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asyCoder 

   PD41 

사용자 가이드 



- 목    차 - 

• EasyCoder PD41 세부 사항 

• EasyCoder PD41 각 부 명칭 / 구성 

• 미디어 교체 방법 

• 커터 키트 설치 방법 

• 리와인더 설치 방법 

• 프린터헤드 / PCB 교체 방법 

• 문제 해결 방법 



EasyCoder PD41 프린터 세부 사항 

일반사항 

감열 및 열전사 겸용 프린터 

스티커라벨,티켓 및 텍 출력용 프린터 
 
모델명 
EasyCoder PD41 
 
크기 및 무게 
길이 : 45.3 cm (17.8 in)  
너비 : 27.0 cm (10.6 in) 
높이 : 27.3 cm (10.8 in) 
무게 : 13kg (28.7 lbs) 
 
출력에 관한 사항 
인쇄폭 : 최대 104 mm (4.09 in) 230 dpi 
                         최대 105.7mm(4.16 in) 300 dpi 
인쇄속도 : 50 mm ~ 150 mm (2 ips ~ 6 ips) 203 dpi 
                           50 mm ~ 100 mm (2 ips ~ 4 ips) 300 dpi 
해상도 : 8 dots/mm (203 dpi) 
            12 dots/mm (300 dpi, option) 
 
작동환경 
온도 : +5°~40°C (+40°~104°F)  
습도 : 20~85% non-condensing free air 



미디어에 관한 사항 
라벨 : 최대폭 : 118 mm (4.64 in) 
         최대지름 :  213 mm (8.35 in) 
         코어 : 37.5~75 mm (1.5-3 in) 
리본 : 최대길이 : 450. m (18000 in) 
         넓이 : 30~110 mm롤 (1.13 mm-4.33 in) 
         코어지름 : 25.4 mm (1.0 in) 
 
인터페이스 
기본 : Serial RS-232 
         USB v. 2.0 full speed 
         Parallel or EasyLAN Ethernet (depending on configuration)  
 
선택 : Parallel IEEE 1284 or Easy LAN integrated Ethernet: RJ-45 
         connector for 10BaseT or 100baseTX 
 
프로토콜 
TCP/IP-suite (TCP,UDP, ICMP, IGMP, etc.), LPR/LPD, FTP, BOOTP, DHCP, HTTP, SNMP, 
SMTP, SNMP-MIB II supported (over UDP/IP), private enterprise MIB included 
 
키패드 콘트롤 패널 
One Print/Pause button  
Four LED indicators ; Power, Data Transfer, Error/ Warning, Ready-to-Work 

EasyCoder PD41 프린터 세부 사항 



소프트웨어  
InterDriver™ Windows printer drivers with ActiveX Controls 
 
윈도우즈 라벨 프로그램 
Intermec LabelShop® START label design 
and print package PrintSet for printer configuration  
 
네트워크 프로그램 
IPNM (Intermec Printer Network Manager) for 
administration of network connected printers. 
 
메모리 
기본 : 8MB SDRAM 4MB Flash memory (1 Compact Flash slot) 
옵션 : Up to1GB CompactFlash (type 1) memory  
 
그래픽 
Supports PCX file format, traditional BT201 Intelhex format and High-Speed Image Buffer 
printing 
 
공급전원 
Voltage Range: 100-240 VAC ±10% auto switch  
Frequency Range: 45-65 Hz 
 
국제공인규격인증 
FCC, UL, cUL, CE, NOM 
 
Options 
Internal Rewinder, Cutter, CompactFlash Memory Cards, RFID Module 
 

EasyCoder PD41 프린터 세부 사항 



EasyCoder PD41 
 

각 부 명칭 / 구성 



EasyCoder PD41 프린터 구성 요소 

파워 케이블 

EasyCoder 

PD41 

설치 CD USB 케이블 

엣지 가이드 

리본 코어(지관) 



EasyCoder PD41 전면 (Front View) 

콘트롤 LED 

프린트 버튼 

사이드 도어 



EasyCoder PD41 프론트 패널(Front panel) 

콘트롤 LED 프린트 버튼 

LED 색 깔 심 볼 기 능 

Power 

Ready/Data 

Error 

Ready-to-Work™ 

녹색 

녹색 

적색 

청색 

전원 표시기 (Power Indicator) 

프린터 준비 (Printer ready) 

에러 표시기 (error Indicator) 

Intermec Ready-to-Work™ 표시기 



EasyCoder PD41 후면 (Rear View) 

