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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상의 주의에 대해

사용상의 주의 또는 안전상의 주의 등 안전에 관한 사항은 본 사용 설명서가 작성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양해 바랍니다.

개조에 대해

구입한 제품은 안전을 위해 개조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저작권에 대해

본 제품에 부속된 문서, 프로그램 등에 관한 저작권, 상표권 기타 일체의 지적 재산권은 Dai Nippon Printing 

Co., Ltd. 또는 그 밖의 권리자에게 귀속됩니다. 적용 법령상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Dai Nippon Printing 

Co., Ltd.의 허락 없이 이것들을 복제 등을 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품 사용 국가에 대해

제품 사용 국가를 나타내는 (A)가 표시되지 않은 DP-DS620을 미국에 전매하거나 미국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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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제품을 구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사용 설명서는 제품을 사용하는데 필요한 취급과 조작에 대해 설명해 드립니다.

사용하시기 전에 본 사용 설명서를 잘 읽어 주십시오.

특히, "안전한 사용을 위해"(4~6페이지)는 올바른 사용을 위해 반드시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 전에 반드시 본 사용 설명서를 잘 읽어 주십시오. 읽으신 후에는 소중히 보관하여 필요한 때에 다시 

읽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 곳에 표시한 주의사항은 제품을 올바르고 안전하게 사용하여 사용자 또는 타인에게 가해나 재산상의 

손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반드시 지켜 주십시오.

■"경고" 및 "주의"에 대해

다음은 잘못된 취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내용을 가해나 손해의 크기 및 위급 정도를 나타내기 위해 

"경고" 및 "주의"로 구분하여 설명합니다.

경고 이 표시를 지키지 않고 잘못 사용하면 "사망 또는 중상을 입을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주의 이 표시를 지키지 않고 잘못 사용하면 "장해를 입을 수 있거나 물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기호 표시에 대해

표시된 기호에는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기호는 경고, 주의를 촉구하는 내용을 표시합니다.

이 기호 안쪽 또는 부근에 구체적인 내용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 기호는 금지하는 내용을 표시합니다.

이 기호 안쪽 또는 부근에 구체적인 내용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 기호는 행위의 의무 또는 지시하는 내용을 표시합니다.

이 기호 안쪽에 구체적인 내용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머리말

안전한 사용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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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 본 제품은 전원 스위치가 없습니다.  설치 시에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고정 배선 내에 전용 차

단 장치를 마련하거나 사용 중에 쉽게 빼고 꽂을 수 있는 본체에서 가까운 콘센트에 전원 플러

그를 연결해 주십시오.  만일 이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용 차단 장치를 내리거나 전원 플러그

를 뽑아 주십시오.

• 표시된 전원 전압, 주파수 이외의 전압은 사용하지 마십시오. 잘못해 접속하면 감전이나 화재의 

원인이 됩니다.

• 문어발식 배선, 연장 코드의 사용은 피해 주십시오. 콘센트부가 이상 발열해 화재의 원인이 됩

니다.

• 전원 코드를 손상, 파손시키거나 묶거나 가공하지 마십시오. 또한, 무거운 것을 올려놓거나 잡

아당기거나 무리하게 굽히거나 하면 전원 코드가 손상되어 화재나 감전의 원인이 됩니다.

• 공기에 염분이나 부식성 가스가 포함되어 있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하지 마십시오. 화재의 

원인이 됩니다.

• 제품의 환기구를 막지 마십시오. 제품 내부에 열이 축적되어 고장이나 화재의 원인이 됩니다.

• 제품 위에 올라가거나 무거운 것을 올려놓지 마십시오. 또한, 버튼이나 스위치, 입력 단자 등에 

무리한 힘을 가하지 마십시오. 제품이 파손되거나 사용자나 타인의 부상의 원인이 됩니다.

• 제품을 포장한 봉투는 어린이의 손이 미치지 않는 장소에 보관해 주십시오. 뒤집어쓸 경우 질식

할 수 있습니다.

