 최소 길이가 최대 길이와 같으면 해당 길이의 UCC / EAN-128 바코드 만 판

독 됩니다 

 

 

최소길이 설정                                               최대길이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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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 8 자에서 12 자 사이의 UCC / EAN-128 바코드를 판독 하도록 스캐너를 설정하십시오. 

1. 최소 길이 설정 바코드를 스캔 하십시오. 

2. 부록의 숫자 바코드 (1D 스캐너)에서 숫자 바코드 "8"을 스캔 하십시오. 

3. 부록의 바코드 저장 / 취소 (1D 스캐너)에서 저장 바코드를 스캔 하십시오. 

4. 최대 길이 설정 바코드를 스캔 하십시오. 

5. 부록의 바코드 저장 / 취소 (1D 스캐너)에서 저장 바코드를 스캔 하십시오. 

 

AIM 128 

공장 기본값 복원 

 

AIM 128 공장 기본값 복원 

 

AIM 128 활성/비활성 

 

AIM 128 활성                                             AIM 128 비활성 

 

AIM 128 길이범위 설정 

스캐너는 최소 길이와 최대 길이 사이에 있는 길이의 AIM128 바코드만 판독 하도록 구성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수행하려면 최소 및 최대 길이를 설정해야 합니다. 

최소 길이가 최대 길이보다 크게 설정되면 스캐너는 최소 또는 최대 길이의 AIM128 바코드 만 

판독 합니다. 최소 길이가 최대 길이와 같으면 해당 길이의 AIM128 바코드 만 판독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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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길이 설정                                             최대길이 설정 

예 : 8 자에서 12 자 사이의 AIM 128 바코드를 판독 하도록 스캐너를 설정하십시오. 

1. 최소 길이 설정 바코드를 스캔 하십시오. 

2. 부록의 숫자 바코드 (1D 스캐너)에서 숫자 바코드 "8"을 스캔 하십시오. 

3. 부록의 바코드 저장 / 취소 (1D 스캐너)에서 저장 바코드를 스캔 하십시오. 

4. 최대 길이 설정 바코드를 스캔 하십시오. 

5. 부록의 바코드 저장 / 취소 (1D 스캐너)에서 저장 바코드를 스캔 하십시오. 

 

EAN-8 

공장 기본값 복원 

 

EAN-8 공장 기본값 복원 

EAN-8 활성/비활성 

 

EAN-8 활성(기본)                                            EAN-8 비활성 

  



 

DOT-BS80 

매뉴얼 

Date 2017-04-25 

Rev 1.0 

Page 43 

 

 

CONFIDENTIAL Document KCTNS All rights of reproduction and disclosure reserved. 

2자리 부가기능 코드 

EAN-8 바코드는 2 자릿수 추가 코드를 사용하여 새로운 형태를 형성할 수 있다. 

 2 자리 부가기능 코드 비 활성 : 스캐너는 EAN-8 을 판독하고 EAN-8 플러스 2 자리 부가 

기능 바코드가 제시되면 기능 바코드 무시합니다. 또한 추가 기능 코드가 없는 EAN-8 

바코드를 판독 할 수도 있습니다. 

 2 자리 부가기능 코드 활성 : 스캐너는 2 자리 추가 코드가 있거나 없는 EAN-8 바코드의 

조합을 판독 합니다. 

 EAN-8 + 2 자리 추가 코드만 판독 : 스캐너는 2 자리 추가 코드를 포함하는 바코드만 

판독 합니다. 

 

 

 

2자리 부가 기능코드 비활성(기본)                             2자리 부가 기능코드 활성 

 

디코드 EAN-8 + 2자리 추가 코드만 

 

5자리 부가기능 코드 

EAN-8 바코드는 5 자릿수 추가 코드를 사용하여 새로운 형태를 형성할 수 있다. 

 5 자리 부가기능 코드 비 활성 : 스캐너는 EAN-8 을 판독하고 EAN-8 플러스 5 자리 부가 

기능 바코드가 제시되면 기능 바코드 무시합니다. 또한 추가 기능 코드가 없는 EAN-8 

바코드를 판독 할 수도 있습니다. 

 5 자리 부가기능 코드 활성 : 스캐너는 5 자리 추가 코드가 있거나 없는 EAN-8 바코드의 

조합을 판독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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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AN-8 + 5 자리 추가 코드만 판독 : 스캐너는 5 자리 추가 코드를 포함하는 바코드만 

판독합니다. 

 

 

5자리 부가 기능코드 비활성(기본)                              5자리 부가 기능코드 활성 

 

디코드 EAN-8 + 5자리 추가 코드만 

 

EAN-8 확대(연장) 

 EAN-8 Zero Extend 활성 : EAN-8 바코드를 그대로 전송합니다. 

 EAN-8 Zero Extend 비 활성 : 5 개의 앞에 오는 0 을 추가하여 13 자리까지 확장할 수 

있도록 EAN-8 를 판독 합니다. 

 EAN-8 에서 EAN-13 변환 : 판독 된 EAN-8 바코드에 5 개의 앞에 오는 0 을 추가하여 

EAN-13 바코드 형식과 호환되도록 합니다. 

 

Check digit 전송 

EAN-8은 데이터의 무 결성을 확인하는 데 사용되는 검사 숫자로 마지막 8 자리 길이입니다. 

 

EAN-8 check digit 전송(기본)                                 EAN-8 check digit 미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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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N-13 

공장 기본값 복원 

 

EAN-13의 공장 기본값 복원 

 

EAN-13 활성/비활성 

 

EAN-13 활성(기본)                                            EAN-13 비활성 

 

Check Digit 전송 

EAN-13은 길이가 13 자리이며 마지막 부분은 데이터의 무 결성을 확인하는 데 사용되는 검사 숫

자입니다. 

 

EAN-13 Check digit 전송(기본)                                EAN-13 Check digit 미 전송 

 

2자리 부가 기능코드 

EAN-13 바코드는 2 자릿수 추가 코드를 사용하여 새로운 형태를 형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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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자리 부가기능 코드 비 활성 : 스캐너는 EAN-8 을 판독하고 EAN-13 플러스 2 자리 

부가 기능 바코드가 제시되면 기능 바코드 무시합니다. 또한 추가 기능 코드가 없는 

EAN-13 바코드를 판독 할 수도 있습니다. 

 2 자리 부가기능 코드 활성 : 스캐너는 2 자리 추가 코드가 있거나 없는 EAN-8 바코드의 

조합을 판독 합니다. 

 EAN-13 + 2 자리 추가 코드만 판독 : 스캐너는 2 자리 추가 코드를 포함하는 바코드만 

판독 합니다. 

 

 

EAN-13 check digit 전송(기본)                                 EAN-13 check digit 미 전송 

 

 

EAN-13 + 2자리 추가 코드만 판독 

 

5자리 부가기능 코드 

EAN-13 바코드는 5 자릿수 추가 코드를 사용하여 새로운 형태를 형성할 수 있다. 

 5 자리 부가기능 코드 비 활성 : 스캐너는 EAN-8 을 판독하고 EAN-13 플러스 5 자리 

부가 기능 바코드가 제시되면 기능 바코드 무시합니다. 또한 추가 기능 코드가 없는 

EAN-13 바코드를 판독 할 수도 있습니다. 

 5 자리 부가기능 코드 활성 : 스캐너는 5 자리 추가 코드가 있거나 없는 EAN-13 

바코드의 조합을 판독 합니다. 

 EAN-13 + 5 자리 추가 코드만 판독 : 스캐너는 5 자리 추가 코드를 포함하는 바코드만 

판독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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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N-13 290의 추가코드 요구 사항으로 시작 

이 설정은 스캐너가 "290"으로 시작하는 EAN-13 바코드에 추가코드 (2 자리 또는 5 자리)를 요구

하도록 프로그램 합니다. 다음 설정을 프로그래밍 할 수 있습니다. 

추가코드 요청 : "290"으로 시작하는 모든 EAN-13 바코드는 2 자리 또는 5 자리 추가 코드를 가

져야 합니다. 추가코드가 있는 EAN-13 바코드가 전송됩니다. 필요한 추가 코드가 없으면 EAN-13 

바코드가 삭제됩니다. 

추가코드 미 요청 : 만약 추가코드 요청 선택이 되어 있고, 비활성화 원한다면 추가코드 미 요청 

바코드를 스캔 하세요. EAN-13 바코드는 "2 또는 5 자리 추가 코드"기능 선택에 따라 처리됩니다. 

 

추가코드 미 요청(기본)                                           추가코드 요청 

EAN-13 378/379의 추가코드 요구 사항으로 시작 

이 설정은 스캐너가 "378"또는 "379"로 시작하는 EAN-13 바코드에 추가코드 (2 자리 또는 5 자

리)를 요구하도록 프로그램 합니다. 다음 설정을 프로그래밍 할 수 있습니다. 

추가코드 요청 : "378"또는 "379"로 시작하는 모든 EAN-13 바코드는 2 자리 또는 5 자리 추가 코

드가 있어야 합니다. 추가코드가 있는 EAN-13 바코드가 전송됩니다. 필요한 추가 코드가 없으면 

EAN-13 바코드가 삭제됩니다. 

추가코드 미 요청 : 만약 추가코드 요청 선택이 되어 있고, 비활성화 원한다면 추가코드 미 요청 

바코드를 스캔 하세요. EAN-13 바코드는 "2 또는 5 자리 추가 코드"기능 선택에 따라 처리됩니다. 

 

.  추가코드 미 요청(기본)                                           추가코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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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N-13 414/419의 추가코드 요구 사항으로 시작 

이 설정은 스캐너가 "414"또는 "419"로 시작하는 EAN-13 바코드에 추가코드 (2 자리 또는 5 자

리)를 요구하도록 프로그램 합니다. 다음 설정을 프로그래밍 할 수 있습니다. 

추가코드 요청 : "414"또는 "419"로 시작하는 모든 EAN-13 바코드는 2 자리 또는 5 자리 추가 코

드가 있어야 합니다. 추가코드가 있는 EAN-13 바코드가 전송됩니다. 필요한 추가 코드가 없으면 

EAN-13 바코드가 삭제됩니다. 

추가코드 미 요청 : 만약 추가코드 요청 선택이 되어 있고, 비활성화 원한다면 추가코드 미 요청 

바코드를 스캔 하세요. EAN-13 바코드는 "2 또는 5 자리 추가 코드"기능 선택에 따라 처리됩니다. 

 

추가코드 미 요청(기본)                                           추가코드 요청 

 

EAN-13 434/439의 추가코드 요구 사항으로 시작 

이 설정은 스캐너가 "434"또는 "439"로 시작하는 EAN-13 바코드에 추가코드 (2 자리 또는 5 자

리)를 요구하도록 프로그램 합니다. 다음 설정을 프로그래밍 할 수 있습니다. 

추가코드 요청 : "434"또는 "439"로 시작하는 모든 EAN-13 바코드는 2 자리 또는 5 자리 추가 코

드가 있어야 합니다. 추가코드가 있는 EAN-13 바코드가 전송됩니다. 필요한 추가 코드가 없으면 

EAN-13 바코드가 삭제됩니다. 

추가코드 미 요청 : 만약 추가코드 요청 선택이 되어 있고, 비활성화 원한다면 추가코드 미 요청 

바코드를 스캔 하세요. EAN-13 바코드는 "2 또는 5 자리 추가 코드"기능 선택에 따라 처리됩니다. 

 

추가코드 미 요청(기본)                                           추가코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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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N-13 977의 추가코드 요구 사항으로 시작 

이 설정은 스캐너가 "977"로 시작하는 EAN-13 바코드에 추가코드 (2 자리 또는 5 자리)를 요구하

도록 프로그램 합니다. 다음 설정을 프로그래밍 할 수 있습니다. 

추가코드 요청 : "977"로 시작하는 모든 EAN-13 바코드는 2 자리 또는 5 자리 추가 코드가 있어

야 합니다. 추가코드가 있는 EAN-13 바코드가 전송됩니다. 필요한 추가 코드가 없으면 EAN-13 

바코드가 삭제됩니다. 

추가코드 미 요청 : 만약 추가코드 요청 선택이 되어 있고, 비활성화 원한다면 추가코드 미 요청 

바코드를 스캔 하세요. EAN-13 바코드는 "2 또는 5 자리 추가 코드"기능 선택에 따라 처리됩니다. 

 

추가코드 미 요청(기본)                                           추가코드 요청 

EAN-13 978의 추가코드 요구 사항으로 시작 

이 설정은 스캐너가 "978"로 시작하는 EAN-13 바코드에 추가코드 (2 자리 또는 5 자리)를 요구하

도록 프로그램 합니다. 다음 설정을 프로그래밍 할 수 있습니다. 

추가코드 요청 : "978"로 시작하는 모든 EAN-13 바코드는 2 자리 또는 5 자리 추가 코드가 있어

야 합니다. 추가코드가 있는 EAN-13 바코드가 전송됩니다. 필요한 추가 코드가 없으면 EAN-13 

바코드가 삭제됩니다. 

추가코드 미 요청 : 만약 추가코드 요청 선택이 되어 있고, 비활성화 원한다면 추가코드 미 요청 

바코드를 스캔 하세요. EAN-13 바코드는 "2 또는 5 자리 추가 코드"기능 선택에 따라 처리됩니다. 

 

추가코드 미 요청(기본)                                           추가코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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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N-13 979의 추가코드 요구 사항으로 시작 

이 설정은 스캐너가 "979"로 시작하는 EAN-13 바코드에 추가코드 (2 자리 또는 5 자리)를 요구하

도록 프로그램 합니다. 다음 설정을 프로그래밍 할 수 있습니다. 

추가코드 요청 : "979"로 시작하는 모든 EAN-13 바코드는 2 자리 또는 5 자리 추가 코드가 있어

야 합니다. 추가코드가 있는 EAN-13 바코드가 전송됩니다. 필요한 추가 코드가 없으면 EAN-13 

바코드가 삭제됩니다. 

추가코드 미 요청 : 만약 추가코드 요청 선택이 되어 있고, 비활성화 원한다면 추가코드 미 요청 

바코드를 스캔 하세요. EAN-13 바코드는 "2 또는 5 자리 추가 코드"기능 선택에 따라 처리됩니다. 

 

추가코드 미 요청(기본)                                           추가코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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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N 

공장 기본값 복원 

 

ISSN 공장 기본값 복원 

ISSN 활성/비활성 

 

ISSN 활성                                               ISSN 비활성(기본) 

 

ISBN 

공장 기본값 복원 

 

ISBN 공장 기본값 복원 

ISBN 활성/비활성 

 

ISBN 활성                                                ISBN 비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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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포맷 설정 

 

ISBN-13(기본)                                                  ISBN-10 

 

UPC-E 

공장 기본값 복원 

 

UPC-E 공장 기본값 복원 

UPC-E 활성/비활성 

 

UPC-E 활성(기본)                                             UPC-E 비활성 

 

Check Digit 전송 

UPC-E는 데이터의 무 결성을 확인하는 데 사용되는 검사 숫자로 마지막 8 자리 길이입니다. 

 

UPC-E check digit 전송(기본)                                  UPC-E check digit 미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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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자리 부가기능 코드 

UPC-E 바코드는 두 자릿수의 추가코드로 새 코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2 자리 부가기능 코드 비 활성 : 스캐너는 UPC-E 을 판독하고 UPC-E 플러스 2 자리 

부가 기능 바코드가 제시되면 기능 바코드 무시합니다. 또한 추가 기능 코드가 없는 

UPC-E 바코드를 판독 할 수도 있습니다. 

 2 자리 부가기능 코드 활성 : 스캐너는 2 자리 추가 코드가 있거나 없는 UPC-E 바코드의 

조합을 판독 합니다. 

 UPC-E + 2 자리 추가 코드만 판독 : 스캐너는 2 자리 추가 코드를 포함하는 바코드만 

판독 합니다. 

 

 

2자리 부가 기능코드 비활성(기본)                             2자리 부가 기능코드 활성 

 

 

UPC-E + 2자리 추가 코드만 판독 

 

5자리 부가기능 코드 

UPC-E 바코드는 5 자릿수의 추가코드로 새 코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5 자리 부가기능 코드 비 활성 : 스캐너는 UPC-E 을 판독하고 UPC-E 플러스 5 자리 

부가 기능 바코드가 제시되면 기능 바코드 무시합니다. 또한 추가 기능 코드가 없는 

UPC-E 바코드를 판독 할 수도 있습니다. 

 5 자리 부가기능 코드 활성 : 스캐너는 5 자리 추가 코드가 있거나 없는 UPC-E 바코드의 

조합을 판독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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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C-E + 5 자리 추가 코드만 판독 : 스캐너는 5 자리 추가 코드를 포함하는 바코드만 

판독 합니다. 

 

 

5자리 부가 기능코드 비활성(기본)                              5자리 부가 기능코드 활성 

 

UPC-E + 5자리 추가 코드만 판독 

 

전문 문자 전송 

앞 문자(국가 코드 및 시스템 특성)는 UPC-E 바코드의 일부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하여 호스트 디바이스에 대한 UPC-E 앞 문자를 전송합니다. 시스템 문자만 송신하거

나, 시스템 문자 및 국가 코드("0")를 전송하거나, 전문성을 전달하지 않습니다. 

 

미 전문(기본)                                                시스템 문자 

 

시스템 문자 & 국가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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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C-E 확장 

 UPC-E 확장 비 활성 : UCP-E 바코드를 그대로 전송합니다. 

 UPC-E 확장 활성 : UPC-E 와 길이가 호환되도록 UPC-A 바코드를 확장합니다. 

 UPC-E 에서 UCP-A 변환 : UPC-E 바코드를 UPC-A 형식과 호환되도록 확장합니다. 

