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600

• 
• .

:
http://solutions.brother.com/



편집물 및 발행물 공지사항편집물 및 발행물 공지사항
Brother Industries, Ltd.의 감독 하에, 본 설명서는 최신 제품에 대한 설명과 사양을 
포함하여 제작 및 발행되었습니다.

본 설명서의 내용과 제품 사양은 통보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Brother는 통보 없이 여기에 수록된 사양과 자료를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며, 
인쇄상의 오류 또는 발행물과 관련된 다른 오류를 포함하여(이에 제한되지 않음) 
제공된 자료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한 모든 손해(결과적 손해 포함)에 대해 어떠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상표상표

Brother 로고는 Brother Industries, Ltd의 등록 상표입니다.

Brother는 Brother Industries, Ltd의 등록 상표입니다.

ⓒ 2013 Brother Industries Ltd.

Microsoft, Windows 및 Windows Vista는 미국 및 기타 국가에서 Microsoft 
Corporation의 등록 상표입니다.

본 문서에 사용된 다른 소프트웨어 또는 제품 이름은 해당 소프트웨어와 제품을 
개발한 회사의 상표 또는 등록 상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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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touch를 사용하기 전에
PT-7600을 구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운 P-touch는 작동이 간편하고 다양한 기능을 갖춰 고품질 전문 라벨을 손쉽
게 제작할 수 있는 라벨 부착 시스템입니다. 사전 서식 지정된 라벨 레이아웃을 통
해 라벨을 간편하게 제작할 수 있는 것 외에, P-touch 편집 소프트웨어는 고급 라벨
서식, 블록 서식, 바코드 및 자동 번호 매기기 기능을 제공합니다.

안전 주의 사항

부상이나 손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호를 사용하여 중요 정보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기호와 해당하는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 설명서에 사용된 기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경고 부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따라야 하는 절차를 알려줍니다.

주의
P-touch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따라야 하는 절차를 알려줍니다.

허용되지 않는 작업입니다. 제품을 분해하지 마십시오.

제품에 물을 튀기거나 물에 담그지 
마십시오.

제품에서 지정된 부분을 만지지 
마십시오.

필수 조치 연결 분리

안전 경고 감전 위험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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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충전 배터리 팩
화재, 과열, 손상 및 감전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지침을 따르십시오.

지정된 제품 이외의 충전 배터리 팩을 본
P-touch에 사용하지 마십시오.
충전 배터리 팩을 충전하려면 충전 배터
리 팩을 P-touch에 장착한 다음 본 P-touch
를 위해 특별 제작된 AC 어댑터(AD-18ES-K)
를 사용하십시오.
충전 배터리 팩을 P-touch 이외의 장비에
장착하거나 사용하지 마십시오. 충전 배
터리 팩을 전원 공급 장치, 차량 시거잭 또
는 전기 콘센트에 직접 연결하지 마십시오.
충전 배터리 팩이나 충전 배터리 팩이 장
착된 P-touch를 압력, 고열, 정전기 또는
마이크로파에 노출시키지 마십시오.
충전 배터리 팩이나 충전 배터리 팩이 장
착된 P-touch를 불 근처나 고열 또는 고온
에 노출된 장소(예: 화염 또는 스토브 근
처, 직사광선, 온도가 60 °C 이상인 장소, 
고온의 자동차 실내)에 두지 마십시오.

충전 배터리 팩에 물이 묻지 않게 하십시오.

충전 배터리 팩이나 충전 배터리 팩이 장
착된 P-touch의 단자를 금속 물체 등으로
단락시키지 마십시오.
충전 배터리 팩의 외부 케이스에 어떤 방
식으로도 구멍을 뚫지 마십시오.
충전 배터리 팩이나 충전 배터리 팩이 장
착된 P-touch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
십시오.
충전 배터리 팩이나 충전 배터리 팩이 장
착된 P-touch를 분해하거나 개조하지 마
십시오.
손상되거나 변형된 충전 배터리 팩은 사
용하지 마십시오.
부식을 일으키는 환경(예: 염분이 많은 공
기 또는 염수나 산성, 알칼리성 또는 부식
성 가스에 노출)에서 사용하지 마십시오. 
AC 어댑터가 연결된 상태에서 충전 배터
리 팩을 장착하거나 분리하지 마십시오.

AC 어댑터
화재, 손상, 감전 또는 고장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지침을 따르십시오.