• 제품의 모서리에 신체나 다른 물건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 인명과 관계된 용도(예를 들어 의료기기, 우주기기, 항공기 등 극도의 신뢰성이 요구되는 것)로

는 사용을 피해 주십시오.

• 본 제품은 약 12kg입니다. 제품 이동 시에는 신체에 부담을 주지 않는 상태로 들어 올려 주십

시오. 무리하게 들어 올리거나 난폭하게 취급하여 떨어뜨리게 되면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 제품은 전원 콘센트에 가능한 가까운 위치에 설치해 이상 시에 전원 플러그를 간단하게 제거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 전원 플러그에 먼지가 부착되어 있는 경우에는 먼지를 완전히 닦아내 주십시오. 감전이나 단락

의 원인이 됩니다.

• 만일 금속, 액체 등의 이물질이 제품 내부에 들어갔을 경우나 발연, 이취 등의 이상 상태가 보

이는 경우에는 곧바로 전원 코드를 인렛에서 뽑은 후에 서비스 센터에 연락해 주십시오. 제품이 

고장나거나 문제가 있는 상태로 계속 사용하지 마십시오. 감전, 단락, 화재나 고장의 원인이 됩

니다.

• 접지플러그를 확실히 설치해 주십시오. 누전되어 화재나 감전의 원인이 됩니다.

• 젖은 손으로 전원 플러그를 빼고 꽂지 마십시오. 감전의 원인이 됩니다.

• 제품 내부를 열거나 내부 부품을 분해하거나 개조하지 마십시오. 감전이나 화재, 부상 또는 고

장의 원인이 됩니다. 제품 내부의 점검·조정·수리는 서비스 센터에 의뢰해 주십시오.

안전한 사용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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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 습기나 먼지가 많은 장소에 설치하지 마십시오. 화재나 감전 또는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 불안정한 장소에 설치하지 마십시오. 제품이 전도되어 사용자나 타인의 부상의 원인이 됩니다.

• 제품 내부에 이물질을 혼입시키지 마십시오. 감전, 단락, 화재나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들어간 

경우에는 곧바로 전원 코드를 인렛에서 뽑은 후에 서비스 센터에 의뢰해 주십시오.

• 인쇄 중에 커버를 열지 마십시오.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 제품에 액체나 약제 등을 흘리거나 뿌리지 마십시오.

• 커버를 청소하는 경우 시너, 트리클렌, 벤진, 케톤계 용제나 화학걸레 등은 사용하지 마십시오. 

변색, 변질의 원인이 됩니다.

• 전원 플러그는 1년에 1회 이상 콘센트에서 뽑아 플러그의 날과 날 주변 부분을 청소해 주십시

오. 먼지가 쌓이면 화재의 원인이 됩니다.

• 좁은 실내에서 장시간 연속 사용할 경우에는 환기에 주의해 주십시오.

• 수송기기(열차, 자동차 선박 등)에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판매처로 상담해 주십시오.

• 제품, 부속품, 포장재, 미디어(용지, 리본)를 폐기할 때에는 지방자치체의 조례에 따라 주십시

오. 조례 내용에 대해서는 각 지방자치체로 문의해 주십시오.

• 전원 플러그를 뽑을 때에는 반드시 전원 플러그를 잡고 뽑아 주십시오. 전원 코드를 잡아당기면 

코드에 상처가 나서 화재나 감전의 원인이 됩니다.

• 제품을 이동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전원 플러그를 콘센트에서 뽑아 주십시오. 코드에 상처가 나

서 화재나 감전의 원인이 됩니다.

• 장기간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안전을 위해 반드시 전원 플러그를 콘센트에서 뽑아 주십시오. 감

전이나 화재,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 이 마크가 부착되어 있는 부분은 고온입니다. 인쇄 직후에는 손대지 마십시오.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 구동부를 만지지 마십시오. 구동부가 회전하여 손가락이 끼여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안전한 사용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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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상의 주의사항

• 본 제품을 사용함에 있어 "안전한 사용을 위해"를 잘 읽고 그 지시에 따라 주십시오.