사이드 도어 
제품 라벨 

용지 공급 창 
(외부 공급 시) 

이더넷 RJ-45 커넥터 

USB 포트 

MAC 어드레스 레이블 
(MAC address label) 

시리얼 RS-232 포트 

패래럴 IEEE 1284 포트 

컴팩트 플래시 슬롯 

파워 ON/OFF 스위치 

AC파워 코드 소켓 



EasyCoder PD41 내부 

잉크 포지션 레버(Ink position lever) 

미디어 서플라이 포스트 
(Media supply post) 

엣지 가이드(Edge guide) 

리본 서플라이 샤프트 
(Ribbon supply shaft) 

리본 리와인드 샤프트 
(Rewind rewind shaft) 



EasyCoder PD41 프린터 구조 

리본 로드(Ribbon rod) 

미디어 피드 로드 
(Media feed rods) 

프린트헤드 레버 
(Printhead lever) 

티어 바 
(Tear bar) 

라벨 테이큰 센서 
(Label taken sensor) 

프린트헤드 밸런스 박스 
(Printhead balance boxes) 

써멀 프린트헤드 
(Thermal printh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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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Media) 설정/ 교체 방법 



EasyCoder PD41 용지 규격 
EasyCoder PD41에 라벨을 공급할 경우, 다음 규격에 맞게 라벨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라벨 직경 
최대 21.3cm 
(8.35 인치) 
 
리와인더 장착 시 
최대 19cm 코어(지관) 직경 

3.8~7.62cm 
(1.5~3 인치) 

출력 방향 



EasyCoder PD41 용지 타입 설정(테스트라벨 출력) 

Ready/Data 

Error 

Ready-to-Work™ 

녹색 

적색 

청색 

LED 색 깔 심 볼 라벨 종류 

EasyCoder PD41의 용지설정이 제대로 되었는지, 프린터가 용지를 제대로 인식하였는지 

확인하고자 한다면 테스트라벨을 출력하십시오.  
1. EasyCoder PD41의 전원을 끕니다. 

2. 라벨을 공급합니다. 

3. 프린트버튼(파란색)을 누른 채로 전원을 켭니다. 

4. 프린트 버튼을10초 정도 누르고 있으면 테스트 모드로 전환됩니다.(테스트모드 참고) 

5. LED의 색깔과 미디어(라벨)타입이 제대로 일치하였다면 버튼에서 손을 뗍니다. 

 

일정한 간격(이음새)이 있는 라벨 

블랙마크(black mark)가 인쇄된 라벨/티켓 

이음새 없이 이어진 일반 용지 

※ LED색깔과 라벨종류가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덤프모드로 들어가 문제를 해결하십시오.(테스트모드 참고) 



사이드 도어를 엽니다. 프린트헤드 레버를 당긴 후 시계 반대방향으로 
젖힙니다. 

Tear-Off 방식(Straight-Through) 라벨 공급 방법 
* 

* Tear-Off 방식 : 라벨과 후지를 분리하지 않고 연속적으로 출력, 수동적으로 라벨을 끊어 사용하는 방식. 



라벨 피드 가이드를 위로 젖힙니다. 미디어 서플라이 포스트에 라벨을 끼웁니다. 



엣지 가이드(Edge Guide)를 라벨이 이탈하지 
않도록 정렬시킵니다. 

라벨이 미디어 피드 로드 사이를 지나가도록 
조정합니다. 



프린터 내부에서 라벨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라벨을 그림과 같이 위치시킵니다. 

프린터 외부에서 라벨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라벨을 그림과 같이 위치시킵니다. 



라벨이 정렬되었으면 라벨 피드 가이드를 원위치 
시킨 후 프린트헤드 레버를 시계방향으로 돌린 후 
센서 구멍에 맞추어 레버를 밀어 넣습니다. 

사이드 도어를 닫은 후, 프린트 버튼을 눌러 
라벨을 피드시킵니다. 



프론트 커버를 떼어냅니다. 커버를 열고 라벨을 공급한 후, 라벨이 미디어 피드 
로드 사이를 지나가도록 위치시킵니다. 

Peel-Off 방식(Self-Strip) 라벨 공급 방법 
* 

* Peel-Off 방식 : 라벨 테이큰 센서에 라벨과 후지가 자동적으로 분리되어 출력되는 방식. 



라벨이 화살표 방향으로 움직이도록 그림과 같이 
위치시킵니다. 