 

 

UPC-E 확장 비활성(기본)                                          UPC-E 확장 활성 

 

UPC-E에서 UPC-A 변환 

 

UPC-A 

공장 기본값 복원 

 

UPC-A 공장 기본값 복원 

UPC-A 활성/비활성 

 

UPC-A 활성(기본)                                           UPC-A 비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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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ck Digit 전송 

 

UPC-A Check Digit 전송(기본)                                  UPC-A Check Digit 미 전송 

전문 문자 전송 

앞 문자(국가 코드 및 시스템 특성)는 UPC-A 바코드의 일부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하여 호스트 디바이스에 대한 UPC-A 앞 문자를 전송합니다. 시스템 문자만 송신하거

나, 시스템 문자 및 국가 코드("0")를 전송하거나, 전문성을 전달하지 않습니다. 

 

미 전문(기본)                                                시스템 문자 

 

시스템 문자 & 국가코드 

2자리 부가기능 코드 

UPC-E 바코드는 두 자릿수의 추가코드로 새 코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2 자리 부가기능 코드 비 활성 : 스캐너는 UPC-A 을 판독하고 UPC-A 플러스 2 자리 

부가 기능 바코드가 제시되면 기능 바코드 무시합니다. 또한 추가 기능 코드가 없는 

UPC-A 바코드를 판독 할 수도 있습니다. 

 2 자리 부가기능 코드 활성 : 스캐너는 2 자리 추가 코드가 있거나 없는 UPC-A 바코드의 

조합을 판독 합니다. 

 UPC-A + 2 자리 추가 코드만 판독 : 스캐너는 2 자리 추가 코드를 포함하는 바코드만 

판독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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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자리 부가 기능코드 비활성(기본)                             2자리 부가 기능코드 활성 

 

UPC-E + 2자리 추가 코드만 판독 

 

5자리 부가기능 코드 

UPC-A 바코드는 5 자릿수의 추가코드로 새 코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5 자리 부가기능 코드 비 활성 : 스캐너는 UPC-A 을 판독하고 UPC-A 플러스 5 자리 

부가 기능 바코드가 제시되면 기능 바코드 무시합니다. 또한 추가 기능 코드가 없는 

UPC-A 바코드를 판독 할 수도 있습니다. 

 5 자리 부가기능 코드 활성 : 스캐너는 5 자리 추가 코드가 있거나 없는 UPC-A 바코드의 

조합을 판독 합니다. 

 UPC-A + 5 자리 추가 코드만 판독 : 스캐너는 5 자리 추가 코드를 포함하는 바코드만 

판독 합니다. 

 

5자리 부가 기능코드 비활성(기본)                              5자리 부가 기능코드 활성 

 

UPC-E + 5자리 추가 코드만 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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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leaved 2 of 5 

공장 기본값 복원 

 

Interleaved 2 of 5 공장 기본값 복원 

Interleaved 2 of 5 활성/비활성 

 

Interleaved 2of 5 활성(기본)                                  Interleaved 2 of 5 비활성 

Check Digit 검증 

 

 비활성                                검증 후에 Check Digit 전송 미 사용(기본) 

 

검증 후에 Check Digit 전송 사용 

 

Interleaved 2 of 5 길이범위 설정 

스캐너는 최소 길이와 최대 길이 사이의 길이를 포함한 코드 Interleaved 2 of 5 바코드 만 판독 

하도록 구성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수행하려면 최소 및 최대 길이를 설정해야 합니다. 최소 길이

가 최대 길이보다 크게 설정되면 스캐너는 최소 또는 최대 길이로 코드 Interleaved 2 of 5 바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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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판독 합니다. 최소 길이가 최대 길이와 같으면 해당 길이의 코드 Interleaved 2 of 5 바코드 만 

판독 됩니다. 

 

최소길이 설정                                               최대길이 설정 

예 : 8자에서 12자 사이의 코드 Interleaved 2 of 5 바코드를 판독 하도록 스캐너 설정 

1. 최소길이 설정 바코드를 스캔 하십시오. 

2. 부록의 숫자 바코드 (1D 스캐너)에서 숫자 바코드 "8"을 스캔 하십시오. 

3. 부록의 바코드 저장 / 취소 (1D 스캐너)에서 저장 바코드를 스캔 하십시오. 

4. 최대길이 설정 바코드를 스캔 하십시오. 

5. 부록의 숫자 바코드 (1D 스캐너)에서 "1"및 "2"숫자 바코드를 스캔 하십시오. 

6. 부록의 바코드 저장 / 취소 (1D 스캐너)에서 저장 바코드를 스캔 하십시오. 

 

ITF-6 

ITF-6은 특수 문자 인 Interleaved 2 of 5의 종류이며 길이는 6 자이며 마지막 문자는 검사 문자입

니다. 

 

ITF-6 공장 기본값 복원                                          ITF-6 비활성(기본) 

 

ITF-6 활성, Check Digit 미 전송                                ITF-6 활성, Check Digit 전송 

노트 : ITF-6과 Interleaved 2 of 5 는 동시에 활성화하여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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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F-14 

ITF-14는 특수 문자 인 Interleaved 2 of 5의 종류이며 길이는 14 자이며 마지막 문자는 검사 문자

입니다. 

 

ITF-14 공장 기본값 복원                                ITF-14 활성, Check Digit 미 전송 

 

ITF-14 비활성                                      ITF-14 활성, Check Digit 전송 

 

노트 : ITF-14과 Interleaved 2 of 5는 동시에 활성화하여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Deutsche 14 

공장 기본값 복원 

 

Deutsche 14 공장 기본값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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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utsche 14 활성/비활성 

 

Deutsche 14 활성, Check Digit 미 전송                           Deutsche 14 활성(기본) 

 

Deutsche 14 활성, Check Digit 전송 

 

노트 :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Deutsche 14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Deutsche 

14, ITF-14 및 Interleaved 2 of 5는 동일한 판독 방법을 사용하고 동시에 활성화하면 판독 할 때 

서로 쉽게 혼동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Deutsche 12 

공장 기본값 복원 

 

Deutsche 12 공장 기본값 복원 

Deutsche 12 활성/비활성 

 

Deutsche 12 활성, Check Digit 미 전송                          Deutsche 12 비활성(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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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utsche 12 활성, Check Digit 전송 

 

노트 :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Deutsche 12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Deutsche 

14, ITF-12 및 Interleaved 2 of 5는 동일한 판독방법을 사용하고 동시에 활성화하면 판독 할 때 서

로 쉽게 혼동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COOP 25(Japanese Matrix 2 of 5) 

공장 기본값 복원 

 

공장 기본값 복원 

COOP 25 활성/비활성 

 

COOP 25 활성                                           비활성 COOP 25(기본) 

Check Digit 검증 

 

비활성(기본)                                           검증 후 Check Digit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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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후 Check Digit 미 전송 

 

COOP 25 길이범위 설정 

스캐너는 최소 길이와 최대 길이 사이의 길이를 포함한 코드 COOP 25 바코드 만 판독 하도록 

구성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수행하려면 최소 및 최대 길이를 설정해야 합니다. 최소 길이가 최대 

길이보다 크게 설정되면 스캐너는 최소 또는 최대 길이로 코드 COOP 25 바코드 만 판독 합니다. 

최소 길이가 최대 길이와 같으면 해당 길이의 코드 COOP 25 바코드 만 판독 됩니다. 

 

예 : 8자에서 12자 사이의 코드 COOP 25 바코드를 판독 하도록 스캐너 설정 

1. 최소길이 설정 바코드를 스캔 하십시오. 

2. 부록의 숫자 바코드 (1D 스캐너)에서 숫자 바코드 "8"을 스캔 하십시오. 

3. 부록의 바코드 저장 / 취소 (1D 스캐너)에서 저장 바코드를 스캔 하십시오. 

4. 최대길이 설정 바코드를 스캔 하십시오. 

5. 부록의 숫자 바코드 (1D 스캐너)에서 "1"및 "2"숫자 바코드를 스캔 하십시오. 

6. 부록의 바코드 저장 / 취소 (1D 스캐너)에서 저장 바코드를 스캔 하십시오. 

 

Matrix 2 of 5(European Matrix 2 of 5) 

공장 기본값 복원 

 

Matrix 2 of 5 공장 기본값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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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rix 2 of 5 활성/비활성 

 

Matrix 2 of 5(기본)                                          Matrix 2 of 5 비활성 

Check Digit 검증 

 

비활성(기본)                                          검증 후 Check Digit 전송 

 

검증 후 Check Digit 미 전송 

 

Matrix 2 of 5 길이범위 설정 

스캐너는 최소 길이와 최대 길이 사이의 길이를 포함한 코드 Matrix 2 of 5 바코드 만 판독 하도

록 구성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수행하려면 최소 및 최대 길이를 설정해야 합니다. 최소 길이가 최

대 길이보다 크게 설정되면 스캐너는 최소 또는 최대 길이로 코드 Matrix 2 of 5 바코드 만 판독 

합니다. 최소 길이가 최대 길이와 같으면 해당 길이의 코드 Matrix 2 of 5 바코드 만 판독 됩니다. 

 

최소길이 설정                                               최대길이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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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 8자에서 12자 사이의 코드 Matrix 2 of 5 바코드를 판독 하도록 스캐너 설정 

1. 최소길이 설정 바코드를 스캔 하십시오. 

2. 부록의 숫자 바코드 (1D 스캐너)에서 숫자 바코드 "8"을 스캔 하십시오. 

3. 부록의 바코드 저장 / 취소 (1D 스캐너)에서 저장 바코드를 스캔 하십시오. 

4. 최대길이 설정 바코드를 스캔 하십시오. 

5. 부록의 숫자 바코드 (1D 스캐너)에서 "1"및 "2"숫자 바코드를 스캔 하십시오. 

6. 부록의 바코드 저장 / 취소 (1D 스캐너)에서 저장 바코드를 스캔 하십시오. 

 

Industrial 25 

공장 기본값 복원 

 

Industrial 25 공장 기본값 복원 

Industrial 25 활성/비활성 

 

Industrial 25 활성(기본)                                       Industrial 25 비활성 

Check Digit 검증 

 

비활성(기본)                                          검증 후 Check Digit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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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후 Check Digit 미 전송 

 

Industrial 25 길이범위 설정 

스캐너는 최소 길이와 최대 길이 사이의 길이를 포함한 코드 Industrial 25 바코드 만 판독 하도록 

구성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수행하려면 최소 및 최대 길이를 설정해야 합니다. 최소 길이가 최대 

길이보다 크게 설정되면 스캐너는 최소 또는 최대 길이로 코드 Industrial 25 바코드 만 판독 합니

다. 최소 길이가 최대 길이와 같으면 해당 길이의 코드 Industrial 25 바코드 만 판독 됩니다. 

 

 

최소길이 설정                                              최대길이 설정 

예 : 8자에서 12자 사이의 코드 Industrial 25 바코드를 판독 하도록 스캐너 설정 

1. 최소길이 설정 바코드를 스캔 하십시오. 

2. 부록의 숫자 바코드 (1D 스캐너)에서 숫자 바코드 "8"을 스캔 하십시오. 

3. 부록의 바코드 저장 / 취소 (1D 스캐너)에서 저장 바코드를 스캔 하십시오. 

4. 최대길이 설정 바코드를 스캔 하십시오. 

5. 부록의 숫자 바코드 (1D 스캐너)에서 "1"및 "2"숫자 바코드를 스캔 하십시오. 

부록의 바코드 저장 / 취소 (1D 스캐너)에서 저장 바코드를 스캔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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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ndard 25 

공장 기본값 복원 

 

Standard 25 공장 기본값 복원 

Standard 25 활성/비활성 

 

Standard 25 활성(기본)                                       Standard 25 비활성 

Check Digit 검증 

 

비활성(기본)                                          검증 후 Check Digit 전송 

 

검증 후 Check Digit 미 전송 

 

Standard 25 길이범위 설정 

스캐너는 최소 길이와 최대 길이 사이의 길이를 포함한 코드 Standard 25 바코드 만 판독 하도록 

구성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수행하려면 최소 및 최대 길이를 설정해야 합니다. 최소 길이가 최대 

길이보다 크게 설정되면 스캐너는 최소 또는 최대 길이로 코드 Standard 25 바코드 만 판독 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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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최소 길이가 최대 길이와 같으면 해당 길이의 코드 Standard 25 바코드 만 판독 됩니다. 

 

최소길이 설정                                              최대길이 설정 

예 : 8자에서 12자 사이의 코드 Standard 25 바코드를 판독 하도록 스캐너 설정 

1. 최소길이 설정 바코드를 스캔 하십시오. 

2. 부록의 숫자 바코드 (1D 스캐너)에서 숫자 바코드 "8"을 스캔 하십시오. 

3. 부록의 바코드 저장 / 취소 (1D 스캐너)에서 저장 바코드를 스캔 하십시오. 

4. 최대길이 설정 바코드를 스캔 하십시오. 

5. 부록의 숫자 바코드 (1D 스캐너)에서 "1"및 "2"숫자 바코드를 스캔 하십시오. 

6. 부록의 바코드 저장 / 취소 (1D 스캐너)에서 저장 바코드를 스캔 하십시오. 

 

Code 39 

공장 기본값 복원 

 

                                Code 39 공장 기본값 복원 

Code 39 활성/비활성 

 

Code 39 활성(기본)                                          Code 39 비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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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ck Digit 검증 

 

비활성(기본)                                          검증 후 Check Digit 전송 

 

검증 후 Check Digit 미 전송 

 

시작/정지 문자 전송 

코드 39는 시작 문자와 중지 문자 모두에 별표 (*)를 사용합니다. 아래의 해당 바코드를 스캔 하

여 시작 / 정지 문자를 전송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시작/정지 문자 전송(기본)                                     시작/정지 문자 미 전송 

Code 39 Full ASCII 활성/비활성 

스캐너는 아래의 해당 바코드를 스캔 하여 모든 ASCII 문자를 식별하도록 구성 할 수 있습니다. 

 

Code 39 Full ASCII 비활성                                   Code 39 Full ASCII 활성(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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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de 32 활성/비활성 

Code 32는 이탈리아 제약 업계에서 사용하는 Code 39의 변형입니다. 아래의 해당 바코드를 스캔 

하여 Code 32를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 하십시오. 이 매개 변수가 작동하려면 Code 39가 활성화 

되어 있어야 하며 Code 39 확인 digit 확인을 비활성화 해야 합니다. 

 

Code 32 Prefix 

아래의 해당 바코드를 스캔 하여 모든 code 32 바코드에 접두사 "A"를 추가하거나 해제합니다. 

이 매개 변수가 작동하려면 Code 32를 사용해야 합니다. 

 

Code 32 Prefix 비활성(기본)                                     Code 32 Prefix 활성 

 

Code 32 Check Digit 전송 

이 매개 변수가 작동하려면 Code 32를 사용해야 합니다. 

 

Code 32 Check Digit 미 전송(기본)                               Code 32 Check Digit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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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de 32 시작/정지 문자 전송 

이 매개 변수가 작동하려면 Code 32를 사용해야 합니다. 

 

Code 32 시작/정지 문자 미 전송(기본)                        Code 32 시작/정지 문자 전송 

 

Code 39 길이범위 설정 

스캐너는 최소 길이와 최대 길이 사이의 길이를 포함한 코드 Code 25 바코드 만 판독 하도록 구

성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수행하려면 최소 및 최대 길이를 설정해야 합니다. 최소 길이가 최대 길

이보다 크게 설정되면 스캐너는 최소 또는 최대 길이로 코드 Code 25 바코드 만 판독 합니다. 최

소 길이가 최대 길이와 같으면 해당 길이의 코드 Code 25 바코드 만 판독 됩니다. 

 

최소길이 설정                                              최대길이 설정 

예 : 8자에서 12자 사이의 코드 Code 39 바코드를 판독 하도록 스캐너 설정 

1. 최소길이 설정 바코드를 스캔 하십시오. 

2. 부록의 숫자 바코드 (1D 스캐너)에서 숫자 바코드 "8"을 스캔 하십시오. 

3. 부록의 바코드 저장 / 취소 (1D 스캐너)에서 저장 바코드를 스캔 하십시오. 

4. 최대길이 설정 바코드를 스캔 하십시오. 

5. 부록의 숫자 바코드 (1D 스캐너)에서 "1"및 "2"숫자 바코드를 스캔 하십시오. 

6. 부록의 바코드 저장 / 취소 (1D 스캐너)에서 저장 바코드를 스캔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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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dabar 

공장 기본값 복원 

 

Codabar 공장 기본값 복원 

Codabar 활성/비활성 

 

Codabar 활성(기본)                                          Codabar 비활성 

 

Check Digit 검증 

 

활성화(기본)                                        검증 후 Check Digit 전송 

 

검증 후 Check Digit 미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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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정지 문자 전송 

 

시작/정지 문자 미 전송                                    시작/정지 문자 전송(기본) 

 

ABCD/ABCD 시작/정지 문자(기본)                              ABCD/TN*E 시작/정지 문자 

 

abcd/abcd 시작/정지 문자                                   abcd/TN*e 시작/정지 문자 

 

Codabar 길이범위 설정 

스캐너는 최소 길이와 최대 길이 사이의 길이를 포함한 코드 Codabar 바코드 만 판독 하도록 구

성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수행하려면 최소 및 최대 길이를 설정해야 합니다. 최소 길이가 최대 길

이보다 크게 설정되면 스캐너는 최소 또는 최대 길이로 코드 Codabar 바코드 만 판독 합니다. 최

소 길이가 최대 길이와 같으면 해당 길이의 코드 Codabar 바코드 만 판독 됩니다. 

 

최소길이 설정                                              최대길이 설정 

예 : 8자에서 12자 사이의 코드 Codabar 바코드를 판독 하도록 스캐너 설정 

1. 최소길이 설정 바코드를 스캔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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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록의 숫자 바코드 (1D 스캐너)에서 숫자 바코드 "8"을 스캔 하십시오. 

3. 부록의 바코드 저장 / 취소 (1D 스캐너)에서 저장 바코드를 스캔 하십시오. 

4. 최대길이 설정 바코드를 스캔 하십시오. 