• 본 제품의 이동, 설치 시에는 두 명 이상이 각별히 주의해 실시하십시오. 낙하되면 신체나 다른 물건을 손상

시킬 수 있습니다.

• 화기나 습기가 있는 장소, 직사광선이 닿는 장소, 난방기구나 열기구의 근처 등 온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은 

장소, 낮은 장소, 습기나 먼지가 많은 장소에서는 사용, 보관하지 마십시오.

• 실험실 등 화학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지 마십시오.

• 공기에 염분이나 부식성 가스가 포함되어 있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설치하지 마십시오.

• 프린터 본체는 수평으로 안정된 테이블 위에 환기가 잘 되는 곳에 설치해 주십시오.

• 본 제품 위에 물건을 올려놓지 마십시오.

• 라디오나 TV 근처에서 사용하거나 같은 콘센트를 사용하면 수신 장해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 주

십시오.

• 지정된 전원 전압, 주파수 이외에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 전원 코드 위에 물건을 올려놓거나 밟지 마십시오.

• 전원 코드 또는 USB 케이블을 잡고 본체를 잡아당기거나 운반을 하지 마십시오.

• 전원 코드의 문어발식 배선은 피해 주십시오.

• 전원 코드를 묶어 사용하지 마십시오.

• 전원 코드의 빼고 꽂기는 반드시 전원 플러그를 잡고 실시해 주십시오.

• USB 케이블의 설치나 제거를 할 때에는 반드시 전원 코드를 인렛에서 뽑아 주십시오.

• USB 케이블을 길게 배선하거나 노이즈가 많은 기기와 접속하는 것은 절대 피해 주십시오. 어쩔 수 없이 배

선할 때에는 신호마다 실드선, 트위스트 페어선 등을 사용하도록 충분한 대책을 강구해 주십시오.

• USB 2.0 사양에 적합한 실드 처리 USB 케이블을 사용해 주십시오.

• 제품 근처에 콘센트가 있고 또한 그 콘센트에서 전원 플러그를 뽑아 간단하게 전원을 차단할 수 있는 장소

에 설치해 주십시오.

• 콘센트는 접지가 있는 3단자 콘센트를 사용해 주십시오. 감전될 수 있습니다.

• 제품에 포함된 전원 코드 세트는 본 제품 이외에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 제품에는 제공된 전원 코드 세트를 사용해 주십시오.

• 네트워크 프린터로 사용하는 것은 상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트워크에 접속해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책임하에 실시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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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린터 설치

프린터 본체와 아래의 부속품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주의

• 본 제품의 이동, 운반, 포장상자에서 본 제품을 꺼낼 때에는 각별히 주의해 주십시오. 낙하되면 신체나 

다른 물건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 포장재를 잡고 프린터 본체를 꺼내면 쿠션이 갈라져 프린터 본체가 낙하될 수 있습니다.

• 페이퍼 홀더와 L판용 스페이서 사이에 손가락 등이 끼이지 않게 주의해 주십시오. 부상을 입을 수 있습

니다.

내용물 확인

프린터 본체 전원 코드리본카세트 
※프린터 본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포장재를 제거한 후 사용해 주십시오.
휴지통

※ 형태는 나라와 지역, 애플리케
이션에 따라 다릅니다.

페이퍼 홀더 
※프린터 본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L판용 스페이서페이퍼 트레이 
(L, PC전용)

·안전한 사용을 위해 
·시작 가이드

·프린터 드라이버 사용 설명서

설명 책자CD-ROM

L, 2L크기의 롤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페이퍼 홀더에 L판용 스페이서를 설치해 주십시오.               

L판 스페이서의 설치

DIGITAL PHOTO PRINTER

DP-DS620
DP-DS620 (A)

©2014 Dai Nippon Printing Co., Ltd.