라벨을 리와인더 축 아래쪽으로 넣어 감싸게 한 후, 
라이너 리텐션 클립으로 라벨을 고정시킵니다. 

라이너 리텐션 클립 



라벨 피드 가이드와 프린트헤드 레버를 제자리로 
원위치 시킵니다.  

프론트 커버를 다시 장착시킵니다. 



화살표가 가리키는 부분을 눌러 라벨 테이큰 센서를 
꺼냅니다. 

라벨 테이큰 센서가 완전히 수평이 되었는지 확인 
하십시오. 



사이드 도어를 닫습니다. 프린트 버튼을 눌러 라벨이 올바르게 나오는지 
확인합니다. 



사이드 도어를 엽니다. 

리본 공급 방법 

프린트헤드 레버를 당긴 후 시계 반대방향으로 
젖힙니다. 



리본 서플라이 샤프트(A)에 리본을 끼우고 
리본 리와인드 샤프트(B)에 리본코어(지관)를 
끼웁니다. 

A B 

아웃 코팅된 리본은 그림과 같이 끼웁니다. 
이때 잉크 포지션 레버(점선 네모)는 ‘INK OUT’에 
위치 시킵니다. 



인 코팅된 리본은 그림과 같이 끼웁니다. 
이때 잉크 포지션 레버(점선 네모)는 ‘INK IN’에 
위치 시킵니다. 

아웃 코팅된 리본의 경우 

인 코팅된 리본의 경우 

리본의 코팅 방향에 따라 잉크 포지션 레버의 
위치를 조정해줍니다. 



리본 공급이 완료되었으면 프린트헤드 레버를 
시계방향으로 돌린 후 센서 구멍에 맞추어 
레버를 밀어 넣습니다. 

사이드 도어를 닫습니다. 



EasyCoder PD41 
 

커터 키트 설치방법 



EasyCoder PD41 커터 설치 방법 

1. EasyCoder PD41 커터 키트를 개봉하시고, 아래 나타나 있는 부품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만약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저희 고려시스템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커터 스프링 

커터 커버 

커터 메커니즘 
(Cutter mechanism) 

나사(2EA) 

플라스틱 나사(2EA) 

케이블 클립(2EA) 



2. 프린터 전원을 끄고 플러그를 뺐는지 확인합니다. 
    프론트 커버를 고정하고 있는 나사를 열고, 커버를 앞으로 당겨 분리합니다. 



3. 사이드 도어를 열고 티어 바(tear bar)를 분리합니다. 



4. 키트에 동봉되어 있는 나사를 이용하여 커터 메커니즘을 프린터에 장착합니다. 



5. 그림과 같이 커터 커넥터에 케이블을 연결하고, 케이블 클립을 이용하여 케이블이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시킵니다. 

케이블 클립 

커터 케이블 
커터 커넥터 



6. 커버(1)에 커터 스프링을 플라스틱 나사로 고정한 후, 커터 메커니즘 위에 커터 커버를 걸고 
    앞의 2의 과정에서 분리한 나사를 이용하여 커버를 고정시킵니다. 

커터 스프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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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와인더 설치방법 



EasyCoder PD41 리와인더 설치 방법 

1. EasyCoder PD41 리와인더 키트를 개봉하시고, 아래 나타나 있는 부품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만약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저희 고려시스템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리와인더 모듈 
(Rewind Module) 

라이너 리텐션 클립 
(Liner Retention Clip) 

라이너 리텐션 가이드 
(Liner Retention Guide) 

나사 4EA 
(M3×4.5) 



2. 사이드 도어를 열고 나사를 풀어 커버 플레이트를 분리합니다. 

커버 플레이트 
(Cover plate) 



3. 리와인더 유닛으로부터 라이너 리텐션 클립을 제거합니다. 커버플레이트를 떼어낸 위치에 
    리와인더 유닛을 장착합니다. 



4. 배치 테이크업 방식(batch takeup)을 사용 하시려면 프론트 커버를 고정하고 있는 나사를 
    풀고 프론트 커버를 떼어내십시오. 

* 

* 배치 테이크업 방식(Batch takeup operation) 
     라벨과 후지를 분리하지 않고 리와인더에 감기게 하는 방식 
  



5. 다음으로 라이너 리텐션 가이드(liner retention guide)를 장착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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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린트헤드 / PCB 교체 방법 



EasyCoder PD41 프린트헤드 교체 방법 

※ 주의 : 프린터를 정비할 때에는 전원을 차단하고, 정전기에 유의하여 진행하십시오. 