5. 부록의 숫자 바코드 (1D 스캐너)에서 "1"및 "2"숫자 바코드를 스캔 하십시오. 

6. 부록의 바코드 저장 / 취소 (1D 스캐너)에서 저장 바코드를 스캔 하십시오. 

 

Code 93 

공장 기본값 복원 

 

Code 93 공장 기본값 복원 

Code 93 활성/비활성 

 

Code 93 활성(기본)                                             Code 93 비활성 

Check Digit 검증 

 

비활성                                            검증 후 Check Digit 전송 

 

검증 후 Check Digit 미 전송(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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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de 93 길이 범위 설정 

스캐너는 최소 길이와 최대 길이 사이의 길이를 포함한 코드 Code 93 바코드 만 판독 하도록 구

성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수행하려면 최소 및 최대 길이를 설정해야 합니다. 최소 길이가 최대 길

이보다 크게 설정되면 스캐너는 최소 또는 최대 길이로 코드 Code 93 바코드 만 판독 합니다. 최

소 길이가 최대 길이와 같으면 해당 길이의 코드 Code 93 바코드 만 판독 됩니다. 

 

최소길이 설정                                              최대길이 설정 

 

예 : 8자에서 12자 사이의 코드 Code 93 바코드를 판독 하도록 스캐너 설정 

1. 최소길이 설정 바코드를 스캔 하십시오. 

2. 부록의 숫자 바코드 (1D 스캐너)에서 숫자 바코드 "8"을 스캔 하십시오. 

3. 부록의 바코드 저장 / 취소 (1D 스캐너)에서 저장 바코드를 스캔 하십시오. 

4. 최대길이 설정 바코드를 스캔 하십시오. 

5. 부록의 숫자 바코드 (1D 스캐너)에서 "1"및 "2"숫자 바코드를 스캔 하십시오. 

6. 부록의 바코드 저장 / 취소 (1D 스캐너)에서 저장 바코드를 스캔 하십시오. 

 

Code 11 

공장 기본값 복원 

 

Code 11 공장 기본값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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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de 11 활성                                           Code 11 비활성(기본) 

 

Check Digit 검증 

 

비활성                                            한 자리 확인, MOD11(기본) 

 

두 자리 확인, MOD11/MOD11                                 두 자리 확인, MOD11/MOD9 

 

한 자리 확인, MOD11(Len <=10)                             한 자리 확인, MOD11(Len<=10) 

두 자리 확인, MOD11/MOD11(Len>10)                    두 자리 확인, MOD11/MOD9(Len>10) 

 

Check Digit 미 전송(기본)                                       Check Digit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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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de 11 길이범위 설정 

스캐너는 최소 길이와 최대 길이 사이의 길이를 포함한 코드 Code 11 바코드 만 판독 하도록 구

성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수행하려면 최소 및 최대 길이를 설정해야 합니다. 최소 길이가 최대 길

이보다 크게 설정되면 스캐너는 최소 또는 최대 길이로 코드 Code 11 바코드 만 판독 합니다. 최

소 길이가 최대 길이와 같으면 해당 길이의 코드 Code 11 바코드 만 판독 됩니다. 

 

최소길이 설정                                               최대길이 설정 

예 : 8자에서 12자 사이의 코드 Code 11 바코드를 판독 하도록 스캐너 설정 

1. 최소길이 설정 바코드를 스캔 하십시오. 

2. 부록의 숫자 바코드 (1D 스캐너)에서 숫자 바코드 "8"을 스캔 하십시오. 

3. 부록의 바코드 저장 / 취소 (1D 스캐너)에서 저장 바코드를 스캔 하십시오. 

4. 최대길이 설정 바코드를 스캔 하십시오. 

5. 부록의 숫자 바코드 (1D 스캐너)에서 "1"및 "2"숫자 바코드를 스캔 하십시오. 

6. 부록의 바코드 저장 / 취소 (1D 스캐너)에서 저장 바코드를 스캔 하십시오. 

 

Plessey 

공장 기본값 복원 

 

Plessey 공장 기본값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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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essey 활성/비활성 

 

Plessey 활성                                             Plessey 비활성(기본) 

Check Digit 검증 

 

비활성                                             Check Digit 검증 전송 

 

Check Digit 검증 미 전송 

 

Plessey 길이범위 설정 

스캐너는 최소 길이와 최대 길이 사이의 길이를 포함한 코드 Plessey 바코드 만 판독 하도록 구

성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수행하려면 최소 및 최대 길이를 설정해야 합니다. 최소 길이가 최대 길

이보다 크게 설정되면 스캐너는 최소 또는 최대 길이로 코드 Plessey 바코드 만 판독 합니다. 최

소 길이가 최대 길이와 같으면 해당 길이의 코드 Plessey 바코드 만 판독 됩니다. 

 

최소길이 설정                                              최대길이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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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 8자에서 12자 사이의 코드 Plessey 바코드를 판독 하도록 스캐너 설정 

1. 최소길이 설정 바코드를 스캔 하십시오. 

2. 부록의 숫자 바코드 (1D 스캐너)에서 숫자 바코드 "8"을 스캔 하십시오. 

3. 부록의 바코드 저장 / 취소 (1D 스캐너)에서 저장 바코드를 스캔 하십시오. 

4. 최대길이 설정 바코드를 스캔 하십시오. 

5. 부록의 숫자 바코드 (1D 스캐너)에서 "1"및 "2"숫자 바코드를 스캔 하십시오. 

6. 부록의 바코드 저장 / 취소 (1D 스캐너)에서 저장 바코드를 스캔 하십시오. 

 

MSI-Plessey 

공장 기본값 복원 

 

MSI-Plessey 공장 기본값 복원 

MSI-Plessey 활성/비활성 

 

MSI-Plessey 활성                                       MSI-Plessey 비활성(기본) 

Check Digit 검증 

 

비활성                                           한 자리 확인, MOD10(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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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리 확인, MOD10/MOD10                                 2 자리 확인, MOD10/MOD11 

 

Check Digit 미 전송(기본)                                      Check Digit 전송 

 

MSI-Plessey 길이범위 설정 

스캐너는 최소 길이와 최대 길이 사이의 길이를 포함한 코드 MSI-Plessey 바코드 만 판독 하도록 

구성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수행하려면 최소 및 최대 길이를 설정해야 합니다. 최소 길이가 최대 

길이보다 크게 설정되면 스캐너는 최소 또는 최대 길이로 코드 MSI-Plessey 바코드 만 판독 합니

다. 최소 길이가 최대 길이와 같으면 해당 길이의 코드 MSI-Plessey 바코드 만 판독 됩니다. 

 

최소길이 설정                                             최대길이 설정 

 

예 : 8자에서 12자 사이의 코드 MSI-Plessey 바코드를 판독 하도록 스캐너 설정 

1. 최소길이 설정 바코드를 스캔 하십시오. 

2. 부록의 숫자 바코드 (1D 스캐너)에서 숫자 바코드 "8"을 스캔 하십시오. 

3. 부록의 바코드 저장 / 취소 (1D 스캐너)에서 저장 바코드를 스캔 하십시오. 

4. 최대길이 설정 바코드를 스캔 하십시오. 

5. 부록의 숫자 바코드 (1D 스캐너)에서 "1"및 "2"숫자 바코드를 스캔 하십시오. 

6. 부록의 바코드 저장 / 취소 (1D 스캐너)에서 저장 바코드를 스캔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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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1 Databar 

공장 기본값 복원 

 

GS1 Databar 공장 기본값 복원 

GS1 Databar 활성/비활성 

 

GS1 Databar 활성(기본)                                       GS1 Databar 활성 

  



 

DOT-BS80 

매뉴얼 

Date 2017-04-25 

Rev 1.0 

Page 82 

 

 

CONFIDENTIAL Document KCTNS All rights of reproduction and disclosure reserved. 

2D 스캐너 

전체 설정 

모든 심볼로직스 활성/비활성 

만약 모든 심볼로직스를 활성화하면, 스캐너는 프로그래밍 바코드를 제외한 비 프로그래밍 바코

드를 읽을 수 없습니다. 

 

모든 심볼로직스 활성                                      모든 심볼로직스 비활성 

 

1D 심볼로직스 활성/비활성 

만약 1D 심볼로직스를 비활성화하면, 1D 바코드를 읽을 수 없습니다. 

 

1D 심볼로직스 활성                                        1D 심볼로직스 비활성 

 

2D 심볼로직스 활성/비활성 

만약 2D 심볼로직스 비활성화하면, 2D 바코드를 읽을 수 없습니다. 

 

2D 심볼로직스 활성                                        2D 심볼로직스 비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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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 역방향 

비디오 반전 기능은 2D 바코드에만 적용됩니다.  

일반 바코드 : 밝은 배경의 어두운 이미지.  

역 바코드 : 어두운 배경에 밝은 이미지.  

일반 바코드 및 역 바코드의 예가 아래에 나와 있습니다. 

 

일반 바코드                                               역방향 바코드 

 

비디오 반전 기능을 사용하면 스캐너가 바코드를 읽을 수 있습니다.  

비디오 역방향 켜짐 : 일반 바코드와 역 바코드 모두를 읽습니다.  

비디오 역방향 꺼짐 : 일반 바코드 만 읽습니다.  

비디오 역방향 기능이 켜져 있으면 스캐너의 스캔 속도가 약간 저하됩니다. 

 

 

비디오 역방향 켜기                                       비디오 역방향 끄기(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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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de 128 

공장 기본값 복원 

 

Code128 공장 기본값 복원 

Code 128 활성/비활성 

 

Code128 활성(기본)                                           Code128 비활성 

 

Code 128 길이범위 설정 

스캐너는 최소 길이와 최대 길이 사이의 길이를 포함한 코드 Code 128 바코드 만 판독 하도록 

구성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수행하려면 최소 및 최대 길이를 설정해야 합니다. 최소 길이가 최대 

길이보다 크게 설정되면 스캐너는 최소 또는 최대 길이로 코드 Code 128 바코드 만 판독 합니다. 

최소 길이가 최대 길이와 같으면 해당 길이의 코드 Code 128 바코드 만 판독 됩니다. 

 

최소길이 설정                                              최대길이 설정 

예 : 8자에서 12자 사이의 코드 Code 128 바코드를 판독 하도록 스캐너 설정 

1. 최소길이 설정 바코드를 스캔 하십시오. 

2. 부록의 숫자 바코드 (2D 스캐너)에서 숫자 바코드 "8"을 스캔 하십시오. 

3. 부록의 바코드 저장 / 취소 (2D 스캐너)에서 저장 바코드를 스캔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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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최대길이 설정 바코드를 스캔 하십시오. 

5. 부록의 숫자 바코드 (2D 스캐너)에서 "1"및 "2"숫자 바코드를 스캔 하십시오. 

6. 부록의 바코드 저장 / 취소 (2D 스캐너)에서 저장 바코드를 스캔 하십시오. 

 

GS1-128(UCC/EAN-128) 

공장 기본값 복원 

 

GS1-128 공장 기본값 복원 

GS1-128 활성/비활성 

 

GS1-128 활성(기본)                                            GS1-128 비활성 

 

GS1-128 길이범위 설정 

스캐너는 최소 길이와 최대 길이 사이의 길이를 포함한 코드 GS1-128 바코드 만 판독 하도록 구

성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수행하려면 최소 및 최대 길이를 설정해야 합니다. 최소 길이가 최대 길

이보다 크게 설정되면 스캐너는 최소 또는 최대 길이로 코드 GS1-128 바코드 만 판독 합니다. 최

소 길이가 최대 길이와 같으면 해당 길이의 코드 GS1-128 바코드 만 판독 됩니다. 

 

최소길이 설정                                              최대길이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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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 8자에서 12자 사이의 코드 GS1-128 바코드를 판독 하도록 스캐너 설정 

1. 최소길이 설정 바코드를 스캔 하십시오. 

2. 부록의 숫자 바코드 (2D 스캐너)에서 숫자 바코드 "8"을 스캔 하십시오. 

3. 부록의 바코드 저장 / 취소 (2D 스캐너)에서 저장 바코드를 스캔 하십시오. 

4. 최대길이 설정 바코드를 스캔 하십시오. 

5. 부록의 숫자 바코드 (2D 스캐너)에서 "1"및 "2"숫자 바코드를 스캔 하십시오. 

6. 부록의 바코드 저장 / 취소 (2D 스캐너)에서 저장 바코드를 스캔 하십시오. 

 

AIM-128 

공장 기본값 복원 

 

AIM-128 공장 기본값 복원 

AIM-128 활성/비활성 

 

AIM-128 활성(기본)                                           AIM-128 비활성 

 

AIM-128 길이범위 설정 

스캐너는 최소 길이와 최대 길이 사이의 길이를 포함한 코드 AIM-128 바코드 만 판독 하도록 구

성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수행하려면 최소 및 최대 길이를 설정해야 합니다. 최소 길이가 최대 길

이보다 크게 설정되면 스캐너는 최소 또는 최대 길이로 코드 AIM-128 바코드 만 판독 합니다. 최

소 길이가 최대 길이와 같으면 해당 길이의 코드 AIM-128 바코드 만 판독 됩니다. 

  



 

DOT-BS80 

매뉴얼 

Date 2017-04-25 

Rev 1.0 

Page 87 

 

 

CONFIDENTIAL Document KCTNS All rights of reproduction and disclosure reserved. 

 

최소길이 설정                                            최대길이 설정 

예 : 8자에서 12자 사이의 코드 AIM-128 바코드를 판독 하도록 스캐너 설정 

1. 최소길이 설정 바코드를 스캔 하십시오. 

2. 부록의 숫자 바코드 (2D 스캐너)에서 숫자 바코드 "8"을 스캔 하십시오. 

3. 부록의 바코드 저장 / 취소 (2D 스캐너)에서 저장 바코드를 스캔 하십시오. 

4. 최대길이 설정 바코드를 스캔 하십시오. 

5. 부록의 숫자 바코드 (2D 스캐너)에서 "1"및 "2"숫자 바코드를 스캔 하십시오. 

6. 부록의 바코드 저장 / 취소 (2D 스캐너)에서 저장 바코드를 스캔 하십시오. 

 

EAN-8 

공장 기본값 복원 

 

EAN-8 공장 기본값 복원 

EAN-8 활성/비활성 

 

EAN-8 활성(기본)                                             EAN-8 비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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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ck Digit 전송 

EAN-8은 데이터의 무 결성을 확인하는 데 사용되는 검사 숫자로 마지막 8 자리 길이입니다. 

 

EAN-8 Check Digit 전송(기본)                               EAN-8 Check Digit 미 전송 

 

추가코드 

EAN-8 바코드는 두 자릿수 또는 다섯 자릿수의 추가코드로 새 코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아래

의 예에서 파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은 EAN-8 바코드이며 빨간색 점선으로 표시된 부분은 추가코

드입니다. 

 

 

2자리 추가코드 활성                                      2자리 추가코드 비활성(기본) 

 

5자리 추가코드 활성                                     5자리 추가코드 비활성(기본) 

2자리 추가코드 활성/5자리 추가코드 활성 : 스캐너는 2 자리 / 5 자리 추가 코드가 없는 EAN-8 

바코드 조합을 판독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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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자리 추가코드 비 활성/5자리 추가코드 비 활성 : 스캐너는 EAN-8을 해독하고 EAN-8 추가 바

코드가 있는 경우 추가 기능 코드를 무시합니다. 또한 추가 코드 없이 EAN-8 바코드를 판독 할 

수 있습니다. 

 

필요 추가 코드 

EAN-8 필요 추가 코드가 선택되면, 스캐너는 추가 기능 코드를 포함하는 EAN-8 바코드만 읽을 

수 있습니다. 

 

EAN-8 필요 추가코드                                    EAN-8 미 필요 추가코드(기본) 

EAN-8 확장 

EAN-8 Zero 확장 비 활성 : EAN-8 바코드를 그대로 전송합니다. 

EAN-8 Zero 확장 활성 : EAN-8 바코드에 다섯 개의 맨 앞에 오는 0을 추가하여 13 자리로 확장

하여 판독 합니다. 

 

EAN-8 Zero 확장 활성                                      EAN-8 Zero 확장 활성(기본) 

EAN-13 

공장 기본값 복원 

 

EAN-13 공장 기본값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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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N-13 활성/비활성 

 

EAN-13 활성(기본)                                            EAN-13 비활성 

Check Digit 전송 

 

EAN-13 Check Digit 전송(기본)                               EAN-13 Check Digit 미 전송 

 

추가 코드 

EAN-13 바코드는 두 자릿수 또는 다섯 자릿수의 추가코드로 새 코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2자리 추가코드 활성                                     2자리 추가코드 비활성(기본) 

 

5자리 추가코드 활성                                     5자리 추가코드 비활성(기본) 

2자리 추가코드 활성/5자리 추가코드 활성 : 스캐너는 2 자리 / 5 자리 추가 코드가 없는 EAN-13 

바코드 조합을 판독 합니다. 

2자리 추가코드 비 활성/5자리 추가코드 비 활성 : 스캐너는 EAN-13을 해독하고 EAN-13 추가 

바코드가 있는 경우 추가 기능 코드를 무시합니다. 또한 추가 코드 없이 EAN-13 바코드를 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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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습니다. 

 

필요 추가코드 

EAN-13 필요 추가 코드가 선택되면, 스캐너는 추가 기능 코드를 포함하는 EAN-13 바코드만 읽

을 수 있습니다. 

 

EAN-13 필요 추가코드                                    EAN-13 미 필요 추가코드(기본) 

 

EAN-13 290 추가코드로 시작 

이 설정은 스캐너가 "290"으로 시작하는 EAN-13 바코드에 추가코드 (2 자리 또는 5 자리)를 요구

하도록 프로그램 합니다. 다음 설정을 프로그래밍 할 수 있습니다. 