English

Deutsch

français

español

Русский

L size spacers installation

日本語

For Safe Operation
Start-up Guide

Sicherheitshinweise
Leitfaden zur Inbetriebnahme

Pour un fonctionnement sans risque
Guide de dém arrage

Para un funcionamiento seguro
Guía de in icio de

Безопасная эксплуатация
Руководство по вводу в эксплуатацию

安全にお使いいただくために
スタートアップガイド

中文 - 繁體
關於安全操作

入門指南

中文 - 简体
关于安全操作

入门指南

한국어
안전한 사용을 위해

시작 가이드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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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체 전면

■본체 배면

■본체 측면

프린터 설치

 주의

• 제품의 모서리에 신체나 다른 물건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각부의 명칭

용지 배출구

환기구

환기구

USB 단자

전원 인렛

ON/Standby
스위치

ON

Standby

휴지통

LED

오픈 레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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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린터 본체의 ON/Standby 스위치가 Standby로 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컴퓨터 전원이 OFF로 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전원 코드(제공)의 커넥터측을 프린터 본체의 전원

인렛에 꽂습니다.

전원 코드의 플러그측을 콘센트에 꽂습니다.

USB 케이블로 프린터 본체와 컴퓨터를 접속합니다.

프린터 본체의 ON/Standby 스위치와 컴퓨터

전원을 ON으로 합니다.

프린터 설치

 주의

• 전원 코드는 제공된 것을 사용하고 플러그의 접지단자는 반드시 접속해 주십시오.

• USB 2.0 사양에 적합한 실드 처리 USB 케이블을 사용해 주십시오.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

니다.

전원 코드, 컴퓨터의 연결

ON/Standby
스위치

전원 인렛

Standby

USB 단자

2

3

1

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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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의 폭을 가진 미디어(용지, 리본)를 준비해 주십시오.

프린터 설치

 주의

• 미디어(용지, 리본)를 직접 책상 위 등에 놓지 않도록 설치해 주십시오. 부착된 먼지가 프린터 본체 내

부로 들어가 인쇄 품질을 저해시킬 수 있습니다.

미디어(용지, 리본)에 대해

리본카세트

리본

용지

크기 용지 리본·리본카세트

L , 2L , A5W 127mm 폭 134mm 폭

PC , A5 , A5W 152mm 폭 159mm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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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 레버로 락을 해제하고 메커유닛을 꺼냅니다.

용지 교환 레버를 해제하고 프런트 커버를 위로 엽니다.

휴지통의 중앙부를 잡고 그대로 들어 올려 제거합니다.

프린터 설치

 주의

• 메커유닛을 무리하게 꺼내지 마십시오. 메커유닛이 빠져 낙하될 수 있습니다. 낙하되면 신체나 다른  

물건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 휴지통은 절대로 비스듬하게 빼내지 마십시오. 휴지통이 파손되어 본 제품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휴지통을 제거한 상태에서는 위쪽에 있는 커터에 손가락을 넣지 마십시오. 절단될 수 있습니다.

• 색보정, 종류 검출, 인쇄 매수 관리를 위해 리본에 IC칩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평가, 인정된 IC칩을  

내장한 리본 이외에는 정상 작동을 보증하기 힘드므로 미리 양해 바랍니다. (IC칩에서 올바른 데이터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경고음이 울립니다. 이 경우, 본 제품 보호를 위해 농도를 낮춰 인쇄합니다.)

미디어(용지, 리본) 장착 방법

오픈 레버

프런트 커버

휴지통

용지 교환 레버

2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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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린터 설치

프린터 본체에서 페이퍼 홀더를 제거합니다.

페이퍼 홀더에서 낡은 용지를 제거하고 새로운 용지를 

틈새가 없도록 장착합니다.

용지가 삐져나온 경우에는 페이퍼 홀더에서 제거하여 
용지 단면을 평평하게 해 주십시오.