 

1. EasyCoder PD41 사이드 도어를 엽니다. 

2. 프린트헤드 레버를 당겨 반 시계방향으로 젖힌 후, 프린트헤드를 들어올립니다. 

3. 리본이 공급되어 있다면 리본을 제거한 후 작업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4. 기존 프린트헤드를 아래 그림처럼 앞으로 당겨 분리하십시오. 

5. 새로운 프린트헤드를 교체한 후 프린트헤드 레버를 원위치 시킵니다. 

 



EasyCoder PD41 PCB 교체 방법 

※ 주의 : 프린터를 정비할 때에는 전원을 차단하고, 정전기에 유의하여 진행하십시오. 

 

1. PCB(Printed Circuit Board)기판을 용이하게 떼어내기 위해서 밸런스 박스(Balance-boxes)

를 중앙으로 위치시켜 주십시오. 

밸런스 박스 
(Balance boxes) 

2. 적당한 도구를 이용하여 프린트헤드 케이블 커넥터를 PCB 기판에서 조심스럽게 분리합니다. 



EasyCoder PD41 PCB 교체 방법 

3. 나사를 풀고 기존 PCB 기판을 떼어냅니다. 

4. 새로운 PCB 기판을 나사로 고정하고 케이블을 연결합니다. 작업 중 진행이 방해 받지 않도록 

    밸런스 박스의 위치를 옮겨가며 진행하십시오. 



EasyCoder PD41 

 
문제 해결 방법 



EasyCoder PD41 문제 해결 방법 

다음 표는 EasyCoder PD41의 작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들을 나열/ 정리한 것입니다. 

문  제 원인/해결방법 

파워 스위치를 켰는데 파워 LED에 
불이 안 들어오는 경우 

• 전선이 정확하게 프린터와 콘센트에 꼽혀 있는지 확인 

출력 후 에러 LED가 켜지는 경우 • 프린터에 용지가 없거나 잉크리본이 없는지 확인 

• 용지가 끼었거나 엉켰는지 확인 

• 프린트 메커니즘이 정확히 잠기고 닫혔는지 확인 

• 커터 확인 

• 응용프로그램 확인 

• 프린터에 걸려 있는 용지를 제거 
• 프린트헤드에 용지가 걸린 경우에는 프린트헤드 레버를 
   열고 용지를 제거 

출력 후 용지가 프린터에 걸린 경우 

용지에 인쇄되지 않은 상태로 출력이 
진행되는 경우 
 

• 프린트버튼을 1초 이상 눌러 새로운 용지 공급을 실행 

• 라벨 갭 센서(Label Gap Sensor)에 먼지나 이물질이 

  끼었는지 확인 



EasyCoder PD41 문제 해결 방법 

커터 사용 시 라벨이 똑바로 잘리지 
않는 경우 

• 용지가 0.25mm(9.8mil)를 초과하는지 확인 

• 용지가 정확하게 공급되었는지 확인 

커터 사용시 용지 공급이 안되거나 
정확하게 잘리지 않는 경우 

• 커터가 정확히 장착되었는지 확인 

• 페이퍼 피드 로드가 제대로 고정되어 있는지 확인 

Ready-to-Woks (청색 LED)가 
깜빡 거리는 경우 

• 이후 소개되는 Ready-to-Work LED부분을 참조 

내부 리와인더가 비정상적으로 
작동되는 경우 

• 용지가 제대로 공급되었는지 확인 

프린터가 작동을 멈춰야 하는데 
계속 출력을 하거나 용지를 공급할 때 

• 용지 세팅 확인 

• 라벨 센서 위치 확인 

• 센서에 이물질이 없는지 확인 

출력속도가 느린 경우 • 응용프로그램 확인 



EasyCoder PD41 출력 결과물 품질 문제 

다음 표는 EasyCoder PD41의 출력물 품질에 관련된 문제들을 나열/ 정리한 것입니다. 