필요 추가코드 : "290"으로 시작하는 모든 EAN-13 바코드는 2 자리 또는 5 자리 추가 코드를 가

져야 합니다. 추가코드가 있는 EAN-13 바코드가 전송됩니다. 필요한 추가 코드가 없으면 EAN-13 

바코드가 삭제됩니다. 

미 필요 추가코드 : 만약 필요 추가코드를 선택하고 비활성화를 원하면, 미 필요 추가코드를 스캔 

하면 됩니다. "필요 추가코드"기능에 대한 선택에 따라 EAN-13 바코드가 처리됩니다. 

 

미 필요 추가코드(기본)                                           필요 추가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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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N-13 378/379 추가코드로 시작 

이 설정은 스캐너가 "378"또는 "379"로 시작하는 EAN-13 바코드에 추가코드 (2 자리 또는 5 자

리)를 요구하도록 프로그램 합니다. 다음 설정을 프로그래밍 할 수 있습니다. 

필요 추가코드 : "378"또는 "379"로 시작하는 모든 EAN-13 바코드는 2 자리 또는 5 자리 추가 코

드가 있어야 합니다. 추가코드가 있는 EAN-13 바코드가 전송됩니다. 필요한 추가 코드가 없으면 

EAN-13 바코드가 삭제됩니다. 

미 필요 추가코드 : 만약 필요 추가코드를 선택하고 비활성화를 원하면, 미 필요 추가코드를 스캔 

하면 됩니다. "필요 추가코드"기능에 대한 선택에 따라 EAN-13 바코드가 처리됩니다. 

 

미 필요 추가코드(기본)                                            필요 추가코드 

 

EAN-13 414/419 추가코드로 시작 

이 설정은 스캐너가 "414"또는 "419"로 시작하는 EAN-13 바코드에 추가코드 (2 자리 또는 5 자

리)를 요구하도록 프로그램 합니다. 다음 설정을 프로그래밍 할 수 있습니다. 

필요 추가코드 : "414"또는 "419"로 시작하는 모든 EAN-13 바코드는 2 자리 또는 5 자리 추가 코

드가 있어야 합니다. 추가코드가 있는 EAN-13 바코드가 전송됩니다. 필요한 추가 코드가 없으면 

EAN-13 바코드가 삭제됩니다. 

미 필요 추가코드 : 만약 필요 추가코드를 선택하고 비활성화를 원하면, 미 필요 추가코드를 스캔 

하면 됩니다. "필요 추가코드"기능에 대한 선택에 따라 EAN-13 바코드가 처리됩니다. 

 

미 필요 추가코드(기본)                                           필요 추가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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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N-13 434/439 추가코드로 시작 

이 설정은 스캐너가 "434"또는 "439"로 시작하는 EAN-13 바코드에 추가코드 (2 자리 또는 5 자

리)를 요구하도록 프로그램 합니다. 다음 설정을 프로그래밍 할 수 있습니다. 

필요 추가코드 : "434"또는 "439"로 시작하는 모든 EAN-13 바코드는 2 자리 또는 5 자리 추가 코

드가 있어야 합니다. 추가코드가 있는 EAN-13 바코드가 전송됩니다. 필요한 추가 코드가 없으면 

EAN-13 바코드가 삭제됩니다. 

미 필요 추가코드 : 만약 필요 추가코드를 선택하고 비활성화를 원하면, 미 필요 추가코드를 스캔 

하면 됩니다. "필요 추가코드"기능에 대한 선택에 따라 EAN-13 바코드가 처리됩니다. 

 

미 필요 추가코드(기본)                                            필요 추가코드 

 

EAN-13 977 추가코드로 시작 

이 설정은 스캐너가 "977"로 시작하는 EAN-13 바코드에 추가코드 (2 자리 또는 5 자리)를 요구하

도록 프로그램 합니다. 다음 설정을 프로그래밍 할 수 있습니다. 

필요 추가코드 : "977"로 시작하는 모든 EAN-13 바코드는 2 자리 또는 5 자리 추가 코드가 있어

야 합니다. 추가코드가 있는 EAN-13 바코드가 전송됩니다. 필요한 추가 코드가 없으면 EAN-13 

바코드가 삭제됩니다. 

미 필요 추가코드 : 만약 필요 추가코드를 선택하고 비활성화를 원하면, 미 필요 추가코드를 스캔 

하면 됩니다. "필요 추가코드"기능에 대한 선택에 따라 EAN-13 바코드가 처리됩니다. 

 

미 필요 추가코드(기본)                                           필요 추가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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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N-13 978 추가코드로 시작 

이 설정은 스캐너가 "978"로 시작하는 EAN-13 바코드에 추가코드 (2 자리 또는 5 자리)를 요구하

도록 프로그램 합니다. 다음 설정을 프로그래밍 할 수 있습니다. 

필요 추가코드 : "978"로 시작하는 모든 EAN-13 바코드는 2 자리 또는 5 자리 추가 코드가 있어

야 합니다. 추가코드가 있는 EAN-13 바코드가 전송됩니다. 필요한 추가 코드가 없으면 EAN-13 

바코드가 삭제됩니다. 

미 필요 추가코드 : 만약 필요 추가코드를 선택하고 비활성화를 원하면, 미 필요 추가코드를 스캔 

하면 됩니다. "필요 추가코드"기능에 대한 선택에 따라 EAN-13 바코드가 처리됩니다. 

 

미 필요 추가코드(기본)                                         필요 추가코드 

EAN-13 979 추가코드로 시작 

이 설정은 스캐너가 "979"로 시작하는 EAN-13 바코드에 추가코드 (2 자리 또는 5 자리)를 요구하

도록 프로그램 합니다. 다음 설정을 프로그래밍 할 수 있습니다. 

필요 추가코드 : "979"로 시작하는 모든 EAN-13 바코드는 2 자리 또는 5 자리 추가 코드가 있어

야 합니다. 추가코드가 있는 EAN-13 바코드가 전송됩니다. 필요한 추가 코드가 없으면 EAN-13 

바코드가 삭제됩니다. 

미 필요 추가코드 : 만약 필요 추가코드를 선택하고 비활성화를 원하면, 미 필요 추가코드를 스캔 

하면 됩니다. "필요 추가코드"기능에 대한 선택에 따라 EAN-13 바코드가 처리됩니다. 

 

미 필요 추가코드(기본)                                         필요 추가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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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N 

공장 기본값 복원 

 

                              ISSN 공장 기본값 복원 

ISSN 활성/비활성 

 

ISSN 활성                                               ISSN 비활성(기본) 

추가코드 

ISSN 바코드는 두 자릿수 또는 다섯 자릿수의 추가코드로 보강하여 새로운 양식을 만들 수 있습

니다. 

 

2자리 추가코드 활성                                      2자리 추가코드 비활성(기본) 

 

5자리 추가코드 활성                                       5자리 추가코드 비활성(기본) 

2자리 추가코드 활성/5자리 추가코드 활성 : 스캐너는 2 자리 / 5 자리 추가 코드가 없는 ISSN 

바코드 조합을 판독 합니다. 

2자리 추가코드 비 활성/5자리 추가코드 비 활성 : 스캐너는 ISSN을 해독하고 ISSN 추가 바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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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는 경우 추가 기능 코드를 무시합니다. 또한 추가 코드 없이 ISSN 바코드를 판독 할 수 있

습니다. 

필요 추가코드 

ISSN 필요 추가 코드가 선택되면, 스캐너는 추가 기능 코드를 포함하는 ISSN 바코드만 읽을 수 

있습니다. 

 

ISSN 필요 추가코드                                      ISSN 미 필요 추가코드(기본) 

 

ISBN 

공장 기본값 복원 

 

ISBN 공장 기본값 복원 

ISBN 활성/비활성 

 

ISBN 활성(기본)                                              ISBN 비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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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포맷설정 

 

ISBN-13(기본)                                                 ISBN-10 

 

추가코드 

ISBN 바코드는 두 자릿수 또는 다섯 자릿수의 추가코드로 새 코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2자리 추가코드 활성                                     2자리 추가코드 비활성(기본) 

 

5자리 추가코드 활성                                     5자리 추가코드 비활성(기본) 

2자리 추가코드 활성/5자리 추가코드 활성 : 스캐너는 2 자리 / 5 자리 추가 코드가 없는 ISBN 

바코드 조합을 판독 합니다. 

2자리 추가코드 비 활성/5자리 추가코드 비 활성 : 스캐너는 EAN-13을 해독하고 ISBN 추가 바

코드가 있는 경우 추가 기능 코드를 무시합니다. 또한 추가 코드 없이 ISBN 바코드를 판독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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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추가 코드 

ISBN 필요 추가 코드가 선택되면, 스캐너는 추가 기능 코드를 포함하는 ISBN 바코드만 읽을 수 

있습니다. 

 

ISBN 필요 추가코드                                      ISBN 미 필요 추가코드(기본) 

 

UPC-E 

공장 기본값 복원 

 

UPC-E 공장 기본값 복원 

UPC-E 활성/비활성 

 

UPC-E 활성(기본)                                              UPC-E 비활성 

Check Digit 전송 

 

UPC-E Check Digit 전송(기본)                                 UPC-E Check Digit 미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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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코드 

UPC-E 바코드는 두 자릿수 또는 다섯 자릿수의 추가코드로 새 코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2자리 추가코드 활성                                       2자리 추가코드 비활성 

 

5자리 추가코드 활성                                        5자리 추가코드 비활성 

2자리 추가코드 활성/5자리 추가코드 활성 : 스캐너는 2 자리 / 5 자리 추가 코드가 없는 UPC-E 

바코드 조합을 판독 합니다. 

2자리 추가코드 비 활성/5자리 추가코드 비 활성 : 스캐너는 ISSN을 해독하고 UPC-E 추가 바코

드가 있는 경우 추가 기능 코드를 무시합니다. 또한 추가 코드 없이 UPC-E 바코드를 판독 할 수 

있습니다. 

필요 추가코드 

UPC-E 필요 추가 코드가 선택되면, 스캐너는 추가 기능 코드를 포함하는 UPC-E 바코드만 읽을 

수 있습니다. 

 

UPC-E 필요 추가코드                                    UPC-E 미 필요 추가코드(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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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문자 “0” 전송 

UPC-E 바코드의 첫 문자는 시스템 문자 “0”이다. 

 

시스템 문자 “0” 전송(기본)                                  시스템 문자 “0” 미 전송 

 

UPC-E 확장 

UPC-E 확장 비활성 : UPC-E 바코드를 그대로 전송합니다. 

UPC-E 확장 활성 : UPC-E와 길이가 호환되도록 UPC-A 바코드를 확장합니다. 

 

UPC-E 확장 활성                                        UPC-E 확장 비활성(기본) 

 

UPC-A 

공장 기본값 복원 

 

UPC-A 공장 기본값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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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C-A 활성/비활성 

 

UPC-A 활성(기본)                                            UPC-A 비활성 

Check Digit 전송 

 

UPC-A Check Digit 전송(기본)                                  UPC-A Check Digit 미 전송 

추가코드 

UPC-A 바코드는 두 자릿수 또는 다섯 자릿수의 추가코드로 새 코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2자리 추가코드 활성                                     2자리 추가코드 비활성(기본) 

 

5자리 추가코드 활성                                     5자리 추가코드 비활성(기본) 

2자리 추가코드 활성/5자리 추가코드 활성 : 스캐너는 2 자리 / 5 자리 추가 코드가 없는 UPC-A 

바코드 조합을 판독 합니다. 

2자리 추가코드 비 활성/5자리 추가코드 비 활성 : 스캐너는 ISSN을 해독하고 UPC-A 추가 바코

드가 있는 경우 추가 기능 코드를 무시합니다. 또한 추가 코드 없이 UPC-A 바코드를 판독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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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추가코드 

UPC-A 필요 추가 코드가 선택되면, 스캐너는 추가 기능 코드를 포함하는 UPC-A 바코드만 읽을 

수 있습니다. 

 

UPC-A 필요 추가코드                                     UPC-A 미 필요 추가코드(기본) 

전문 문자 “0” 전송 

 

전문 문자 “0” 전송                                         전문 문자 “0” 미 전송 

 

노트 : 전문 문자 "0"은 보통 인쇄 된 UPC-A 바코드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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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leaved 2 of 5 

공장 기본값 복원 

 

Interleaved 2 of 5 공장 기본값 복원 

Interleaved 2 of 5 활성/비활성 

 

Interleaved 2 of 5 활성(기본)                                   Interleaved 2 of 5 비활성 

Interleaved 2 of 5 길이범위 설정 

스캐너는 최소 길이와 최대 길이 사이의 길이를 포함한 코드 Interleave 2 of 5 바코드 만 판독 하

도록 구성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수행하려면 최소 및 최대 길이를 설정해야 합니다. 최소 길이가 

최대 길이보다 크게 설정되면 스캐너는 최소 또는 최대 길이로 코드 Interleave 2 of 5 바코드 만 

판독 합니다. 최소 길이가 최대 길이와 같으면 해당 길이의 코드 Interleave 2 of 5 바코드 만 판

독 됩니다. 

 

최소길이 설정                                                 최대길이 설정 

예 : 8자에서 12자 사이의 코드 Interleaved 2 of 5 바코드를 판독 하도록 스캐너 설정 

1. 최소길이 설정 바코드를 스캔 하십시오. 

2. 부록의 숫자 바코드 (2D 스캐너)에서 숫자 바코드 "8"을 스캔 하십시오. 

3. 부록의 바코드 저장 / 취소 (2D 스캐너)에서 저장 바코드를 스캔 하십시오. 

4. 최대길이 설정 바코드를 스캔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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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록의 숫자 바코드 (2D 스캐너)에서 "1"및 "2"숫자 바코드를 스캔 하십시오. 

6. 부록의 바코드 저장 / 취소 (2D 스캐너)에서 저장 바코드를 스캔 하십시오. 

 

Check Digit 검증 

Check Digit는 Interleaved 2 of 5의 선택 사항이며 마지막 숫자로 추가할 수 있다. 데이터 무 결성

을 검증하는 데 사용되는 계산된 값입니다. 

비 활성 : Interleaved 2 of 5 바코드를 그대로 전송합니다. 

검증 후 Check Digit 미 전송 : 스캐너는 모든 Interleaved 2 of 5 바코드를 검사하여 데이터가 

Check Digit 알고리즘을 준수하는지 확인한다. 바코드를 검사하고 통과하는 것은 마지막 숫자를 

제외한 나머지를 전송하고, 실패하는 것은 전송되지 않는다. 

검증 후 Check Digit 전송 : 스캐너는 모든 Interleaved 2 of 5 바코드를 검사하여 데이터가 Check 

Digit 알고리즘을 준수하는지 확인한다. 바코드를 검사하여 전송되며, 실패한 것은 전송하지 않는

다. 

 

비활성(기본) 

 

검증 후 Check Digit 미 전송                                  검증 후 Check Digit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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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F-14 

ITF-14는 특수 문자 인 Interleaved 2 of 5의 종류이며 길이는 14자이며 마지막 문자는 검사 문자

입니다. 

 

ITF-14 공장 기본값 복원(기본)                                      ITF-14 비활성 

 

ITF-14 활성 그러나 Check Digit 미 전송(기본)             ITF-14 활성 그리고 Check Digit 전송 

 

노트 : ITF-14과 Interleaved 2 of 5는 동시에 활성화하여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ITF-6  

ITF-6은 특수 문자 인 Interleaved 2 of 5의 종류이며 길이는 6자이며 마지막 문자는 검사 문자입

니다. 

 

ITF-6 공장 기본값 복원(기본)                                       ITF-6 비활성 

 

ITF-6 활성 그러나 Check Digit 미 전송(기본)             ITF-6 활성 그리고 Check Digit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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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 : ITF-6과 Interleaved 2 of 5는 동시에 활성화하여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Matrix 2 of 5 

공장 기본값 복원 

 

Matrix 2 of 5 공장 기본값 복원 

Matrix 2 of 5 활성/비활성 

 

Matrix 2 of 5 활성                                          Matrix 2 of 5 비활성 

Matrix 2 of 5 길이범위 설정 

스캐너는 최소 길이와 최대 길이 사이의 길이를 포함한 코드 Matrix 2 of 5 바코드 만 판독 하도

록 구성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수행하려면 최소 및 최대 길이를 설정해야 합니다. 최소 길이가 최

대 길이보다 크게 설정되면 스캐너는 최소 또는 최대 길이로 코드 Matrix 2 of 5 바코드 만 판독 

합니다. 최소 길이가 최대 길이와 같으면 해당 길이의 코드 Matrix 2 of 5 바코드 만 판독 됩니다. 

 

최소길이 설정                                               최대길이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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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 8자에서 12자 사이의 코드 Interleaved 2 of 5 바코드를 판독 하도록 스캐너 설정 

1. 최소길이 설정 바코드를 스캔 하십시오. 

2. 부록의 숫자 바코드 (2D 스캐너)에서 숫자 바코드 "8"을 스캔 하십시오. 

3. 부록의 바코드 저장 / 취소 (2D 스캐너)에서 저장 바코드를 스캔 하십시오. 

4. 최대길이 설정 바코드를 스캔 하십시오. 

5. 부록의 숫자 바코드 (2D 스캐너)에서 "1"및 "2"숫자 바코드를 스캔 하십시오. 

6. 부록의 바코드 저장 / 취소 (2D 스캐너)에서 저장 바코드를 스캔 하십시오. 

 

Check Digit 검증 

 

비활성 

 

검증 후 Check Digit 미 전송(기본)                           검증 후 Check Digit 미 전송 

Industrial 2 of 5 

공장 기본값 복원 

 

Industrial 2 of 5 공장 기본값 복원(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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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ustrial 2 of 5 활성/비활성 

 

Industrial 2 of 5 활성(기본)                                   Industrial 2 of 5 비활성 

Industrial 2 of 5 길이범위 설정 

스캐너는 최소 길이와 최대 길이 사이의 길이를 포함한 코드 Industrial 2 of 5 바코드 만 판독 하

도록 구성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수행하려면 최소 및 최대 길이를 설정해야 합니다. 최소 길이가 

최대 길이보다 크게 설정되면 스캐너는 최소 또는 최대 길이로 코드 Industrial 2 of 5 바코드 만 

판독 합니다. 최소 길이가 최대 길이와 같으면 해당 길이의 코드 Industrial 2 of 5 바코드 만 판독 

됩니다. 