P-touch 전용 AC 어댑터(AD-18ES-K)만
을 사용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사고 또
는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Brother는
지정된 AC 어댑터를 사용하지 않아 발생
한 사고나 손상에 해 어떠한 책임도 지
지 않습니다.
뇌우가 치는 상황에서는 전원 코드를 즉
시 뽑고 장치 사용을 중지하십시오. 번개
로 인해 감전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젖은 손으로 AC 어댑터나 전원 플러그를
만지지 마십시오.
욕실과 같이 습도가 높은 장소에서 AC 어
댑터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손상된 전원 코드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전원 콘센트에 너무 많은 플러그를 꽂지
마십시오.

전원 코드나 플러그에 무거운 물체를 올
려두거나 손상시키거나 개조하지 마십시
오. 전원 코드를 세게 구부리거나 당기지
마십시오.
AC 어댑터를 떨어뜨리거나 충격을 주지
마십시오. AC 어댑터가 손상될 수 있습
니다.
플러그를 전원 콘센트에 완전히 꽂으십
시오. 꽂는 부위가 느슨한 콘센트는 사용
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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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알칼리/충전)
배터리 누출 또는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지침을 따르십시오.

배터리를 교환할 때 핀셋이나 금속 재질
의 펜 등 금속 물체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온도가 높은 장소에서 배터리를 충전하
지 마십시오.
배터리를 불 속으로 던지거나 가열하거
나 분해하지 마십시오.
배터리 액이 피부나 옷에 닿은 경우, 해당
부위를 깨끗한 물로 철저히 씻어내십시
오. 배터리 액은 피부에 유해합니다.

배터리가 누출된 경우, 배터리 액이 눈에
닿으면 시력을 잃을 수 있으므로 닿지 않
도록 하십시오. 배터리 액이 눈에 닿은 경
우, 깨끗한 물로 눈을 세척하고 즉시 의사
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배터리 사용, 충전 또는 보관 중에 냄새,
열, 변색, 변형 또는 기타 변화가 발생하
는 경우, 배터리를 즉시 분리하고 사용을
중지하십시오.

P-touch
화재, 손상, 감전 또는 질식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지침을 따르십시오.

P-touch에 물이 묻지 않게 하십시오.
프린트 헤드 근처에 있는 금속 부품을 만지
지 마십시오. 사용 중 프린트 헤드가 매우
뜨겁게 가열되며, 사용 직후에도 매우 뜨거
운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손으로 직접 프린
트 헤드를 만지지 마십시오.

P-touch 내부에 이물질이 들어있는 채로 사
용하지 마십시오. 물, 금속 물질 또는 기타
이물질이 P-touch에 유입된 경우, AC 어댑
터와 배터리를 분리하고 P-touch를 구입한
소매점 또는 현지 공인 서비스 센터에 연락
하십시오.

P-touch를 분해하지 마십시오. P-touch를
검사, 조정 및 수리하려면 P-touch를 구입
한 소매점이나 현지 공인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십시오. 
장치 포장재에는 비닐 봉지가 사용됩니
다. 질식 위험을 방지할 수 있도록 이러한
봉지를 아기와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치워두십시오.
장치를 사용하거나 보관할 때 이상한 냄
새, 열, 변색, 변형 또는 기타 비정상적인
현상이 나타나면 즉시 AC 어댑터와 배터
리를 분리하고 사용을 중지하십시오.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장치를 떨어뜨리
거나 충격을 주지 마십시오.

커터 장치의 날을 만지지 마십시오.

경고

프린트 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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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테이프 커터
부상 및 P-touch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지침을 따르십시오.

커터 장치가 작동 중일 때는 테이프함 커
버를 열지 마십시오.

커터 장치에 과도한 힘을 가하지 마십시오.

AC 어댑터

P-touch를 장기간 사용하지 않을 때는 AC
어댑터를 전원 콘센트와 P-touch에서 분
리하여 배터리 누출이나 충전 손실을 방
지하십시오.

전원 콘센트에서 전원 코드를 뽑을 때 항
상 플러그를 잡으십시오. 

배터리
배터리 누액, 과열 또는 파열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지침을 따르십시오.

기존 배터리와 새 배터리를 함께 사용하
지 마십시오.

알칼리 배터리와 다른 종류 배터리를 섞
지 마십시오.
배터리에 물이 묻지 않게 하십시오.

배터리가 올바르게 장착되었는지 확인하
십시오.
P-touch를 장기간 사용하지 않을 때는 배
터리를 분리하여 배터리 누출이나 충전
손실을 방지하십시오.

P-touch
부상 및 P-touch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지침을 따르십시오.