문  제 원인/해결방법 

출력물이 잘 안보이거나 흐릿한 경우 
또는 방향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 

• 용지 셋팅 확인 

• 프린트헤드 청소, 밸런스/ 도트라인 점검 

프린터가 작동되는데 아무런 결과물이 
나오지 않는 경우 

• 용지가 거꾸로 되었는지 확인 

• 리본 잉크방향이 용지를 향하고 있는지 확인 

• 감열방식인지 열전사 방식인지 확인 

• 프린트헤드가 정확하게 프린트 메커니즘 

   (Print Mechanism)에 연결되었는지 확인 

• 프린트헤드가 깨끗한 상태인지 확인 
• 리본이 주름이 생기지 않도록 올바르게 공급되어 있는지 
  확인 

출력물의 일부분이 용지 공급 방향으로 
출력되지 않은 경우 

출력물이 원하는 위치로 출력되지 
않은 경우 

• 응용프로그램의 에러를 확인 

• 라벨 센서 위치, 엣지 가이드, 미디어 가이드의 위치 확인 

• 롤러를 청소하거나 교체해야 하는지 확인 



EasyCoder PD41 리본 텐션(Tension) 조절 방법 

리본이 느슨해서 주름이 생기거나 과도하게 팽팽한 경우에는 리본 서플라이 허브(Ribbon supply 

-hub) 끝 부분을 누른 후 좌·우로 돌려가며 텐션을 조절합니다. 

리본 서플라이 허브 
(Ribbon supply hub) 



EasyCoder PD41 리본 쉘드(Shield) 조절 방법 

리본 쉘드(Ribbon Shield)는 써멀 프린트헤드(Thermal Printhead)에 위치해 있으며, 그림과 같이 

두 개의 조절나사가 있습니다. 

• 라벨을 출력하였을 때, Test Label A와 같이 나오는 경우에는 A나사를 시계방향으로, 

   Test Label B와 같이 나오는 경우에는 B나사를 시계방향으로 돌려 조절합니다. 

• 조절 시에는 나사를 반 바퀴씩 돌려 조절하며, 원하는 결과물이 나올 때까지 위 과정을 반복 

    합니다. 

• 나사를 완전히 조이게 되면 라벨이나 용지가 부드럽게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나사를 완전히 푼 다음, 위의 과정을 다시 시작합니다. 



EasyCoder PD41 프린트헤드 밸런스 및 압력 조절 방법 

최적화된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는 프린트헤드의 고른 밸런스와 압력이 중요합니다. 

EasyCoder PD41은 처음의 프린트헤드 밸런스가 풀 사이즈에 맞춰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보다 작은 사이즈의 라벨을 출력하실 경우에는 프린트헤드 밸런스 박스(Printed 

balance boxes)의 위치를 조절하여 압력을 고르게 해야 합니다. 

밸런스 박스 
(Balance boxes) 

1. 프린트헤드 레버를 당겨 반 시계방향으로 젖힌 후, 프린트헤드를 들어올립니다. 

3. 리본이 공급되어 있다면 리본을 제거한 후 작업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3. 밸런스 박스의 위치를 조절하여 프린트헤드 밸런스를 조절합니다. 

4. 밸런스 박스 위의 나사를 조절하여 프린트헤드 압력을 조절합니다. 

<프린트헤드 밸런스 조절 방법> <프린트헤드 압력 조절 방법> 



EasyCoder PD41 프린트헤드 도트라인(Dot Line) 조절 방법 

두껍거나 뻣뻣한 라벨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프린트 헤드를 앞으로 이동시켜야 합니다. 

그래야만 도트라인과 롤러 위가 정확하게 정렬이 됩니다. 또한 도트라인과 롤러는 

완벽하게 평행을 이뤄야 최적화된 결과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1. 프린트헤드 선반의 나사를 일자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반 시계방향으로 한 바퀴 돌립니다. 

2. 프린트헤드 레버를 당기고 반 시계방향으로 젖혀 프린트 헤드를 들어올립니다. 

<프린트헤드 도트라인 조절-1> 

프린트헤드 레버 

반 시계방향으로 
한 바퀴 돌립니다. 



EasyCoder PD41 프린트헤드 도트라인(Dot Line) 조절 방법 

3. 프린트헤드 앞의 나사를 시계방향으로 1/4 바퀴씩 돌려가며 조절합니다. (나사를 한 바퀴 

    돌리면 0.55mm씩 움직이게 되므로 조금씩 움직여야 합니다.) 

4. 양쪽 나사가 정확히 조절이 되었는지 점검해보고, 만약 확실하지 않다면 나사를 완전히 

    조인 후에 다시 작업을 실시합니다. 

<프린트헤드 도트라인 조절-2> 



EasyCoder PD41 라벨 갭 센서(Gap Sensor) 위치 조절 방법 

센서 레버 

1. 프린트 메커니즘(Mechanism)뒤의 센서 레버를 이용하여 센서를 안쪽 혹은 바깥쪽으로 

    이동시킵니다. 