 주의

• 페이퍼 홀더에 새로운 용지를 장착한 경우, 약 2.0kg입니다. 낙하되면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또한, 

페이퍼 홀더가 파손될 수 있습니다.

틈새가 없도록 장착해 
주십시오.

용지가 삐져나오지 않도록 
장착해 주십시오.

4

5

• 제거한 페이퍼 홀더를 그대로 책상 위 등에 놓지 마십시오.  

부착된 이물질이나 먼지가 프린터 본체에 들어가 인쇄 품질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 미디어는 싸여 있던 봉투 위에서 공급해 주십시오.  

책상이나 바닥 위에 그대로 놓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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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린터 본체에 페이퍼 홀더를 장착합니다.

용지에 부착된 실(→PULL)이 우측 표기와 같은 방
향이 되도록 설치하십시오.

페이퍼 홀더를 누르면서 용지를 화살표 방향으로 

회전시켜 "삐삐"하는 경고음이 날 때까지 용지 

끝부분을 끼워 주십시오.

LED(주황) 점멸이 소등합니다.

휴지통을 장착하고 프런트 커버를 닫습니다.

프린터 설치

8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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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는측

공급측

화살표 방향으로 회전시켜  
느슨하지 않게 감습니다.

프린터 설치

프린터 본체에서 리본카세트를 제거합니다.

리본카세트에서 낡은 리본을 제거하고 새로운 

리본을 장착합니다.

프린터 본체에 리본카세트를 장착합니다.

이 삽입구에 장착합니다.

공급측이 앞으로 오도록 
장착합니다.

9

10

11

• 미디어는 싸여 있던 봉투 위에서 공급해 주십시오.  

책상이나 바닥 위에 그대로 놓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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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린터 설치

L, PC크기의 롤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페이퍼 트레이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용지는 50장 정도 모아 둘 수 있지만 바로 바로 제거해 주십시오.

페이퍼 트레이를 휴지통에 꽂습니다.

페이퍼 트레이를 아래로 내려 장착합니다.

페이퍼 트레이의 설치 방법

트레이를 수평으로 하여 꽂습니다

1

2

 주의

• 용지를 너무 많이 모아 두면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 페이퍼 트레이에 무리한 힘을 가하지 마십시오. 파손될 수 있습니다.

메커유닛을 닫습니다.

메커유닛을 닫으면 용지의 초기화 작동을 실시합니다. 
(백지 5장을 배출) 초기화 작동에서는 용지의 바깥 면의 
더러워진 용지를 잘라냅니다. 단, 용지 장착 후에 프린터 
본체의 ON/Standby 스위치를 ON으로 했을 경우, 
초기화 작동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12

 주의

• 인쇄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휴지통을 장착해 주십시오. 구동부가 회전하여 손가락이 끼여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 L사이즈와 PC사이즈와 같이, 같은 프린터에서 폭이 다른 미디어를 사용할 경우, 선이 생기는 등 프린

트 품질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1대의 프린터에서 서로 다른 미디어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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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린터 설치

휴지통에는 용지 컷팅으로 발생한 불필요한 남은 용지 조각이 쌓여 갑니다.

남은 용지 조각은 용지 교환 시에 반드시 제거해 주십시오.

오픈 레버를 해제하고 메커유닛을 꺼냅니다.

용지 교환 레버를 해제하고 프런트 커버를 엽니다.

휴지통의 중앙부를 잡고 그대로 들어 올려 제거합니다.

휴지통을 장착하고 프런트 커버를 닫습니다.

메커유닛을 닫습니다.

 주의

• 휴지통은 절대로 비스듬하게 빼내지 마십시오. 휴지통이 파손되어 본 제품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

을 수 있습니다.

• 휴지통을 제거한 상태에서는 위쪽에 있는 커터에 손가락을 넣지 마십시오. 절단될 수 있습니다.