 

최소길이 설정                                              최대길이 설정 

예 : 8자에서 12자 사이의 코드 Industrial 2 of 5 바코드를 판독 하도록 스캐너 설정 

1. 최소길이 설정 바코드를 스캔 하십시오. 

2. 부록의 숫자 바코드 (2D 스캐너)에서 숫자 바코드 "8"을 스캔 하십시오. 

3. 부록의 바코드 저장 / 취소 (2D 스캐너)에서 저장 바코드를 스캔 하십시오. 

4. 최대길이 설정 바코드를 스캔 하십시오. 

5. 부록의 숫자 바코드 (2D 스캐너)에서 "1"및 "2"숫자 바코드를 스캔 하십시오. 

6. 부록의 바코드 저장 / 취소 (2D 스캐너)에서 저장 바코드를 스캔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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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ck Digit 검증 

 

비활성(기본) 

 

검증 후 Check Digit 전송                                  검증 후 Check Digit 미 전송 

Standard 25(IATA 2 of 5) 

공장 기본값 복원 

 

Standard 25 공장 기본값 복원 

 

Standard 25 활성(기본)                                        Standard 25 활성 

 

Standard 25 길이범위 설정 

스캐너는 최소 길이와 최대 길이 사이의 길이를 포함한 코드 Standard 2 of 5 바코드 만 판독 하

도록 구성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수행하려면 최소 및 최대 길이를 설정해야 합니다. 최소 길이가 

최대 길이보다 크게 설정되면 스캐너는 최소 또는 최대 길이로 코드 Standard 2 of 5 바코드 만 

판독 합니다. 최소 길이가 최대 길이와 같으면 해당 길이의 코드 Standard 2 of 5 바코드 만 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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됩니다. 

 

최소길이 설정                                              최대길이 설정 

예 : 8자에서 12자 사이의 코드 Standard 2 of 5 바코드를 판독 하도록 스캐너 설정 

1. 최소길이 설정 바코드를 스캔 하십시오. 

2. 부록의 숫자 바코드 (2D 스캐너)에서 숫자 바코드 "8"을 스캔 하십시오. 

3. 부록의 바코드 저장 / 취소 (2D 스캐너)에서 저장 바코드를 스캔 하십시오. 

4. 최대길이 설정 바코드를 스캔 하십시오. 

5. 부록의 숫자 바코드 (2D 스캐너)에서 "1"및 "2"숫자 바코드를 스캔 하십시오. 

6. 부록의 바코드 저장 / 취소 (2D 스캐너)에서 저장 바코드를 스캔 하십시오. 

 

Check Digit 검증 

 

비활성(기본) 

 

검증 후 Check Digit 전송                                   검증 후 Check Digit 미 전송 

  



 

DOT-BS80 

매뉴얼 

Date 2017-04-25 

Rev 1.0 

Page 111 

 

 

CONFIDENTIAL Document KCTNS All rights of reproduction and disclosure reserved. 

Code 39 

공장 기본값 복원 

 

Code 39 공장 기본값 복원(기본) 

Code 39 활성/비활성 

 

Code 39 활성(기본)                                           Code 39 비활성 

시작/정지 문자 전송 

 

시작/정지 문자 전송                                     시작/정지 문자 미 전송(기본) 

Code 39 길이범위 설정 

스캐너는 최소 길이와 최대 길이 사이의 길이를 포함한 코드 Code 39 바코드 만 판독 하도록 구

성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수행하려면 최소 및 최대 길이를 설정해야 합니다. 최소 길이가 최대 길

이보다 크게 설정되면 스캐너는 최소 또는 최대 길이로 코드 Code 39 바코드 만 판독 합니다. 최

소 길이가 최대 길이와 같으면 해당 길이의 코드 Code 39 바코드 만 판독 됩니다. 

 

최소길이 설정                                             최대길이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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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 8자에서 12자 사이의 코드 Code 39 바코드를 판독 하도록 스캐너 설정 

1. 최소길이 설정 바코드를 스캔 하십시오. 

2. 부록의 숫자 바코드 (2D 스캐너)에서 숫자 바코드 "8"을 스캔 하십시오. 

3. 부록의 바코드 저장 / 취소 (2D 스캐너)에서 저장 바코드를 스캔 하십시오. 

4. 최대길이 설정 바코드를 스캔 하십시오. 

5. 부록의 숫자 바코드 (2D 스캐너)에서 "1"및 "2"숫자 바코드를 스캔 하십시오. 

6. 부록의 바코드 저장 / 취소 (2D 스캐너)에서 저장 바코드를 스캔 하십시오. 

 

Check Digit 검증 

 

비활성(기본) 

 

검증 후 Check Digit 전송                                 검증 후 Check Digit 미 전송 

 

Code 39 Full ASCII 활성/비활성 

스캐너는 아래의 해당 바코드를 스캔 하여 모든 ASCII 문자를 식별하도록 구성 할 수 있습니다. 

 

Code 39 Full ASCII 활성(기본)                                 Code 39 Full ASCII 비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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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de 32 활성/비활성 

Code 32는 이탈리아 제약 업계에서 사용하는 Code 39의 변형입니다. 아래의 해당 바코드를 스캔

하여 Code 32를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 하십시오. 이 매개 변수가 작동하려면 Code 39가 활성화

되어 있어야 하며 Code 39 확인 digit 확인을 비활성화 해야 합니다. 

 

Code 32 비활성(기본)                                          Code 32 비활성 

Code 32 Prefix 

아래의 해당 바코드를 스캔 하여 모든 code 32 바코드에 접두사 "A"를 추가하거나 해제합니다. 

이 매개 변수가 작동하려면 Code 32를 사용해야 합니다. 

 

Code 32 Prefix 비활성(기본)                                   Code 32 Prefix 활성 

Code 32 Check Digit 전송 

이 매개 변수가 작동하려면 Code 32를 사용해야 합니다. 

 

Code 32 Check Digit 미 전송(기본)                             Code 32 Check Digit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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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de 32 시작/정지 문자 전송 

 

Code 32 시작/정지 문자 미 전송(기본)                       Code 32 시작/정지 문자 전송 

 

Codabar 

공장 기본값 복원 

 

Codabar 공장 기본값 복원 

Codabar 활성/비활성 

 

Codabar 활성(기본)                                          Codabar 비활성 

 

Codabar 길이범위 설정 

스캐너는 최소 길이와 최대 길이 사이의 길이를 포함한 코드 Codabar 바코드 만 판독 하도록 구

성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수행하려면 최소 및 최대 길이를 설정해야 합니다. 최소 길이가 최대 길

이보다 크게 설정되면 스캐너는 최소 또는 최대 길이로 코드 Codabar 바코드 만 판독 합니다. 최

소 길이가 최대 길이와 같으면 해당 길이의 코드 Codabar 바코드 만 판독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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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길이 설정                                             최대길이 설정 

예 : 8자에서 12자 사이의 코드 Codabar 바코드를 판독 하도록 스캐너 설정 

1. 최소길이 설정 바코드를 스캔 하십시오. 

2. 부록의 숫자 바코드 (2D 스캐너)에서 숫자 바코드 "8"을 스캔 하십시오. 

3. 부록의 바코드 저장 / 취소 (2D 스캐너)에서 저장 바코드를 스캔 하십시오. 

4. 최대길이 설정 바코드를 스캔 하십시오. 

5. 부록의 숫자 바코드 (2D 스캐너)에서 "1"및 "2"숫자 바코드를 스캔 하십시오. 

6. 부록의 바코드 저장 / 취소 (2D 스캐너)에서 저장 바코드를 스캔 하십시오. 

 

Check Digit 검증 

 

비활성(기본) 

 

검증 후 Check Digit 전송                                     검증 후 Check Digit 미 전송 

시작/정지 문자 전송 

 

시작/정지 문자 전송                                     시작/정지 문자 미 전송(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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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정지 문자 포맷 

아래의 해당 바코드를 스캔 하여 원하는 시작 / 정지 문자 형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시작/정지 문자로 ABCD/ABCD(기본)                         시작/정지 문자로 ABCD/TN*E 

 

시작/정지 문자 대문자                                     시작/정지 문자 소문자 

 

Code 93 

공장 기본값 복원 

 

Code 93 공장 기본값 복원(기본) 

Code 93 활성/비활성 

 

Code 93 활성(기본)                                            Code 93 비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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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de 93 길이범위 설정 

스캐너는 최소 길이와 최대 길이 사이의 길이를 포함한 코드 Code 93 바코드 만 판독 하도록 구

성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수행하려면 최소 및 최대 길이를 설정해야 합니다. 최소 길이가 최대 길

이보다 크게 설정되면 스캐너는 최소 또는 최대 길이로 코드 Code 93 바코드 만 판독 합니다. 최

소 길이가 최대 길이와 같으면 해당 길이의 코드 Code 93 바코드 만 판독 됩니다. 

 

최소길이 설정                                             최대길이 설정 

예 : 8자에서 12자 사이의 코드 Code 93 바코드를 판독 하도록 스캐너 설정 

1. 최소길이 설정 바코드를 스캔 하십시오. 

2. 부록의 숫자 바코드 (2D 스캐너)에서 숫자 바코드 "8"을 스캔 하십시오. 

3. 부록의 바코드 저장 / 취소 (2D 스캐너)에서 저장 바코드를 스캔 하십시오. 

4. 최대길이 설정 바코드를 스캔 하십시오. 

5. 부록의 숫자 바코드 (2D 스캐너)에서 "1"및 "2"숫자 바코드를 스캔 하십시오. 

6. 부록의 바코드 저장 / 취소 (2D 스캐너)에서 저장 바코드를 스캔 하십시오. 

 

Check Digit 검증 

 

비활성 

 

검증 후 Check Digit 미 전송(기본)                              검증 후 Check Digit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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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1-Databar(RSS) 

공장 기본값 복원 

 

GS1-DataBar 공장 기본값 복원(기본) 

GS1-Databar 활성/비활성 

 

GS1-Databar 활성(기본)                                       GS1-Databar 비활성 

어플리케이션 식별자 “01” 전송 

 

어플리케이션 식별자 “01” 전송(기본)                   어플리케이션 식별자 “01” 미 전송 

 

Code 11  

공장 기본값 복원 

 

Code 11 공장 기본값 복원(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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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de 11 활성/비활성 

 

Code 11 활성(기본)                                          Code 11 비활성 

Code 11 길이범위 설정 

스캐너는 최소 길이와 최대 길이 사이의 길이를 포함한 코드 Code 11 바코드 만 판독 하도록 구

성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수행하려면 최소 및 최대 길이를 설정해야 합니다. 최소 길이가 최대 길

이보다 크게 설정되면 스캐너는 최소 또는 최대 길이로 코드 Code 11 바코드 만 판독 합니다. 최

소 길이가 최대 길이와 같으면 해당 길이의 코드 Code 11 바코드 만 판독 됩니다. 

 

최소길이 설정                                              최대길이 설정 

예 : 8자에서 12자 사이의 코드 Code 11 바코드를 판독 하도록 스캐너 설정 

1. 최소길이 설정 바코드를 스캔 하십시오. 

2. 부록의 숫자 바코드 (2D 스캐너)에서 숫자 바코드 "8"을 스캔 하십시오. 

3. 부록의 바코드 저장 / 취소 (2D 스캐너)에서 저장 바코드를 스캔 하십시오. 

4. 최대길이 설정 바코드를 스캔 하십시오. 

5. 부록의 숫자 바코드 (2D 스캐너)에서 "1"및 "2"숫자 바코드를 스캔 하십시오. 

6. 부록의 바코드 저장 / 취소 (2D 스캐너)에서 저장 바코드를 스캔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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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ck Digit 전송 

 

Check Digit 전송                                       Check Digit 미 전송(기본) 

Check Digit 검증 

 

비활성                                           한 자리 확인, MOD11(기본) 

 

두 자리 확인, MOD11/MOD11                               두 자리 확인, MOD11/MOD9 

 

한 자리 확인, MOD11(Len<=10)                             한 자리 확인, MOD11(Len<=10) 

두 자리 확인, MOD11/MOD11(Len>10)                  두 자리 확인, MOD11/MOD9(Len>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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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essey 

공장 기본값 복원 

 

                               Plessey 공장 기본값 복원(기본) 

 

Plessey 활성(기본)                                            Plessey 비활성 

Plessey 길이범위 설정 

스캐너는 최소 길이와 최대 길이 사이의 길이를 포함한 코드 Plessey 바코드 만 판독 하도록 구

성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수행하려면 최소 및 최대 길이를 설정해야 합니다. 최소 길이가 최대 길

이보다 크게 설정되면 스캐너는 최소 또는 최대 길이로 코드 Plessey 바코드 만 판독 합니다. 최

소 길이가 최대 길이와 같으면 해당 길이의 코드 Plessey 바코드 만 판독 됩니다. 

 

최소길이 설정                                             최대길이 설정 

예 : 8자에서 12자 사이의 코드 Plessey 바코드를 판독 하도록 스캐너 설정 

1. 최소길이 설정 바코드를 스캔 하십시오. 

2. 부록의 숫자 바코드 (2D 스캐너)에서 숫자 바코드 "8"을 스캔 하십시오. 

3. 부록의 바코드 저장 / 취소 (2D 스캐너)에서 저장 바코드를 스캔 하십시오. 

4. 최대길이 설정 바코드를 스캔 하십시오. 

5. 부록의 숫자 바코드 (2D 스캐너)에서 "1"및 "2"숫자 바코드를 스캔 하십시오. 

6. 부록의 바코드 저장 / 취소 (2D 스캐너)에서 저장 바코드를 스캔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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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ck Digit 검증 

 

비활성 

 

검증 후 Check Digit 미 전송(기본)                             검증 후 Check Digit 전송 

MSI-Plessey 

공장 기본값 복원 

 

MSI-Plessey 공장 기본값 복원(기본) 

MSI-Plessey 활성/비활성 

 

MSI-Plessey 활성(기본)                                       MSI-Plessey 비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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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I-Plessey 길이범위 설정 

스캐너는 최소 길이와 최대 길이 사이의 길이를 포함한 코드 MSI-Plessey 바코드 만 판독 하도록 

구성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수행하려면 최소 및 최대 길이를 설정해야 합니다. 최소 길이가 최대 

길이보다 크게 설정되면 스캐너는 최소 또는 최대 길이로 코드 MSI-Plessey 바코드 만 판독 합니

다. 최소 길이가 최대 길이와 같으면 해당 길이의 코드 MSI-Plessey 바코드 만 판독 됩니다. 

 

최소길이 설정                                              최대길이 설정 

예 : 8자에서 12자 사이의 코드 MSI-Plessey 바코드를 판독 하도록 스캐너 설정 

1. 최소길이 설정 바코드를 스캔 하십시오. 

2. 부록의 숫자 바코드 (2D 스캐너)에서 숫자 바코드 "8"을 스캔 하십시오. 

3. 부록의 바코드 저장 / 취소 (2D 스캐너)에서 저장 바코드를 스캔 하십시오. 

4. 최대길이 설정 바코드를 스캔 하십시오. 

5. 부록의 숫자 바코드 (2D 스캐너)에서 "1"및 "2"숫자 바코드를 스캔 하십시오. 

6. 부록의 바코드 저장 / 취소 (2D 스캐너)에서 저장 바코드를 스캔 하십시오. 

 

Check Digit 전송 

 

Check Digit 전송                                        Check Digit 미 전송(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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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ck Digit 검증 

 

비활성                                            한 자리 확인, MOD10(기본) 

 

두 자리 확인, MOD10/MOD10                               두 자리 확인, MOD10/MOD11 

PDF 417 

공장 기본값 복원 

 

PDF 417 공장 기본값 복원 

PDF 417 활성/비활성 

 

PDF 417 활성(기본)                                           PDF 417 비활성 

PDF 417 길이범위 설정 

스캐너는 최소 길이와 최대 길이 사이의 길이를 포함한 코드 PDF 417 바코드 만 판독 하도록 구

성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수행하려면 최소 및 최대 길이를 설정해야 합니다. 최소 길이가 최대 길

이보다 크게 설정되면 스캐너는 최소 또는 최대 길이로 코드 PDF 417 바코드 만 판독 합니다. 최

소 길이가 최대 길이와 같으면 해당 길이의 코드 PDF 417 바코드 만 판독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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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길이 설정                                              최대길이 설정 

예 : 8자에서 12자 사이의 코드 PDF 417 바코드를 판독 하도록 스캐너 설정 

1. 최소길이 설정 바코드를 스캔 하십시오. 

2. 부록의 숫자 바코드 (2D 스캐너)에서 숫자 바코드 "8"을 스캔 하십시오. 

3. 부록의 바코드 저장 / 취소 (2D 스캐너)에서 저장 바코드를 스캔 하십시오. 

4. 최대길이 설정 바코드를 스캔 하십시오. 

5. 부록의 숫자 바코드 (2D 스캐너)에서 "1"및 "2"숫자 바코드를 스캔 하십시오. 

6. 부록의 바코드 저장 / 취소 (2D 스캐너)에서 저장 바코드를 스캔 하십시오. 

 

PDF 417 Twin Code 

PDF417 Twin code는 수직 또는 수평으로 평행 한 2 개의 PDF417 바코드입니다. 규칙적이거나 역 

바코드이어야 합니다. 그들은 유사한 사양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서로 밀접하게 배치 되어야 합

니다. 

다음과 같은 세가지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Single PDF 417 : PDF 417을 읽으세요. 

Twin PDF 417 : PDF 417 양쪽을 읽으세요. 

Both Single & Twin : PDF 417 양쪽을 읽으세요. 만약 성공하면, twin PDF 417로 전송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single PDF 417만 전송합니다. 