2. 프린트헤드를 위로 올려 프린터 정면에서 감지 포인트(Point of detection)를 확인합니다. 

감지 포인트 
(Point of detection) 

라벨 갭/블랙 마크 센서(라벨 스톱 센서로 불리기도 함)는 라벨에 표시된 간격, 홈, 블랙 마크를 

감지하여 프린터가 일정 간격으로 용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광전자 센서입니다. 

만약 프린터가 일정 간격으로 용지를 공급하지 않는다면 라벨 센서 위치를 확인하십시오. 



EasyCoder PD41 LED 표시기 

프린트의 상태에 따라 4개의 LED 표시기는 켜지거나 꺼지거나 또는 깜박거립니다. 

POWER LED는 전원이 꺼졌을 때를 제외하고는 항상 켜져 

있습니다. 

Ready-to-Work LED는 프린터의 작동상태를 나타냅니다 
Ready-to-Work LED가 꺼지거나 깜빡 거리면 이는 이상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문제해결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rror LED는 에러가 발생하면 켜지거나 깜박거립니다. 
이것이 켜지면 Ready-to-Work LED가 켜지거나 깜빡 
거리게 됩니다. 

Ready/Data LED는 프린터의 현재 상태에 따라 켜지거나 
깜박거립니다. Ready/Data LED와 Error LED의 현상에 
대해서는 ‘다음장의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asyCoder PD41 LED 표시기 

상  태 Ready/Data LED Error LED 

각 상태별 Ready/Data & Error LED 반응 

전원 꺼짐 

업그레이드 

테스트모드 

확장 테스트모드 

PUP 

휴면(Idle) 

애플리케이션 동작 

프린팅 

프린팅(라벨테이큰센서 대기) 

중지(Paused) 

에러(Error) 

꺼짐 꺼짐 

LED가 교대로 깜박거림 

‘테스트모드’ 참조 

‘테스트모드’ 참조 

켜짐 꺼짐 

꺼짐 

꺼짐 

꺼짐 

꺼짐 

꺼짐 

켜짐/깜박거림 

켜짐/깜박거림 

켜짐 

켜짐/깜박거림 

꺼짐 

깜박거림 

빠르게 깜박거림 

※ ‘깜박거림’에 대한 각주 

   • 1 : 데이터를 받을 때 0.8초 간격으로 Ready-to-Work LED와 동시에 점등됩니다. 

   • 2 : 1.6초 간격으로 2회 점등됩니다. 

   • 3 : 0.8초 간격으로 점등된다. Ready-to-Work LED와 동시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 4 : 라벨·리본의 잔량이 없거나, 헤드가 올라가 있거나, 테스트피드(Testfeed)가 작동되지 않을 경우 점등됩니다. 

          또한 프린트헤드가 온도가 과도하게 높을 경우 2번처럼 깜박거리며, 다이렉트 프로토콜 에러 조정자에 의해 

          다른 에러 사항이 감지되는 경우 3번처럼 깜박거립니다. 

1 

1 

2 

3 

4 



EasyCoder PD41 프린트버튼 

EasyCoder PD41의 프린트버튼은 단 하나만으로 프린터 상태에 따라 다른 기능들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른 기능들은 프린트 버튼을 1초 이상 누르거나 1초 이하로 누르는 것에 따라 

지정됩니다. 

상  태 1초 이하 누름 1초 이상 누름 

전원 꺼짐 

업그레이드 

테스트모드 

확장 테스트모드 

휴면(Idle) 

애플리케이션 동작 

프린팅 

중지(Paused) 

에러(Error) 

반응 없음 

반응 없음 

Testfeed Formfeed/Printfeed 

테스트 모드 참조 

테스트 모드 참조 

문제해결방법 참조 

프린트 작업 계속 프린트 작업 취소 

프린트 작업 중지 

애플리케이션에 의해 정의 



EasyCoder PD41 테스트모드(Testmode) 실행 

프린트 테스트 모드를 통해 특정 설정의 확인, 테스트 라벨 출력, 덤프 모드(dumpmode)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테스트모드는 두 가지로써 일반 테스트모드(Normal testmode)와 

확장 테스트모드(Extended testmode)가 있습니다. 

• Test Mode 

일반 테스트모드(Normal testmode)는 미디어 타입을 설정하거나 테스트 라벨을 출력할 때, 

또는 덤프 모드(dump mode)로 들어갈 때 사용됩니다. 