• 남은 용지 조각이 가득 차면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남은 용지 조각 제거 방법

휴지통

2

1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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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해결

LED의 표시 상태(점등, 점멸, 소등)로 본 제품의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 는 점등,  는 점멸, 는 소등

LED 표시 상태 대처 방법 참조

POWER

RIBBON

PAPER

ERROR

용지 끝 새로운 용지를 공급하십시오. 12페이지

POWER

RIBBON

PAPER

ERROR

리본 끝 새로운 리본을 공급하십시오. 12페이지

POWER

RIBBON

PAPER

ERROR

도어 열림

(용지 없음)

용지를 올바르게 공급한 후 메커유닛을

닫아 주십시오.
12페이지

POWER

RIBBON

PAPER

ERROR

도어 열림 메커유닛을 닫아 주십시오. 15페이지

POWER

RIBBON

PAPER

ERROR

용지 오류 용지를 올바르게 다시 공급하십시오. 12페이지

POWER

RIBBON

PAPER

ERROR

리본 오류 리본을 올바르게 다시 공급하십시오. 15페이지

POWER

RIBBON

PAPER

ERROR

시스템 오류

ON/Standby 스위치를 다시 켜십시오.

시스템이 복구되지 않는 경우에는

판매점으로 문의해 주십시오.

-

POWER

RIBBON

PAPER

ERROR

헤드 냉각 중 헤드 냉각 중입니다. 자동 해제합니다. -

오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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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해결

오픈 레버를 해제하고 메커유닛을 꺼냅니다.

프린터 본체에서 리본카세트를 제거합니다.

문제 상태에 맞추어 대처합니다.

"용지가 걸린 경우" (☞본 페이지)
"리본이 걸린 경우" (☞20페이지)
"용지 컷팅이 도중에 멈춘 경우" (☞21페이지)
"인쇄 중에 전원이 꺼진 경우" (☞21페이지)

용지가 걸린 경우

걸린 용지를 꺼내 주십시오.

이중 인쇄를 실시하면 리본이 들러붙는 현상이 발생
하여 용지 걸림의 원인이 됩니다. 용지를 꺼내는 경우, 
천천히 꺼내 주십시오. 너무 힘을 가하면 본 제품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인쇄 도중인 부분이나 구겨짐 등의 불량 부분을 가위

로 잘라 주십시오.

구겨지거나 인쇄 부분이 남아 있으면 재차 종이 걸림
이 발생합니다. 또한, 용지를 수평으로 자르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문제 시의 대처법

이후, "미디어(용지, 리본) 장착 방법"(☞12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주의

• 제품의 모서리에 신체나 다른 물건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2

2

1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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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린터 본체의 ON/Standby 스위치를 ON으로 한 후 용지를 다시 장착해 주십시오.

메커유닛을 닫으면 용지의 초기화 작동을 실시합니다. (오류가 발생한 때의 인쇄물이 배출됩니다.)
초기화 작동을 실시하지 않으면 오류가 해제되지 않습니다.

문제 해결

리본이 걸린 경우

리본을 꺼냅니다.

리본을 자릅니다.

프린터 본체의 내부에 남아 있는 리본을 완전히 제거

해 주십시오.

테이프 등으로 리본을 잇습니다.

리본의 감는측을 회전시켜 테이프가 보이지 않을 때

까지 감습니다.

프린터 본체에 리본카세트를 장착합니다.

찢어진 리본이 프린터 본체의 내부에 남아 
있으면 인쇄 품질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경우, 플라텐롤러를 청소해 주십시오.

("플라텐롤러"  ☞22페이지)

테이프로 고정시킵니다.

공급측

감는측

느슨하지 않도록 
감습니다.

2

1

3

4

5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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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지 컷팅이 도중에 멈춘 경우

ON/Standby 스위치를 Standby로 한 후 다시 ON으로 해 주십시오.

용지 걸림을 해제하고 커터의 칼날이 대기위치로 돌아갑니다.