 

 

Single PDF417(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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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in PDF417                                             Both Single & Twin 

 

QR Code 

공장 기본값 복원 

 

QR 코드 공장 기본값 복원 

 

QR Code 활성/비활성 

 

QR Code 활성(기본)                                           QR Code 비활성 

 

Micro QR 

 

Micro QR 활성(기본)                                           Micro QR 비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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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 Code 길이범위 설정 

스캐너는 최소 길이와 최대 길이 사이의 길이를 포함한 코드 QR Code 바코드 만 판독 하도록 구

성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수행하려면 최소 및 최대 길이를 설정해야 합니다. 최소 길이가 최대 길

이보다 크게 설정되면 스캐너는 최소 또는 최대 길이로 코드 QR Code 바코드 만 판독 합니다. 

최소 길이가 최대 길이와 같으면 해당 길이의 코드 QR Code 바코드 만 판독 됩니다. 

 

최소길이 설정                                              최대길이 설정 

예 : 8자에서 12자 사이의 코드 QR Code 바코드를 판독 하도록 스캐너 설정 

1. 최소길이 설정 바코드를 스캔 하십시오. 

2. 부록의 숫자 바코드 (2D 스캐너)에서 숫자 바코드 "8"을 스캔 하십시오. 

3. 부록의 바코드 저장 / 취소 (2D 스캐너)에서 저장 바코드를 스캔 하십시오. 

4. 최대길이 설정 바코드를 스캔 하십시오. 

5. 부록의 숫자 바코드 (2D 스캐너)에서 "1"및 "2"숫자 바코드를 스캔 하십시오. 

6. 부록의 바코드 저장 / 취소 (2D 스캐너)에서 저장 바코드를 스캔 하십시오. 

 

QR Twin Code 

QR Twin Code는 수직 또는 수평으로 평행 한 2 개의 QR 바코드입니다. 규칙적이거나 역 바코드

이어야 합니다. 그들은 유사한 사양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서로 밀접하게 배치 되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세가지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Single QR : QR code를 읽으세요. 

Twin QR : QR code 양쪽을 읽으세요. 

Both Single & Twin : QR code 양쪽을 읽으세요. 만약 성공하면, twin QR로 전송이 됩니다. 그렇

지 않으면 QR만 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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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 Matrix 

공장 기본값 복원 

 

Data Matrix 공장 기본값 복원(기본) 

Data Matrix 활성/비활성 

 

Data Matrix 활성(기본)                                      Data Matrix 비활성 

Data Matrix 길이범위 설정 

스캐너는 최소 길이와 최대 길이 사이의 길이를 포함한 코드 Data Matrix 바코드 만 판독 하도록 

구성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수행하려면 최소 및 최대 길이를 설정해야 합니다. 최소 길이가 최대 

길이보다 크게 설정되면 스캐너는 최소 또는 최대 길이로 코드 Data Matrix 바코드 만 판독 합니

다. 최소 길이가 최대 길이와 같으면 해당 길이의 코드 Data Matrix 바코드 만 판독 됩니다. 

 

최소길이 설정                                              최대길이 설정 

예 : 8자에서 12자 사이의 코드 Data Matrix 바코드를 판독 하도록 스캐너 설정 

1. 최소길이 설정 바코드를 스캔 하십시오. 

2. 부록의 숫자 바코드 (2D 스캐너)에서 숫자 바코드 "8"을 스캔 하십시오. 

3. 부록의 바코드 저장 / 취소 (2D 스캐너)에서 저장 바코드를 스캔 하십시오. 

4. 최대길이 설정 바코드를 스캔 하십시오. 

5. 부록의 숫자 바코드 (2D 스캐너)에서 "1"및 "2"숫자 바코드를 스캔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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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부록의 바코드 저장 / 취소 (2D 스캐너)에서 저장 바코드를 스캔 하십시오. 

 

직사각형 바코드 

 

직사각형 바코드 활성(기본)                                    직사각형 바코드 비활성 

반사(Mirror) 이미지 

 

반사 이미지 판독(기본)                                       반사 이미지 미 판독 

 

Data Matrix Twin Code 

Data Matrix Twin Code는 수직 또는 수평으로 평행 한 2 개의 QR 바코드입니다. 규칙적이거나 역 

바코드이어야 합니다. 그들은 유사한 사양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서로 밀접하게 배치 되어야 합

니다. 

다음과 같은 세가지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Single Data Matrix : Data Matrix code를 읽으세요. 

Twin Data Matrix : Data Matrix code 양쪽을 읽으세요. 전송 순서 : 왼쪽 (상단)에 Data Matrix 

code가 오고 오른쪽 (하단)에 옵니다. 

Both Single & Twin : Data Matrix code 양쪽을 읽으세요. 만약 성공하면, twin Data Matrix로 전송

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Data Matrix만 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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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gle Data Matrix(기본) 

 

Twin Data Matrix                                            Both Single & Twin 

Chinese Sensible Code 

공장 기본값 복원 

 

                       Chinese Sensible Code 공장 기본값 복원(기본) 

 

Chinese Sensible Code 활성화                              Chinese Sensible Code 비활성화 

Chinese Sensible Code 길이범위 설정 

스캐너는 최소 길이와 최대 길이 사이의 길이를 포함한 코드 Chinese Sensible Code 바코드 만 

판독 하도록 구성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수행하려면 최소 및 최대 길이를 설정해야 합니다. 최소 

길이가 최대 길이보다 크게 설정되면 스캐너는 최소 또는 최대 길이로 코드 Chinese Sensible 

Code 바코드 만 판독 합니다. 최소 길이가 최대 길이와 같으면 해당 길이의 코드 Chinese 

Sensible Code 바코드 만 판독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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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길이 설정                                              최대길이 설정 

예 : 8자에서 12자 사이의 코드 Chinese Sensible Code 바코드를 판독 하도록 스캐너 설정 

1. 최소길이 설정 바코드를 스캔 하십시오. 

2. 부록의 숫자 바코드 (2D 스캐너)에서 숫자 바코드 "8"을 스캔 하십시오. 

3. 부록의 바코드 저장 / 취소 (2D 스캐너)에서 저장 바코드를 스캔 하십시오. 

4. 최대길이 설정 바코드를 스캔 하십시오. 

5. 부록의 숫자 바코드 (2D 스캐너)에서 "1"및 "2"숫자 바코드를 스캔 하십시오. 

6. 부록의 바코드 저장 / 취소 (2D 스캐너)에서 저장 바코드를 스캔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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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접두사(Prefix) 그리고 접미사(Suffix) 

1D 스캐너 

바코드 판독 값이 성공적이면 숫자, 문자 또는 기호가 포함된 문자열이 반환됩니다. 

실제 애플리케이션에서는 바코드 데이터가 필요에 따라 부족할 수 있습니다. 바코드 유형, 데이터 

획득 시간 또는 스캔 하는 데이터의 구분 기호 등과 같은 추가 정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바코

드에 추가 정보를 추가하는 것은 바코드 크기를 늘리고 유연성을 강화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해결

책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대신에, 우리는 바코드를 변경하지 않고도 데이터에 접두사와 접미사를   

추가하는 생각을 제안합니다. 다음 절에서 구성을 수행하는 방법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스캐너는 다음 형식의 바코드 데이터를 전송하도록 구성 할 수 있습니다: 

[Code ID] + [Custom Prefix] + [DATA] + [Custom Suffix] + [Terminating Character] 

노트 : [DATA]는 사용자가 나머지 파트를 전송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전송 되어야 합니다. 

 

Prefix 순서 

 

Code ID+Custom+AIM ID(기본)                                Custom+Code ID+AIM ID 

Custom Prefix 

Custom Prefix 활성/비활성 

만약 custom prefix가 활성화 되었으면, 11자를 초과하지 않는 사용자 정의 접두사를 데이터에 추

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바코드 데이터가 "123"이고 사용자 지정 접두사가 "AB"인 경우 호스트 디바이스는 

"AB123"를 수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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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stom Prefix 비활성(기본)                                      Custom Prefix 활성 

Custom Prefix 설정 

Custom prefix 설정, 바코드 스캔 하여 Custom Prefix 설정을 하며, 숫자 바코드는 원하는 접두사

의 헥사값으로 다시 표현하며 저장됩니다. 

노트 : Custom prefix는 11문자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Custom Prefix 설정 

예) Custom prefix “CODE” 설정 (Hex : 0x43, 0x4F, 0x44, 0x45) 

1. Custom Prefix 바코드를 스캔 합니다. 

2. 부록의 숫자 바코드 (1D 스캐너) 섹션에서 숫자 바코드 "4", "3", "4", "F", "4", "4"및 "5"를 

스캔 하십시오. 

3. 부록의 바코드 저장/취소 (1D 스캐너)에서 저장 바코드를 스캔 하십시오. 

 

AIM ID Prefix 

AIM (Automatic Identification Manufacturers) ID는 심볼로지 식별자를 정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부록의 AIM ID 표 참조) 

 

AIM ID Prefix 활성                                    AIM ID Prefix 비활성(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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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de ID Prefix 

Code ID는 바코드 유형을 식별하는데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AIM ID와 달리 Code ID는 사용자가 

프로그래밍 할 수 있습니다. Code ID는 하나 또는 두 개의 영문자로만 구성 될 수 있습니다. 

 

Code ID Prefix 비활성(기본)                                      Code ID Prefix 활성 

 

모든 기본 Code IDs 복원 

기본 Code ID에 대한 정보는 부록의 Code ID 표 (1D 스캐너)를 참조하십시오. 

 

모든 기본 Code IDs 복원 

 

Modify Code ID 

각 기호의 Code ID는 별도로 프로그래밍 할 수 있습니다. Code ID를 프로그래밍하는 방법은 다음 

예제를 참조하십시오 

예) Code 128의 Code ID를 "p"로 설정하십시오. 

1. ASCII 표의 "p"의 16 진수 값을 확인하십시오. ( "p": 70) 

2. Modify Code 128 Code ID 바코드를 스캔 하십시오. 

3. 부록의 숫자 바코드 (1D 스캐너)에서 숫자 바코드 "7"과 "0"을 스캔 하십시오. 

4. 부록의 바코드 저장/취소(1D 스캐너)에서 저장 바코드를 스캔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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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ify Code 128 Code ID                                 Modify UCC/EAN 128 Code ID 

 

Modify AIM 128 Code ID                                      Modify EAN-8 Code ID 

 

Modify EAN-13 Code ID                                       Modify ISSN Code ID 

 

Modify ISBN Code ID                                        Modify UPC-E Code ID 

 

Modify UPC-A Code ID                                 Modify Interleaved 2 of 5 Code ID 

 

Modify ITF-6 Code ID                                       Modify  ITF-14 Code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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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ify Deutsche 14 Code ID                                 Modify Deutsche 12 Code ID 

 

 Modify COOP25 Code ID                                  Modify Matrix 2 of 5 Code ID 

 

Modify Industrial 25 Code ID                                 Modify Standard 25 Code ID 

 

Modify Code 39 Code ID                                     Modify Codabar Code ID 

 

Modify Code 93 Code ID                                     Modify Code 11 Code ID 

 

Modify Plessey Code ID                                    Modify MSI-Plessey Code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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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ify GS1 Databar Code ID 

 

Custom Suffix 

Custom suffix 활성/비활성 

만약 custom suffix가 활성화 되어있으면, 11자를 초과 하지 않는 사용자 정의 접미사를 데이터에 

추가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만약 바코드 데이터가 “123”이고 custom suffix가 “AB”이면, 호스트 디바이스에서

“123AB”를 수신합니다. 

 

Custom Suffix 비활성(기본)                                     Custom Suffix 활성 

Custom Suffix 설정 

Custom suffix 설정, 바코드 스캔 하여 Custom suffix 설정을 하며, 숫자 바코드는 원하는 접미사

의 헥사값으로 다시 표현하며 저장됩니다. 

 

Custom Suffix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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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Custom Suffix “CODE”를 설정(Hex : 0x43, 0x4F, 0x44, 0x45) 

1. Custom Suffix 바코드를 스캔 합니다. 

2. 부록의 숫자 바코드 (1D 스캐너) 섹션에서 숫자 바코드 "4", "3", "4", "F", "4", "4"및 "5"를 

스캔 하십시오. 

3. 부록의 바코드 저장/취소 (1D 스캐너)에서 저장 바코드를 스캔 하십시오. 

 

종료 문자 Suffix 

종료 문자 Suffix 활성/비활성 

캐리지 리턴 (CR) 또는 캐리지 리턴/줄 바꿈  (CRLF)과 같은 종료 문자는 데이터의 끝을 표시하

는 데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데이터의 끝에 아무 것도 추가 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종료 

문자 접미사는 7자를 초과 할 수 없습니다. 

 

종료 문자 Suffix 비활성                                    종료 문자 Suffix 활성(기본) 

종료 문자 Suffix 설정 

종료 문자 suffix 설정, 바코드 스캔 하여 종료 문자 suffix 설정을 하며, 숫자 바코드는 원하는 접

미사의 헥사값으로 다시 표현하며 저장됩니다 

또한 종료 문자 접미사를 0x0D (CR) 또는 0x0D, 0x0A (CRLF)로 빠르게 설정하고 아래의 문자 

0x0D (CR) 또는 문자 0x0D, 0x0A (CRLF) 종료 문자를 스캔 하여 전송할 수 있습니다. 

 

종료 문자 0x0D(CR)                                  종료 문자 0x0D, 0x0A(CRLF)(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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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 문자 Suffix 설정 

 

2D 스캐너 

많은 애플리케이션에서 바코드 데이터는 서로 편집되고 구분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AIM ID 및 코드 ID를 식별자로 사용할 수 있지만 일부 특수한 경우에는 캐리지 리턴 

또는 줄 바꿈과 같은 접두사 및 종료 문자 접미사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데이터 서식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디코딩 된 데이터 앞에 AIM ID / 코드 ID / 사용자 정의 접두사 추가 

 디코딩 된 데이터 다음에 맞춤 접미사 추가 

 데이터의 끝에 종결 문자 추가 

 

바코드 데이터를 편집 할 때 다음 형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Code ID] + [Custom Prefix] + [AIM ID] + [DATA] + [Custom Suffix] + [Terminating Character] 
 [Custom Prefix] + [Code ID] + [AIM ID] + [DATA] + [Custom Suffix] + [Terminating Character] 

 

Prefix 순서 

 

Code ID+Custom Prefix+AIM ID                           Custom Prefix+Code ID+AIM ID(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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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stom Prefix 

Custom Prefix 활성/비활성 

만약 custom prefix가 활성화 되었으면, 11자를 초과하지 않는 사용자 정의 접두사를 데이터에 추

가할 수 있습니다. 

 

Custom Prefix 활성                                       Custom Prefix 비활성(기본) 

Custom Prefix 설정 

Custom prefix 설정, 바코드 스캔 하여 Custom Prefix 설정을 하며, 숫자 바코드는 원하는 접두사

의 헥사값으로 다시 표현하며 저장됩니다. 문자의 16 진수 값은 부록의 ASCII 표를 참조하십시오. 

노트 : Custom prefix는 11문자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Custom Prefix 설정 

예) Custom Prefix “CODE”를 설정 

1. ASCII 표의 “CODE”의 헥사값을 확인하세요.(“CODE” : 43, 4F, 44, 45) 

2. Custom Prefix 바코드를 스캔 하여 설정합니다. 

3. 부록의 숫자 바코드 (2D 스캐너)에서 숫자 바코드 "4", "3", "4", "F", "4", "4"및 "5"를 스캔 

하십시오 

4. 부록의 바코드 저장/취소 (2D 스캐너)에서 저장 바코드를 스캔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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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M ID Prefix 

AIM (Automatic Identification Manufacturers) ID와 ISO / IEC 15424 표준은 심볼로지 식별자와 데이

터 캐리어 식별자를 정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부록의 AIM ID 표 (2D 스캐너)를 참조하십시오 

AIM ID 접두사를 사용하면 엔진이 판독 후 스캔 된 데이터 앞에 기호 식별자를 추가합니다. 

 

AIM ID Prefix 활성                                     AIM ID 비활성(기본) 

Code ID Prefix 

Code ID는 바코드 유형을 식별하는데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AIM ID와 달리 Code ID는 사용자가 

프로그래밍 할 수 있습니다. Code ID는 하나 또는 두 개의 영문자로만 구성 될 수 있습니다. 

 

Code ID Prefix 활성                                      Code ID Prefix 비활성(기본) 

모든 기본 Code IDs 복원 

기본 Code ID에 대한 정보는 부록의 Code ID 표 (2D 스캐너)를 참조하십시오. 

 

 모든 기본 Code IDs 복원 

Modify Code ID 

각 기호의 Code ID는 별도로 프로그래밍 할 수 있습니다. Code ID를 프로그래밍하는 방법은 다음 

예제를 참조하십시오 

예) PDF417의 Code ID를 "p"로 설정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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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SCII 표의 "p"의 16 진수 값을 확인하십시오. ( "p": 70) 

2. Modify Code PDF417 Code ID 바코드를 스캔 하십시오. 

3. 부록의 숫자 바코드 (2D 스캐너)에서 숫자 바코드 "7"과 "0"을 스캔 하십시오. 

4. 부록의 바코드 저장/취소(2D 스캐너)에서 저장 바코드를 스캔 하십시오. 

