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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참조 설명서 

자세한 내용은 저희 웹 사이트 , www.rbis.averydennison.com 를 
참조하십시오. 프린터와 함께  제공되는 안전 시트를 검토합니다.  

1. 덮개 6. 전원 코드 연결 

2. 디스플레이 7. 이더넷 포트 

3. 좌측 프린터 8. USB(유형 B) 포트 

4. 우측 프린터 9. USB(유형 A) 포트 

5. 스피커 10. 전원 버튼 

프린터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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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및 날짜 설정 
1. Tools(도구)  버튼을 누릅니다. 

2. Admin(관리) 버튼을 누릅니다. 

3. Admin(관리) 암호를 입력하고 Enter 를 누릅니다. 기본 암호는 

1234 입니다.   

4. Time/Date(시간/날짜)를 누릅니다. 

5. 완료했으면 OK(확인)를 누릅니다. 

라벨 인쇄 
라벨을 인쇄하기 전에 시간과 날짜를 올바로 설정했는지 확인합니다. 

1. 프린터를 켭니다. 

2. 인쇄할 라벨의 제품 버튼을 누릅니다. 

3. 인쇄할 라벨의 수를 선택하고 Enter 를 누릅니다.  하나의 라벨을 

인쇄하려면 Enter 를 누릅니다. 

4. 선택한 제품의 라벨이 인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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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벨  로드  –좌측  프린터  

1. 프린터를 켭니다. 프린터 측면에서 전원 버튼을 누릅니다.  

덮개를 엽니다. 

2. 서플라이 탭을 당깁니다. 

3. 서플라이 가이드의 잠금을 해제합니다.  서플라이 홀더에서 

서플라이 가이드를 제거합니다. 

4. 서플라이 홀더에 라벨 면이 위쪽을 향하도록 한 롤의 라벨을 

끼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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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서플라이 홀더에 서플라이 가이드를 끼우고 서플라이에 닿도록 

합니다.서플라이 가이드를 잠급니다. 

6. 서플라이 탭을 제자리로 되돌립니다.   

7. 안쪽 모서리를 따라 라벨을 이동하고 슬롯에 끼웁니다(흰색 롤러 

뒤). 프린터에서 서플라이를 공급합니다. 

8. 서플라이 레버를 서플라이 옆으로 밉니다.  서플라이 레버를 

닫습니다. 

9. 덮개를 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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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벨  로드  –우측  프린터  

1. 프린터를 켭니다.   

2. 서플라이 탭을 당깁니다. 

3. 바깥쪽 서플라이 가이드의 잠금을 해제하고 서플라이 홀더에서 

제거합니다. 

4. 서플라이 홀더에 라벨 면이 위쪽을 향하도록 한 롤의 라벨을 

끼웁니다. 

5. 서플라이 홀더에 바깥쪽 서플라이 가이드를 끼웁니다.  바깥쪽 

서플라이 가이드를 제자리에 잠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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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안쪽 서플라이 가이드의 잠금을 해제합니다.  서플라이가 바깥쪽 

서플라이 가이드에 닿을 때까지 안쪽 서플라이 가이드를 

이동합니다.  안쪽 서플라이 가이드가 서플라이에 닿은 상태로 

서플라이 가이드를 잠급니다. 

7. 서플라이 탭을 제자리로 되돌립니다.   

8. 바깥쪽 모서리를 따라 라벨을 이동하고 슬롯에 끼웁니다(흰색 

롤러 뒤).  프린터에서 서플라이를 공급합니다. 

9. 서플라이 레버를 서플라이 옆으로 밉니다.  서플라이 레버를 

닫습니다. 

10. 덮개를 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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