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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린터 설명
G20i는 제조 생산 라인에서 사용자가 준비한 제품에 데이터를 인
쇄하는 소형 써멀 잉크젯 프린터입니다.
G20i는 프린트 엔진으로 Domino BK640 잉크 카트리지를 사용합
니다.
G20i는 무선 USB 키보드, Bluetooth로 연결된 Android 장치 또는 
USB로 연결된 PC를 통해 제어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지침은 G20i 제품 매뉴얼을 참조하십시오. 제품 매뉴얼은
www.DominoCaseCoding.com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사양
                    

길이 107.5mm (4.23")

폭 74.5mm (2.93")

높이 83mm (3.27")

무게 450g

전원 공급장치 12V, 5.0A, 60W

최대 전력 소비량 48W

온도 범위 +5°C ~ +50°C
(+41°F ~ +122°F)

습도 범위 10% ~ 90% 비응축

BLUETOOTH 사양
                    

의도된 송신기 주파수: 2400~2483.5MHz

의도된 최대 송신 전력: 2.75mW

안테나 유형 통합형(분리할 수 없음)

하드웨어 설치
프린터를 설치하기 전에 설치 영역에 대한 위험 평가를 실시합니다.
접지 케이블이 충격 방지 클램프에 장착되어 있으며 현지 규정을 
따라 적절한 접지점에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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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 내용물
                    

                    

G20i 프린터

                    

베이스 클램프

                    

클램프 x2
                    

충격 방지 클램프

                    

원통형 파이프

                    

나사 x10
                    

무선 USB 키보드

                    

USB 케이블
                    

전원 어댑터

                    

공구

                    

접지 케이블

잉크 카트리지 설치
(1) 잉크 카트리지에서 덮개를 제거합니다.

                    

(2) 잉크 카트리지를 G20i에 삽입합니다.
                    

(3) 래치를 닫습니다.
                    

키보드 연결
(1) USB 키보드 리시버를 USB 키보드 슬롯에 삽입합니다.

                    

(2) AAA 배터리 2개(내용물에 포함)를 키보드에 삽입합니다.
                    

(3) 키보드를 켭니다.

                    

전원 공급장치 연결
주의: 제공된 전원 어댑터만 사용하십시오.

(1) 전원 어댑터를 12 VDC 소켓에 연결합니다.
                    

(2) 전원 어댑터를 전원 콘센트에 연결합니다.
                    

인쇄 시작
무선 USB 키보드를 사용하여 인쇄를 시작하려면:

(1) 메인 메뉴에서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운전을 강조표시
합니다.
                    

(2) Enter 버튼을 누릅니다.

(3) Enter 버튼을 눌러 시작을 선택합니다.
                    

메인 메뉴

메시지

운전

설정

운전

시작

퍼지

PC에 연결

BLUETOOTH 설정
Bluetooth를 통해 Android 장치에서 프린터를 제어하려면:

(1) 메인 메뉴에서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설정을 강조표
시하고 Enter 버튼을 누릅니다.
                    

(2) Bluetooth를 강조표시하고 Enter 버튼을 누릅니다.
                    

메인 메뉴

메시지

운전

설정

문자열
퍼지
인쇄열
센서
방향
인쇄 모드
단위
Bluetooth

설정

(3) 활성을 기능 설정으로 지정합니다.
                    

(4) 프린터의 이름과 패스워드를 편집합니다. 완료되면 
Enter를 누릅니다.
                    

문자열
퍼지
인쇄열
센서
방향
인쇄 모드
단위
Bluetooth

설정

활성:
이름:
패스워드:

기능 설정
G20i
1234

문자열
퍼지
인쇄열
센서
방향
인쇄 모드
단위
Bluetooth

설정

활성:
이름:
패스워드:

기능 설정
Printer1
1331

(5) Android 장치에 Domino G20i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합
니다.
                    

(6) Android 장치의 Bluetooth를 켭니다.

(7) G20i 프린터 어플리케이션을 엽니다.

(8) 프린터를 선택합니다.

(9) 검색을 선택합니다.
                    

(10) 프린터 목록에 해당 프린터의 이름이 표시되면 선택
합니다.

(11) 연결을 선택합니다.

인쇄 정지
무선 USB 키보드를 사용하여 인쇄를 정지하려면:

(1) 메인 메뉴에서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운전을 강조표시
합니다.
                    

(2) Enter 버튼을 누릅니다.

(3) Enter 버튼을 눌러 정지를 선택합니다.
                    

메인 메뉴

메시지

운전

설정

운전

정지

퍼지

PC에 연결

메시지 생성
무선 USB 키보드를 사용하여 메시지를 생성하려면:

(1) 메인 메뉴에서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메시지를 강조표
시하고 Enter 버튼을 누릅니다.

(2) Enter 버튼을 눌러 새로 만들기를 선택합니다.
                    

(3)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표준 폰트 또는 대문자 폰트를 
강조표시하고 Enter 버튼을 누릅니다.
                    

메인 메뉴

메시지

새로 만들기

열기
정보

메시지

표준 폰트

대문자 폰트

(4) 필요한 폰트 크기 및 텍스트 라인 수를 강조표시한 다음
Enter 버튼을 누릅니다.
                    

(5) 키보드를 사용하여 메시지에 텍스트 항목을 입력하거나
삽입 버튼을 눌러 다른 데이터 유형을 입력합니다.
                    

(6) 완료되면 ESC 키를 누릅니다.

(7) 메시지를 내부 메모리에 저장하려면 저장을 선택하고 메
시지를 삭제하려면 아니오를 선택합니다.

메시지

폰트
12.7mm

라인
1

5.92mm 2

2.54mm 4

1.69mm 6

3.89mm 3

메시지 편집

텍스트

보건 및 안전
• 잉크 카트리지를 설치, 조작, 이동 또는 사용할 때는 관련 

SDS(보건안전자료)를 먼저 읽어 주십시오.
• 전선 연결을 하기 전에 전원을 차단해 주십시오.
• 모든 전선들은 움직이는 생산 라인 부품 근처에 있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 카트리지 노즐을 청소할 때는 보풀이 일지 않는 무진와이퍼

만 사용해 주십시오.
• 제품 매뉴얼의 지침을 따라 카트리지 노즐을 청소하십시오. 

제품 매뉴얼은 www.DominoCaseCoding.com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 프린터를 적절하게 배치하거나 사이드 레일과 제품 가이드
를 이용해 프린트 헤드를 보호해 주십시오.

• 프린터의 부품이나 프린터 헤드는 사용자가 교환할 수 있는 
부품이 없으니 절대로 열거나 분해하지 마십시오.

• G20i를 작동할 때에는 적절한 보호 장비를 착용하십시오.
• G20i는 실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외 또는 지정된 

작동 범위를 벗어나는 환경에서 작동하지 마십시오.
• 다음 위치에서 한국어로 작성된 추가 설명서를 찾을 수 있습

니다. www.DominoCaseCodi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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