내부에 남아 있는 인쇄 도중인 용지를 제거합니다.

이후, "용지가 걸린 경우"(☞19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인쇄 중에 전원이 꺼진 경우

인쇄 중에 전원이 꺼지면 메커유닛을 꺼낼 수 없게 됩니다.

ON/Standby 스위치를 Standby로 한 후 다시 ON으로 해 주십시오.

인쇄 도중인 용지를 컷팅 조각의 길이로 잘라 제거합니다.

그 후 메커유닛을 꺼낼 수 있게 됩니다.

인쇄 도중인 용지가 없는지 확인합니다.

용지가 있는 경우에는 "용지가 걸린 경우"(☞19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 용지 걸림이 해제되지 않는 경우에는 판매점으로 연락해 주십시오. 

 주의

• 인쇄 중에 ON/Standby 스위치를 Standby로 하지 마십시오.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문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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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

인쇄물의 동일한 위치에 압축된 것 같은 자국이 주기적으로 나타나 인쇄물의 이면(백지 부분)에 묻는 경우에

는 청소를 실시해 주십시오. (흔적 주기:  약 50mm)

플라텐롤러에 리본이나 기록지의 조각·찌꺼기·점착제 등이 부착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거즈 등의 부드러운 천에 에틸 알코올을 적신 것을  

준비해 주십시오.

"미디어(용지, 리본) 장착 방법"의 　  ~　

를 실시해 주십시오.

플라텐롤러를 돌리면서 오염된 것을 닦아내 주십시오.

서멀 프린트 헤드

서멀 프린트 헤드가 오염된 경우에는 인쇄 얼룩이나 인쇄 누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거즈 등의 부드러운 천에 에틸 알코올을 적신 것을 준비

해 주십시오.

서멀 프린트 헤드에 직접 손이 닿지 않도록 하여 부드럽

게 닦아 주십시오.

개선되지 않는 경우에는 연마시트로 닦아 주십시오.

추천 연마시트:
Mipox 주식회사제 연마시트 GC10000-75 FEY-A

플라텐롤러

 주의

• 에틸 알코올 이외의 벤진, 시너 등은 수지를 파괴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절대 사용하지 마십시오.

• 청소를 할 때에는 반드시 전원 코드를 인렛에서 뽑아 주십시오. 부상이나 화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인쇄 직후에는 서멀 프린트 헤드가 뜨겁습니다. 화상을 입을 수 있으므로 시간을 두고 청소해 주십시오.

플라텐롤러

서멀 프린트 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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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양

프린트 방식 승화형 열전사 방식

해상도

폭 방향 11.8dot/mm (300dpi)

용지 공급 방향
고속 11.8dot/mm (300dpi)

고품질 23.6dot/mm (600dpi)

인쇄 크기

L (3.5x5) 89mm x 127mm

PC (4x6) 101mm x 152mm

2L (5x7) 127mm x 178mm

A5 (6x8) 152mm x 203mm

A5W (6x9) 152mm x 229mm

페이퍼/잉크 리본 장착

PC (4x6) 400장

2L (5x7) 230장

A5 (6x8) 200장

A5W (6x9) 180장

인터페이스 USB 2.0(최대 480Mbps) B형 커넥터

외형 치수
275mm(W) × 366mm(D) × 170mm(H) 
275mm(W) × 386mm(D) × 170mm(H)

※ 형태는 나라와 지역, 애플리케이션에 따라 다릅니다.

중량 약 12.0kg (프린터 본체만)

전원 AC100V~240V 50Hz/60Hz

소비 전류 100V 3.9A     240V 1.6A

작동환경
온도 5℃~35℃ 자연 대류

습도 35%~80% 미응결

※사양 및 외관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미리 양해 바랍니다.

애프터서비스의 안내

제품의 취급 방법, 수리 서비스의 상담은 구입하신 판매점 또는 서비스 센터로 문의해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