테스트모드는 전원을 켜는 동안 프린트버튼을 누르고 있는 상태를 유지함으로써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PD41의 일련의 반응들을 행하기 위한 첫 번째 과정입니다. 

반짝거리는 LED의 패턴 또는 순서에 따라 프린트 버튼을 누르면 일련의 반응들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테스트모드 순서는 다음 장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원이 꺼져 있는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그 다음 프린트 헤드 레버가 내려가 있는 

상태인지 확인하십시오. 

프린트 버튼을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전원을 켭니다. 10초 후 테스트 모드가 

활성화 됩니다. 

3개의 LED가 차례로 빠르게 깜박입니다. 

프린트 버튼은 계속 누르고 계십시오. 

일반 테스트모드 활성화하기 

EasyCoder PD41 일반 테스트모드(Normal Testmode) 

※ 표 안의 숫자는 LED의 깜박거림 또는 프린트버튼을 누르는 횟수를 의미합니다. 



미디어(라벨) 타입 설정 

프린터에 공급되어 있는 미디어(라벨) 타입을 설정하려면 미디어 종류와 LED 색깔을 일치 

시켜야 합니다. 현재 프린터에 공급되어 있는 라벨과 LED 색깔이 일치하면 프린트 버튼에서  

손을 떼십시오. (LED 색깔은 아래를 참조하십시오.) 

일정한 간격(이음새)이 있는 라벨 

블랙마크(black mark)가 인쇄된 라벨/티켓 

이음새 없이 이어진 일반 용지 

위의 선택에 따라 프린터 센서는 자동적으로 라벨을 측정하며 테스트 피드(Feed) 과정을 

수행합니다. 또한 리본이 공급되어 있다면 자동적으로 열전사 방식으로 인식하며, 리본이 

없다면 감열 방식으로 인식합니다. 

EasyCoder PD41 일반 테스트모드(Normal Testmode) 



EasyCoder PD41 일반 테스트모드(Normal Testmode) 

테스트 라벨 출력 

4단계의 테스트 피드(Feed) 후, 프린터는 네 장의 테스트 라벨을 출력합니다. 

이 단계를 건너 뛰려면 프린트 버튼을 살짝 눌렀다 떼십시오. 



EasyCoder PD41 일반 테스트모드(Normal Testmode) 

덤프 모드(Dump mode) 실행하기 

전 단계가 완료되면 덤프 모드(Dump mode)가 실행되며 프린터는 통신 포트를 검색합니다. 

덤프 모드일 때, 통신 포트로 어떠한 문자를 받게 되면 프린터는 이를 출력하게 됩니다. 

 

만약 덤프 모드(Dump mode)가 실행되는 2초 이내에 프린트 버튼을 누르게 되면 프린터는 

어떠한 라벨도 출력하지 않습니다. 

프린터는 재부팅된 상태에서 시작하게 

되며, 이때 Ready/Data 와 Ready To 

Work LED가 켜집니다. 



EasyCoder PD41 확장 테스트모드(Extended Testmode) 

확장 테스트 모드는 부가적인 테스트를 수행하는데 사용됩니다. 

테스트 라벨 출력과 슬로우 모드(Slow Mode)로 테스트피드(Testfeed) 실행, 덤프 모드 

(Dump Mode) 실행, 출고 초기화(Factory Default) 실행의 기능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확장 테스트 모드는 프린트 헤드가 올라간 상태에서 전원을 켜고 프린트버튼을 누르고 있는 

상태를 유지함으로써 실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확장 테스트 모드는 프린트 버튼에 의한 제어 및 프린트헤드를 올리고 내림으로써 일련의 

과정들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확장 테스트 모드는 다음 장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asyCoder PD41 확장 테스트모드(Extended Testmode) 

확장 테스트모드 활성화하기 

※ 표 안의 숫자는 LED의 깜박거림 또는 프린트버튼을 누르는 횟수를 의미합니다. 

전원이 꺼져 있는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그 다음 프린트 헤드 레버가 올라가 있는 

상태인지 확인하십시오. 

프린트 버튼을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전원을 켭니다. 10초 후 확장 테스트 

모드가 활성화 됩니다. 

확장 테스트 모드가 활성화되면 LED 3개 

모두가 빠르게 4회 깜박거립니다. 

버튼에서 손을 떼고 계속 진행합니다. 

“깜박” “깜박” “깜박” 



EasyCoder PD41 확장 테스트모드(Extended Testmode) 

확장 테스트모드 기능 선택하기 

모든 LED가 4초 간격으로 빠르게 4회 

깜박거립니다. 