 

 

Modify PDF417 Code ID                                    Modify Data Matrix Code ID 

 

Modify QR Code ID                                    Modify Chinese Sensible Code ID 

 

Modify Code 128 Code ID                                    Modify GS1-128 Code ID 

 

Modify AIM-128 Code ID                                      Modify EAN-8 Code ID 

 

Modify EAN-13 Code ID                                      Modify UPF-E Code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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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ify UPC-A Code ID                                        Modify ISBN Code ID 

 

Modify ISSN Code ID                                       Modify Code 39 Code ID 

 

Modify Code 93 Code ID                                 Modify Interleaved 2 of 5 Code ID 

 

Modify ITF-14 Code ID                                        Modify ITF-6 Code ID 

 

Modify Codabar Code ID                                    Modify Industrial 25 Code ID 

 

Modify Standard 25 Code ID                                   Modify Matrix 25 Code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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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ify COOP 25 Code ID                                     Modify Code 11 Code ID 

 

Modify Plessey Code ID                                     Modify MSI/Plessey Code ID 

 

Modify GS1 Databar Code ID 

 

Custom Suffix 

만약 custom suffix가 활성화 되었으면, 11자를 초과 하지 않는 사용자 정의 접미사를 데이터에 

추가 할 수 있습니다. 

 

Custom Suffix 활성                                     Custom Suffix 비활성(기본) 

Custom Suffix 설정 

Custom Suffix 설정, 바코드 스캔 하여 Custom Prefix 설정을 하며, 숫자 바코드는 원하는 접미사

의 헥사값으로 다시 표현하며 저장됩니다. 문자의 16 진수 값은 부록의 ASCII 표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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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stom Suffix 설정 

노트 : Custom Suffix는 11문자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예) Custom suffix “CODE” 설정 

1. ASCII 표의 “CODE”의 헥사값을 확인하세요.(“CODE” : 43, 4F, 44, 45) 

2. Custom Suffix 바코드를 스캔 하여 설정합니다. 

3. 부록의 숫자 바코드 (2D 스캐너)에서 숫자 바코드 "4", "3", "4", "F", "4", "4"및 "5"를 스캔 

하십시오 

4. 부록의 바코드 저장/취소 (2D 스캐너)에서 저장 바코드를 스캔 하십시오 

 

종료 문자 Suffix 

종료 문자는 데이터의 끝을 표시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끝나면 아무 것도 추가 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종료 문자 접미사는 1-7자를 포함 할 수 있습니다. 

종료 문자 Suffix 활성/비활성 

문자 접미사 종료를 활성화/비활성화 하려면 아래에서 해당 바코드를 스캔 하십시오. 

 

종료 문자 Suffix 활성(기본)                                    종료 문자 Suffix 비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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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 문자 Suffix 설정 

엔진은 종료 문자 접미사를 CR (0x0D) 또는 CRLF (0x0D, 0x0A)로 설정하고 아래의 적절한 바코

드를 스캔 하여 이를 활성화하는 지름길을 제공합니다. 

 

종료 문자 CR(0x0D)(기본)                                  종료 문자 CRLF(0X0D, 0X0A) 

종료 문자 suffix 설정, 종료 문자 접미사 설정 바코드와 원하는 종료 문자의 16 진수 값을 나타

내는 숫자 바코드를 스캔 한 다음 저장 바코드를 스캔 하십시오. 종료 문자의 16 진수 값은 부록

의 ASCII 표를 참조하십시오. 

노트 : 종료 문자 Suffix는 7문자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종료 문자 Suffix 설정 

예 : 종료 문자 suffix 0x0A를 설정 

1. 종료 문자 바코드를 스캔 하여 설정합니다. 

2. 부록의 숫자 바코드 (2D 스캐너)에서 숫자 "0"과 "A"를 스캔 하십시오. 

3. 부록의 바코드 저장/취소 (2D 스캐너)에서 저장 바코드를 스캔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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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스캔 기본설정(2D 전용) 

 

소개 

이 장에는 기본 설정을 사용하여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에 스캐너를 적용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캐너의 시야를 좁혀 사용자가 의도한 바코드 만 읽도록 합니다. 

 

판독영역 

전체영역 판독 

이 옵션을 사용하면 스캐너는 시야 내의 중심에서 주변으로 바코드를 판독하려고 시도하고 처음 

판독 된 바코드를 전송합니다. 

 

전체영역 판독(기본) 

특정지역 판독 

스캐너는 지정된 판독영역 내의 바코드를 판독하려고 시도하고 처음 판독 된 바코드를 

전송합니다. 이 옵션을 사용하면 스캐너가 사용자가 의도 한 바코드 만 읽도록 시야를 좁힐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중 바코드가 조밀하게 배치된 경우, 적절한 판독영역과 연계하여 특정 

영역 판독 영역을 읽으면 원하는 바코드만 판독할 수 있다. 

 

특정지역 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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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독영역 지정 

특정 영역 판독이 활성화 된 경우 스캐너는 미리 정의 된 판독 영역과 교차하는 바코드 만 읽습

니다. 

기본 판독 영역은 아래 그림과 같이 스캐너의 시야에서 40 % 위쪽, 60 % 아래쪽, 40 % 왼쪽 및 

60 % 오른쪽 영역입니다. 다음 예제에서 흰색 상자는 판독 영역입니다. 바코드 1 은 판독 영역을 

통과하므로 읽혀집니다. 바코드 2 는 판독 영역을 통과하지 않으므로 읽을 수 없습니다. 

원하는 백분율 (0-100)을 나타내는 숫자 바코드뿐 아니라 판독 영역의 맨 위, 판독 영역의 맨 

아래, 판독 영역 왼쪽 및 판독 영역의 바코드를 사용하여 판독 영역을 정의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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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단 판독영역                                              하단 판독영역 

 

왼쪽 판독영역                                              오른쪽 판독영역 

 

예 : 판독 영역을 상단 쪽 20 %, 하단 쪽 80 %, 왼쪽 20 % 및 오른쪽 80 %로 설정합니다. 

1. 특정 지역 판독 바코드 스캔. 

2. 상단 판독영역 바코드 스캔 

3. 부록의 숫자 바코드 (2D 스캐너)에서 숫자 바코드 "2"및 "0"을 스캔 하십시오. 

4. 부록의 바코드 저장/취소 (2D 스캐너)에서 저장 바코드를 스캔 하십시오. 

5. 판독 영역 바코드 하단을 스캔 합니다. 

6. 부록의 숫자 바코드 (2D 스캐너)에서 숫자 바코드 "8"및 "0"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7. 부록의 바코드 저장/취소 (2D 스캐너)에서 저장 바코드를 스캔 하십시오. 

8. 판독 영역 바코드의 왼쪽을 스캔 합니다. 

9. 부록의 숫자 바코드 (2D 스캐너)에서 숫자 바코드 "2"및 "0"을 스캔 하십시오. 

10. 부록의 바코드 저장/취소 (2D 스캐너)에서 저장 바코드를 스캔 하십시오. 

11. 영역 바코드의 판독 권한을 검사합니다. 

12. 부록의 숫자 바코드 (2D 스캐너)에서 숫자 바코드 "8"과 "0"을 스캔 하십시오. 

13. 부록의 바코드 저장/취소 (2D 스캐너)에서 저장 바코드를 스캔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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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부록 

 

공장 기본값 표 

파라미터 공장 기본값 주의 

시스템 설정 

동작모드 블루투스 모드  

블루투스 프로파일 HID  

블루투스를 통한 데이터 전송 동기 전송  

USB 인터페이스 타입 USB HID-KBW  

USB를 통한 데이터 전송 비동기 전송  

데이터 수신 확인 비활성  

소리 알림 활성  

진동 알림 비활성  

블루투스 HID 문자간 지연 15ms  

자동 끄기 시간 30분  

제품 시리얼 번호 비활성  

시간 표시 비활성  

데이터 포맷 포맷 3 : yyyy/mm/dd  

USB 국가 키보드 타입 USB English USB HID-KBW 

문자 앤코딩 ISO-8859-1 USB HID-KBW 

Convert Case No case conversion USB HID-KBW 

에뮬레이트 ALT+키패드 비활성 USB HID-KBW 

기능 키 맵 비활성 USB HID-KBW 

에뮬레이트 숫자 키패드 비활성 USB HID-KBW 

코드 페이지 Windows 1252(라틴 I) USB HID-KBW 

KBW에 대한 간 키 입력 지연 3ms USB HID-KB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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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미터 공장 기본값 주의 

Prefix 그리고 Suffix 

1D 스캐너 

Prefix 순서 Code ID+Custom Prefix+AIM ID 

AIM ID Prefix 비활성  

Code ID Prefix 비활성 1 또는 2 영문자 

Custom Prefix 
비활성 

최대: 11문자 
없음 

Custom Suffix 
비활성 

최대: 11문자 
없음 

종료 문자 Suffix 
활성 

최대: 7문자 
0X0D, 0X0A(CRLF) 

2D 스캐너 

Prefix 순서 Custom Prefix+Code ID+AIM ID 

Custom Prefix 
비활성 

최대: 11문자 
없음 

AIM ID Prefix 비활성  

Code ID Prefix 비활성 1 또는 2 영문자 

Custom Suffix 
비활성 

최대: 11문자 
없음 

종료 문자 Suffix 
활성 

최대: 7문자 
0X0D(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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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미터 공장 기본값 주의 

심볼로직스 

1D 스캐너 

Code 128 

Code 128 활성  

최대길이 255  

최소길이 1  

UCC/EAN-128 

UCC/EAN-128 활성  

최대길이 255  

최소길이 1  

AIM 128 

AIM 128 비활성  

최대길이 255  

최소길이 1  

EAN-8 

EAN-8 활성  

자릿수 확인(check digit) 전송  

2자리 추가코드 비활성  

5자리 추가코드 비활성  

디코드 EAN-8+2자리 추가코드 비활성  

디코드 EAN-8+5자리 추가코드 비활성  

EAN-13확장 비활성  

EAN-13변환 비활성  

EAN-13 

EAN-13 활성  

자릿수 확인(check digit) 전송  

2자리 추가코드 비활성  

5자리 추가코드 비활성  

디코드 EAN-13+2자리 추가 비활성  

EAN-13 290 추가코드로 시작 추가코드 필요 없음  

EAN-13 378/379 추가코드로 시작 추가코드 필요 없음  

EAN-13 414/419 추가코드로 시작 추가코드 필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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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미터 공장 기본값 주의 

EAN-13 434/439 추가코드로 시작 추가코드 필요 없음  

EAN-13 977 추가코드로 시작 추가코드 필요 없음  

EAN-13 978 추가코드로 시작 추가코드 필요 없음  

EAN-13 979 추가코드로 시작 추가코드 필요 없음  

ISSN 

ISSN 비활성  

ISBN 

ISBN 비활성  

ISBN 포맷 ISBN-13  

UPC-E 

UPC-E 활성  

Check Digit 전송  

2자리 추가코드 비활성  

5자리 추가코드 비활성  

디코드 UPC-A+2자리 추가코드 비활성  

디코드 UPC-A+5자리 추가코드 비활성  

UPC-A 확장 비활성  

UPC-A 변환 비활성  

시스템 문자 미 전송  

국가코드 미 전송  

UPC-A 

UPC-A 활성  

Check Digit 전송  

2자리 추가코드 비활성  

5자리 추가코드 비활성  

디코드 UPC-A+2자리 추가코드 비활성  

디코드 UPC-A+5자리 추가코드 비활성  

시스템 문자 전송  

국가코드 미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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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미터 공장 기본값 주의 

Interleaved 2 of 5 

Interleaved 2 of 5 활성  

Check Digit 검증 활성  

Check Digit 미 전송  

최대길이 255  

최소길이 6 2이상 

ITF-6 

ITF-6 비활성  

Check Digit 미 전송  

ITF-14 

ITF-14 비활성  

Check Digit 미 전송  

Deutshe 12 

Deutshe 12 비활성  

Check Digit 미 전송  

COOP 25(Japaness Matrix 2 of 5) 

COOP 25 비활성  

Check Digit 검증 비활성  

Check Digit 비활성  

최대길이 255  

최소길이 6 3이상 

Matrix 25(European Matrix 2 of 5) 

Matrix 25 활성  

Check Digit 검증 비활성  

Check Digit 미 전송  

최대길이 255  

최소길이 6 3이상 

Industrial 25 

Industrial 25 활성  

Check Digit 검증 비활성  

Check Digit 미 전송  

최대길이 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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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미터 공장 기본값 주의 

최소길이 6 4이상 

Standard 25 

Standard 25 활성  

Check Digit 검증 비활성  

Check Digit 미 전송  

최대길이 255  

최소길이 6 4이상 

Code 39 

Code39 활성  

Check Digit 검증 비활성  

시작/정지 문자 전송  

Code 39 Full ASCII 활성  

Code 32 비활성  

Code 32 Prefix 비활성  

Code 32 Check Digit 미 전송  

Code 32 시작/정지 문자 미 전송  

최대길이 255  

최소길이 4 1이상 

Codabar 

Codabar 활성  

Check Digit 검증 비활성  

Check Digit 미 전송  

시작/정지 문자 ABCD/ABCD 포맷 전송  

최대길이 255  

최소길이 4 2이상 

Code 93 

Code 93 활성  

Check Digit 검증 활성  

Check Digit 미 전송  

최대길이 255  

최소길이 2 1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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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미터 공장 기본값 주의 

Code 11 

Code 11 비활성  

Check Digit 미 전송  

Check Digit 검증 
비활성 

1 Check Digit, MOD11 

 

최대길이 255  

최소길이 4 3이상 

Plessey 

Plessey 비활성  

Check Digit 검증 활성  

Check Digit 미 전송  

최대길이 255  

최소길이 4 4이상 

MSI-Plessey 

MSI-Plessey 비활성  

Check Digit 미 전송  

Check Digit 검증 
활성 

1 Check Digit, MOD10 

 

최대길이 255  

최소길이 4 4이상 

GS1 Databar(RSS) 

GS1 Databar 활성  

최대길이 255  

최소길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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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미터 공장 기본값 주의 

2D 스캐너 

Video Reverse 비활성 모든 심볼로직스에 적용가능 

Code 128 

Code 128 비활성  

최대길이 127  

최소길이 1  

GS1-128(UCC/EAN-128) 

GS1-128 활성  

최대길이 127  

최소길이 1  

AIM 128 

AIM 128 활성  

최대길이 127  

최소길이 1  

EAN-8 

EAN-8 활성  

Check Digit 전송  

2자리 추가코드 비활성  

5자리 추가코드 비활성  

추가코드 불필요  

EAN-13 확장 비활성  

EAN-13 

EAN-13 활성  

Check Digit 전송  

2자리 추가코드 비활성  

5자리 추가코드 비활성  

추가코드 불필요  

EAN-13 290 추가코드로 시작 추가코드 필요없음  

EAN-13 378/379 추가코드로 시작 추가코드 필요없음  

EAN-13 414/419 추가코드로 시작 추가코드 필요없음  

EAN-13 434/439 추가코드로 시작 추가코드 필요없음  

EAN-13 977 추가코드로 시작 추가코드 필요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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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미터 공장 기본값 주의 

EAN-13 978 추가코드로 시작 추가코드 필요없음  

EAN-13 979 추가코드로 시작 추가코드 필요없음  

ISSN 

ISSN 비활성  

2자리 추가코드 비활성  

5자리 추가코드 비활성  

추가코드 불필요  

ISBN 

ISBN 활성  

ISBN 포맷 ISBN-13  

2자리 추가코드 비활성  

5자리 추가코드 비활성  

추가코드 불필요  

UPC-E 

UPC-E 비활성  

Check Digit 전송  

2자리 추가코드 비활성  

5자리 추가코드 비활성  

추가코드 불필요  

UPC-A 확장 비활성  

시스템 문자 “0” 미 전송  

UPC-A 

UPC-A 활성  

Check Digit 전송  

2자리 추가코드 비활성  

5자리 추가코드 비활성  

추가코드 필요없음  

전(앞) 문자 “0” 미 전송  

Interleaved 2 of 5 

Interleaved 2 of 5 활성  

Check Digit 검증 비활성  

Check Digit 미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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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미터 공장 기본값 주의 

최대길이 100  

최소길이 6  

ITF-6 

ITF-6 비활성  

Check Digit 미 전송  

ITF-14 

ITF-14 활성  

Check Digit 미 전송  

Matrix 2 of 5 

Matrix 2 of 5 비활성  

Check Digit 검증 비활성  

Check Digit 미 전송  

최대길이 127  

최소길이 6  

Industrial 25 

Industrial 25 활성  

Check Digit 검증 비활성  

Check Digit 미 전송  

최대길이 127  

최소길이 6  

Standard 25 

Standard 25 활성  

Check Digit 검증 비활성  

Check Digit 미 전송  

최대길이 127  

최소길이 6  

Code 39 

Code 39 활성  

Check Digit 검증 비활성  

Check Digit 미 전송  

시작/정지 문자 미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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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미터 공장 기본값 주의 

Code 39 Full ASCII 비활성  

Code 32 비활성  

Code 32 Prefix 비활성  

Code 32 Check Digit 미 전송  

Code 32 시작/정지 문자 미 전송  

최대길이 127  

최소길이 2  

Codabar 

Codabar 활성  

Check Digit 검증 비활성  

Check Digit 미 전송  

시작/정지 문자 미 전송  

시작/정지 문자 형식 ABCD/ABCD  

최대길이 127  

최소길이 2  

Code 93 

Code 93 활성  

Check Digit 검증 활성  

Check Digit 미 전송  

최대길이 127  

최소길이  3  

Code 11 

Code 11 활성  

Check Digit 검증 

활성 

One Check digit, 

MOD11 

 

Check Digit 미 전송  

최대길이 127  

최소길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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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미터 공장 기본값 주의 

Plessey 

Plessey 활성  

Check Digit 검증 

활성 

One check digit, 

MOD10 

 

Check Digit 미 전송  

최대길이 127  

최소길이 1  

MSI-Plessey 

MSI-Plessey 활성  

Check Digit 검증 

활성 

One check digit, 

MOD10 

 

Check Digit 미 전송  

최대길이 127  

최소길이 2  

PDF 417 

PDF 417 활성  

최대길이 2710  

최소길이 1  

PDF 417 Twin 코드 Read single PDF417 only  

QR 코드 

QR 코드 활성  

Micro QR 활성  

최대길이 7089  

최소길이 1  

QR Twin 코드 Read single QR only  

Data Matrix 

Data Matrix 활성  

직사각형 바코드 활성  

Mirror images 디코드  

최대길이 3116  

최소길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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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미터 공장 기본값 주의 

DT Twin 코드 Read single DM only  

Chinese Sensible 코드 

Chinese Sensible 코드 비활성  

최대길이 7827  

최소길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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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it Barcodes(1D 스캐너) 

0~9 

 

0                                                           1 

 

2                                                           3 

 

              4                                                           5 

 

              6                                                           7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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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 

 

A                                                          B 

 

C                                                          D 

 

E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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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it Barcodes(2D Scanner) 

0~9 

 

0                                                           5 

 

1                                                           6 

 

             2                                                           7 

 

             3                                                           8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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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 

 

A                                                          B 

 

C                                                          D  

 

E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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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취소 바코드(1D 스캐너) 

숫자 바코드를 읽은 후 데이터를 저장하려면 저장 바코드를 스캔 해야 합니다. 잘못된 숫자를 스

캔 한 경우에는 취소한 바코드를 스캔 한 다음, 구성을 다시 시작하거나, 마지막 자리 바코드를 

다시 스캔 하거나, 올바른 자리 표시자 또는 스캔을 스캔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대 길이 바코드 및 숫자 바코드"1","2"및"3"을 차례로 읽은 후 다음을 스캔 합니다. 