프린트 헤드를 내리십시오. 

“깜박” “깜박” “깜박” 

“깜박” 

프린트 버튼을 누르고 그 상태를 유지 

하십시오. 

프린터의 부가적인 기능을 실행하려면 각 기능과 이에 부합되는 LED 조합을 일치 

시켜야 합니다. 사용하고자 하는 기능과 LED 조합이 일치하면 프린트 버튼에서  

손을 떼십시오. (각 기능의 LED 조합은 다음 장을 참조하십시오.) 



확장 테스트모드 기능 선택하기 

EasyCoder PD41 확장 테스트모드(Extended Testmode) 

테스트 라벨 기능 

테스트 피드(Testfeed) 모드 슬로우 기능 

덤프 모드(Dump Mode) 기능 

출고 초기화(Factory default) 기능 

확장 테스트 모드 종료 

※ 7a~7e 까지의 각 기능의 사용방법은 다음장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asyCoder PD41 확장 테스트모드(Extended Testmode) 

확장 테스트모드 7a – 테스트 라벨 기능 

LED가 1초 간격으로  한번씩 깜박 거립 

니다. 

프린트 버튼을 살짝 눌렀다 떼면 7장의 

테스트 라벨을 각각 한장씩 출력합니다. 

프린트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 테스트 라벨 기능이 종료되며, 이전 단계(6단계)로 돌아갑니다. 



EasyCoder PD41 확장 테스트모드(Extended Testmode) 

확장 테스트모드 7b – 테스트 피드 모드 슬로우 기능 

프린트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 테스트 피드 모드 슬로우 기능이 종료되며, 이전 단계(6단계)로 

돌아갑니다. 

LED가 1초 간격으로 한번씩 깜박 거립 

니다. 

프린트 버튼을 살짝 눌렀다 떼면 테스트 

피드 슬로우 모드가 시작됩니다. 

테스트 라벨이 출력됩니다. 

LED가 1초 간격으로 한번씩 깜박 거립 

니다. 



EasyCoder PD41 확장 테스트모드(Extended Testmode) 

확장 테스트모드 7c – 덤프 모드 기능 

프린트 버튼을 살짝 눌렀다 떼면 덤프 

모드가 실행됩니다. 

LED가 1초 간격으로 한번씩 깜박 거립 

니다. 

LED가 1초 간격으로 한번씩 깜박 거립니다. 

프린트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 덤프 모드가 종료되며, 이전 단계(6단계)로 돌아갑니다. 

덤프 모드가 실행되면 프린터는 자동으로 통신포트를 찾습니다. 

프린트 버튼을 살짝 눌렀다 떼면 덤프 모드가 종료됩니다. 

프린트 버튼을 1초 이상 누르면 덤프 모드 정보가 저장됩니다. 



EasyCoder PD41 확장 테스트모드(Extended Testmode) 

확장 테스트모드 7d – 출고 초기화(Factory Default) 기능 

LED가 1초 간격으로 한번씩 깜박 거립 

니다. 

프린트헤드를 올리고, 프린트 버튼을 살짝 눌렀다 뗍니다. 다시 프린트 헤드를 내립니다. 

LED가 깜박 거리게 됩니다.  

프린트 버튼을 눌렀다 떼면, 프린터는 출고 초기화로 다시 셋팅되어 시작되며, LED가 돌아 

가며 깜박거리게 됩니다. 

LED가 1초 간격으로 한번씩 깜박 거리며, 

이는 출고 초기화 리셋이 완료되었음을 

나타냅니다. 

프린트 버튼을 1초 이상 누르면 테스트 피드가 (Testfeed) 진행됩니다. 

테스트 피드가 종료되면 프린터는 사용할 준비를 마치게 됩니다. 



EasyCoder PD41 확장 테스트모드(Extended Testmode) EasyCoder PD41 확장 테스트모드(Extended Testmode) 

확장 테스트모드 7e – 종료 

LED가 1초 간격으로 한번씩 깜박 거립 

니다. 

프린트 버튼을 살짝 눌렀다 떼면 확장 

테스트 모드가 종료됩니다. 

LED가 빠르게 깜박거리며, 프린터는 사용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제품 문의 및 A/S 

한국바코드시스템(주) 
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천동 425번지 

우림라이온스밸리 B동 307호 
Tel       : 1588-8993 

Fax : 032)517-8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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