 마지막 자리 취소 : 마지막 “3” 자리가 삭제됩니다. 

 모든 자리 취소 : 모든 “123” 자리가 삭제됩니다. 

 취소 : 최대 길이 구성이 취소됩니다. 

 

 

저장                                                         취소 

 

마지막 자리 취소                                             모든 자리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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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취소 바코들(2D 스캐너) 

숫자 바코드를 읽은 후 데이터를 저장하려면 저장 바코드를 스캔 해야 합니다. 잘못된 숫자를 스

캔 한 경우에는 취소한 바코드를 스캔 한 다음, 구성을 다시 시작하거나, 마지막 자리 바코드를 

다시 스캔 하거나, 올바른 자리 표시자 또는 스캔을 스캔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대 길이 바코드 및 숫자 바코드"1","2"및"3"을 차례로 읽은 후 다음을 스캔 합니다. 

 마지막 자리 취소 : 마지막 “3” 자리가 삭제됩니다. 

 모든 자리 취소 : 모든 “123” 자리가 삭제됩니다. 

 취소 : 최대 길이 구성이 취소됩니다. 그리고 엔진은 여전히 설정 모드에 있습니다. 

 

 

저장                                                        취소 

 

마지막 자리 취소                                             모든 자리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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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M ID 표 (1D 스캐너) 

심볼로직스 AIM ID AIM ID가 가능한 파라메터 

Code 128 ]C0  

UCC/EAN-128 ]C1  

AIM 128 ]C2  

ISBT 128 ]C4  

EAN-8 ]E4  

EAN-13 ]E0  

추가 기능이 있는 EAN-13 ]E3  

ISSN ]X0  

ISBN ]X0  

UPC-E ]E0  

추가 기능이 있는 UPC-E ]E3  

UPC-A ]E0  

추가 기능이 있는 UPC-A ]E3  

Interleaved 2 of 5 ]lm 0,1,3 

ITF-6 ]lm 1,3 

ITF-14 ]lm 1,3 

Deutsche 14 ]X0  

Deutsche 12 ]X0  

COOP 25(Japanese Matrix 2 of 5) ]X0  

Matrix 2 of 5(European Matrix 2 of 5) ]X0  

Industrial 25 ]S0  

Standard 25 ]R0  

Code 39 ]Am 0,1,3,4,5,7 

Codabar ]Fm 0,2,4 

Code 93 ]G0  

Code 11 ]Hm 0,1,3 

Plessey ]P0  

MSI-Plessey ]Mm 0,1 

GS1 Databar ]e0  

PDF417 ]Lm 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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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볼로직스 AIM ID AIM ID가 가능한 파라메터 

Micro PDF417 ]Lm 3,4,5 

 

노트 : “m”은 AIM을 표현한 수식어입니다. ISO / IEC 15424 : 2008 정보 기술 - 자동 식별 및 데이

터 캡처 기술 - AIM 수정 문자 특성에 대한 데이터 캐리어 식별자 (기호 식별자 포함)를 참조하십

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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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M ID 표 (2D 스캐너) 

심볼로직스 AIM ID 주의 

EAN-13 
]E0 표준 EAN-13 

]E3 EAN-13+2/5 자리 추가코드 

EAN-8 

]E4 표준 EAN-8 

]E4…]E1… EAN-8+2자리 코드추가 

]E4…]E2… EAN-8+5자리 코드추가 

UPC-E 
]E0 표준 UPC-E 

]E3 UPC-E+2/5 자리 코드추가 

UPC-A 
]E0 표준 UPC-A 

]E3 UPC-A+2/5 자리 코드추가 

Code 128 ]C0 표준 Code 128 

GS1-128(UCC/EAN-128) ]C1 FNC1은 시작문자 후의 오른쪽 문자입니다. 

AIM-128 ]C2 FNC1은 시작문자 후의 두 번째 문자입니다. 

ISBT-128 ]C4  

Interleaved 2 of 5 

]l0 Check Digit 검증 없음 

]l1 검증 후에 Check Digit 전송 

]l3 검증 후에 Check Digit 미 전송 

ITF-6 
]l1 Check Digit 전송 

]l3 Check Digit 미 전송 

ITF-14 
]l1 Check Digit 전송 

]l3 Check Digit 미 전송 

Industrial 2 of 5 ]S0 지정되지 않음 

Standard 2 of 5 

]R0 Check Digit 검증 없음 

]R8 MOD10; Check Digit 미 전송 

]R9 MOD10; Check Digit 전송 

Code 39 

]A0 바코드를 그대로 전송합니다; Full ASCCI 비활

성; Check Digit 검증 없음 

]A1 MOD43; Check Digit 전송 

]A3 MOD43; Check Digit 미 전송 

]A4 Full ASCCI 활성; Check Digit 검증 없음 

]A5 Full ASCCI 활성; Check Digit 

]A7 Full ASCCI 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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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볼로직스 AIM ID 주의 

Codabar 

]F0 표준 Codabar 

]F2 검증 후 Check Digit 전송 

]F4 검증 후 Check Digit 미 전송 

Code 93 ]G0 표준 Code 93 

Code 11 

]H0 MOD11; Check Digit 전송 

]H1 MOD11/.MOD11; Check Digit 전송 

]H3 검증 후 Check Digit 미 전송 

]H9 Check Digit 검증 없음 

GS1-DataBar(RSS) ]e0 표준 GS1-DataBar 

Plessey ]P0 표준 Plessey 

MSI-Plessey 

]M0 MOD10; Check Digit 전송 

]M1 MOD10; Check Digit 미 전송 

]M7 MOD10/MOD11; Check Digit 미 전송 

]M8 MOD10/MOD11; Check Digit 전송 

]M9 Check Digit 검증 없음 

Matrix 2 of 5 

]X0 제조사 지정 

]X1 Check Digit 검증 없음 

]X2 MOD10; Check Digit 전송 

]X3 MOD11; Check Digit 미 전송 

ISBN ]X4 표준 ISBN 

ISSN ]X4 표준 ISSN 

PDF417 ]L0 1994 PDF417 규격준수 

Data Matrix 

]d0 ECC000-ECC140 

]d1 ECC200 

]d2 
ECC200, FNC1은 첫 문자 후에 첫 번째 또는 

다섯 번째 문자이다. 

]d3 ECC200, FNC1은 첫 문자 후에 두 번째 또는 

여섯 번째 문자이다. 

]d4 ECC200, ECI 포함 

]d5 
ECC200, FNC1은 첫 문자 후에 첫 번째 또는 

다섯 번째 문자이다. ECI 포함 

]d6 ECC200, FNC1은 첫 문자 후에 두 번째 또는 

여섯 번째 문자이다. ECI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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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볼로직스 AIM ID 주의 

QR 코드 

]Q0 QR1 

]Q1 2005 버전, ECI 제외 

]Q2 2005 버전, ECI 포함 

]Q3 
QR 코드 2005, ECI 제외, FNC1은 시작 문자 

후에 첫 번째 문자이다. 

]Q4 
QR 코드 2005, ECI 포함, FNC1은 시작 문자 

후에 첫 번째 문자이다. 

]Q5 QR 코드 2005, ECI 제외, FNC1은 시작 문자 

후에 두 번째 문자이다. 

]Q6 QR 코드 2005, ECI 포함, FNC1은 시작 문자 

후에 두 번째 문자이다. 

Chinese Sensible 코드 ]X0  

 

참고 : 참조 : ISO / IEC 15424 : 2008 정보 기술 - 자동 식별 및 데이터 캡처 기술 - 데이터 캐리

어 식별자 (기호 식별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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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de ID 표 (1D 스캐너) 

바코드 Code ID 

Code 128 j 

UCC/EAN-128 U 

AIM 128 f 

EAN-8 g 

EAN-13 d 

ISSN n 

ISBN B 

UPC-E h 

UPC-A c 

Interleaved 2 of 5 e 

ITF-6 r 

ITF-14 q 

Deutsche 14 w 

Deutsche 12 l 

COOP 25(Japanese Matrix 2 of 5) o 

Matrix 2 of 5(European Matrix 2 of 5) v 

Industrial 25 i 

Standard 25 s 

Code 39 b 

Codabar a 

Code 93 y 

Code 11 z 

Plessey p 

MSI-Plessey m 

GS1 Databar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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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de ID 표 (2D 스캐너) 

바코드 Code ID 

Code 128 j 

GS1-128(UCC/EAN-128) j 

AIM-128 f 

EAN-8 d 

EAN-13 d 

ISSN n 

ISBN B 

UPC-E c 

UPC-A c 

Interleaved 2 of 5 e 

ITF-6 e 

ITF-14 e 

Matrix 2 of 5 v 

Industrial 2 of 5 D 

Standard 2 of 5 s 

Code 39 b 

Codabar a 

Code 93 i 

Code 11 H 

Plessey p 

MSI-Plessey m 

GS1 Databar R 

PDF417 r 

QR Code Q 

Data Matrix u 

Chinese Sensible Code h 

 

  



 

DOT-BS80 

매뉴얼 

Date 2017-04-25 

Rev 1.0 

Page 177 

 

 

CONFIDENTIAL Document KCTNS All rights of reproduction and disclosure reserved. 

ASCII 표 

Hex Dec Char 

00 0 NULL (Null char.) 

01 1 SOH (Start of Header) 

02 2 STX (Start of Text) 

03 3 ETX (End of Text) 

04 4 EOT (End of Transmission) 

05 5 ENQ (Enquiry) 

06 6 ACK (Acknowledgment) 

07 7 BELL (Bell) 

08 8 BS (Backspace) 

09 9 HT (Horizontal Tab) 

0a 10 LF (Line Feed) 

0b 11 VT (Vertical Tab) 

0c 12 FF (Form Feed) 

0d 13 CR (Carriage Return) 

0e 14 SO (Shift Out) 

0f 15 SI (Shift In) 

10 16 DLE (Data Link Escape) 

11 17 DC1 (XON)(Device Control 1) 

12 18 DC2 (Device Control 2) 

13 19 DC3 (XOFF)(Device Control 3) 

14 20 DC4 (Device Control 4) 

15 21 NAK (Negative Acknowledgment) 

16 22 SYN (Synchronous Idle) 

17 23 ETB (End of Trans. Block) 

18 24 CAN (Cancel) 

19 25 EM (End of Medium) 

1a 26 SUB (Substitute) 

1b 27 ESC (Escape) 

1c 28 FS (File Separator) 

1d 29 GS (Group Separ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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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x Dec Char 

1e 30 RS (Request to Send) 

1f 31 US (Unit Separator) 

20 32 SP (Space) 

21 33 ! (Exclamation MarK) 

22 34 “ (Double Quote) 

23 35 # (Number Sign) 

24 36 $ (Dollar Sign) 

25 37 % (Percent) 

26 38 & (Ampersand) 

27 39 ‘ (Single Quote) 

28 40 ( (Left/Opening Parenthesis) 

29 41 ) Right/Opening Parenthesis) 

2a 42 * (Asterisk) 

2b 43 + (Plus) 

2c 44 , (Comma) 

2d 45 - (Minus/Dash) 

2e 46 . (Dot) 

2f 47 / (Forward Slash) 

30 48 0 

31 49 1 

32 50 2 

33 51 3 

34 52 4 

35 53 5 

36 54 6 

37 55 7 

38 56 8 

39 57 9 

3a 58 : (Colon) 

3b 59 ; (Semi-colon) 

3c 60 < (Less Than) 

3d 61 = (Equal 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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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x Dec Char 

3e 62 > (Greater Than) 

3f 63 ? (Question Mark) 

40 64 @ (AT Symbol) 

41 65 A 

42 66 B 

43 67 C 

44 68 D 

45 69 E 

46 70 F 

47 71 G 

48 72 H 

49 73 I 

4a 74 J 

4b 75 K 

4c 76 L 

4d 77 M 

4e 78 N 

4f 79 O 

50 80 P 

51 81 Q 

52 82 R 

53 83 S 

54 84 T 

55 85 U 

56 86 V 

56 87 W 

58 88 X 

59 89 Y 

5a 90 Z 

5b 91 [ (Left/Opening Bracket) 

5c 92 \ (Back Slash) 

5d 93 ] (Right/Closing Brac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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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x Dec Char 

5e 94 ^ (Caret / Circumflex) 

5f 95 _ (Underscore) 

60 96 ` (Grave Accent) 

61 97 a 

62 98 b 

63 99 c 

64 100 d 

65 101 e 

66 102 f 

67 103 g 

68 104 h 

69 105 i 

6a 106 j 

6b 107 k 

6c 108 l 

6d 109 m 

6e 110 n 

6f 111 o 

70 112 p 

71 113 q 

72 114 r 

73 115 s 

74 116 t 

75 117 u 

76 118 v 

77 119 w 

78 120 x 

79 121 y 

7a 122 z 

7b 123 { (Left/Opening Brace) 

7c 124 | (Vertical Bar) 

7d 125 } (Right/Closing Br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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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x Dec Char 

7e 126 ~ (Tilde) 

7f 127 DEL (Dele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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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CII 기능 키 맵핑 표 

ASCII 기능 
ASCCI 값 

(HEX) 
기능 키 맵핑 없음 기능 키 맵핑 

NUL (Null Char.) 00 Null Ctrl+2 

SOH (Start of Header) 01 Keypad Enter Ctrl+A 

STX (Start of Text) 02 Caps Lock Ctrl+B 

ETX (End of Text) 03 Null Ctrl+C 

EOT (End of Transmission) 04 Null Ctrl+D 

ENQ (Enquiry) 05 Null Ctrl+E 

ACK (Acknowledgment) 06 Null Ctrl+F 

BEL (Bell) 07 Enter Ctrl+G 

BS (Backspace) 08 Left Arrow Ctrl+H 

HT (Horizontal Tab) 09 Horizontal Tab Ctrl+I 

LF (Line Feed) 0A Down Arrow Ctrl+J 

VT (Vertical Tab) 0B Vertical Tab Ctrl+K 

FF (From Feed) 0C Delete Ctrl+L 

CR (Carriage Return) 0D Enter Ctrl+M 

SO (Shift Out) 0E Insert Ctrl+N 

SI (Shift In) 0F Esc Ctrl+O 

DLE (Data Link Escape) 10 F11 Ctrl+P 

DC1 (XON)(Device Control 1) 11 Home Ctrl+Q 

DC2 (Device Control 2) 12 Print Screen Ctrl+R 

DC3 (XOFF)(Device Control 3) 13 Backspace Ctrl+S 

DC4 (Device Control 4) 14 Tab+Shift Ctrl+T 

NAK (Negative Acknowledgment) 15 F12 Ctrl+U 

SYN (Synchronous Idle) 16 F1 Ctrl+V 

ETB (End of Trans. Block) 17 F2 Ctrl+W 

CAN (Cancel) 18 F3 Ctrl+X 

EM (End of Medium) 19 F4 Ctrl+Y 

SUB (Substitute) 1A F5 Ctrl+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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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CII 기능 
ASCCI 값 

(HEX) 
기능 키 맵핑 없음 기능 키 맵핑 

ESC (Escape) 1B F6 

다음 표를 참조하세요. 

FS (File Separator) 1C F7 

GS (Group Separator) 1D F8 

RS (Request to Send) 1E F9 

US (Unit Separator) 1F F10 

 

ASCII 기능 키 맵핑 표 (계속) 

위 표의 마지막 다섯 문자의 기능 키 매핑은 키보드 레이아웃마다 다릅니다.  

Country/ 

Keyboard 

Layout 

기능 키 맵핑 

1B 1C 1D 1E 1F 

United States Ctrl+[ Ctrl+\ Ctrl+] Ctrl+6 Ctrl+_ 

Belgium Ctrl+[ Ctrl+< Ctrl+] Ctrl+6 Ctrl+_ 

Scandinavia Ctrl+8 Ctrl+< Ctrl+9 Ctrl+6 Ctrl+_ 

France Ctrl+^ Ctrl+8 Ctrl+$ Ctrl+6 Ctrl+= 

Germany  Ctrl+Ã Ctrl++ Ctrl+6 Ctrl+_ 

Italy  Ctrl+\ Ctrl++ Ctrl+6 Ctrl+_ 

Switzerland  Ctrl+< Ctrl+ Ctrl+6 Ctrl+_ 

United Kingdom Ctrl+[ Ctrl+￠  Ctrl+] Ctrl+6 Ctrl+_ 

Denmark Ctrl+8 Ctrl+\ Ctrl+9 Ctrl+6 Ctrl+_ 

Norway Ctrl+8 Ctrl+\ Ctrl+9 Ctrl+6 Ctrl+_ 

Spain Ctrl+[ Ctrl+\ Ctrl+] Ctrl+6 Ctrl+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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