P-touch를 책상과 같이 평평하고 안정된
표면에 놓으십시오.
어린이의 손이 닿을 수 있는 장소에 뒷면
커버가 열린 채로 P-touch를 두지 마십시오.

P-touch 위에 무거운 물체를 올려놓지 마
십시오. LCD 화면을 누르지 마십시오.

테이프

위치, 재료 및 환경적 조건에 따라 라벨이 벗겨지지 않거나 제거할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라벨 색상이 변하거나 다른 물건에 색이 묻을 수 있습니다.

라벨을 부착하기 전에 해당 환경 조건과 재질을 확인하십시오.

메모리

P-touch이 고장나거나 P-touch를 수리하는 경우 또는 배터리 기한이 되고 전원 공급이 중
단되는 경우, 메모리에 저장된 모든 데이터를 잃게 됩니다.
전원 공급이 2분 이상 중단되면 모든 텍스트 및 서식 설정이 지워집니다. 메모리에 저장
된 텍스트 파일도 모두 지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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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주의 사항
● 본 설명서에 설명되지 않은 어떠한 방식이나 목적으로 P-touch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사고 또는 장치 손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테이프 출구 슬롯, AC 어댑터 커넥터, USB 포트 등에 이물질이 유입되지 않
도록 하십시오.

● 손가락으로 프린트 헤드를 만지지 마십시오. 프린트 헤드를 청소할 때 부드
러운 면봉이나 프린트 헤드 청소 카세트(옵션)(TZ-CL4/TZe-CL4)를 사용하십
시오.

● 알코올 또는 기타 유기 용제로 장치를 청소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부드럽고
마른 헝겊만 사용하십시오.

● 직사광선이 비추거나 비가 들이치는 장소, 히터나 다른 가열 기기 근처, 극심
한 고온 또는 저온에 노출된 장소(예: 자동차 계기판이나 뒷좌석), 높은 습도,
먼지가 많은 장소에 P-touch/배터리를 두지 마십시오. 표준 작동 온도 범위는
10 °C ~ 35 °C입니다. 

● 장치 위에 고무나 비닐을 장시간 올려 두지 마십시오. 장치에 얼룩이 남을 수
있습니다.

● 환경 조건 및 적용한 설정에 따라 일부 문자나 기호를 알아보기 어려울 수 있
습니다.

● 본 장치에는 Brother TZ/TZe 테이프만 사용하십시오.  표시가 없는 테
이프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 카세트 내의 테이프를 당기거나 힘을 주지 마십시오. 테이프 카세트 또는 
P-touch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 뒷면 커버를 닫을 때 릴리스 레버를 올리십시오. 릴리스 레버를 아래로 누른
상태에서는 뒷면 커버를 닫을 수 없습니다.

● 빈 테이프 카세트 또는 P-touch에 테이프 카세트가 설정되지 않은 상태로 라
벨을 인쇄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면 프린트 헤드가 손상됩니다.

● 인쇄 또는 급지 도중 테이프를 절단하지 마십시오. 테이프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 P-touch와 함께 제공된 USB 케이블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USB 케
이블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 고품질 케이블인지 확인하십시오.

● CD-ROM이 긁히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고온 또는 저온에 노출된 장소에
CD-ROM을 놓지 마십시오. CD-ROM 위에 무거운 물체를 올려 놓거나 구부
리지 마십시오.

● CD-ROM의 소프트웨어는 P-touch를 사용하기 위한 용도로, 두  이상의 
PC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 P-touch를 사용하기 전에 본 사용자 설명서를 주의해서 읽고 필요할 때 참조
할 수 있도록 가까이에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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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시작하기

P-touch 포장 풀기
P-touch를 사용하기 전에 다음 품목들이 패키지에 들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P-touch 충전 배터리 팩(BA-7000) 

테이프 카세트 스트랩 벨트 

CD-ROM 사용자 설명서

USB 케이블

AC 어댑터(AD-18ES-K) 

(어댑터 디자인은 국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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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설명

앞면 모습과 뒷면 모습

테이프 커터 버튼

USB 포트

키보드

AC 어댑터 커넥터

디스플레이

뒷면 커버

릴리스 레버

프린트 헤드

테이프 출구 슬롯

테이프 카세트 함

배터리 함

앞면 모습

뒷면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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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보드와 LCD 화면

1 텍스트 왼쪽 맞춤 (33페이지 )
2 텍스트 가운데 맞춤(33페이지)
3 텍스트 오른쪽 맞춤(33페이지)
4 텍스트 양쪽 맞춤 (33페이지)
5 굵은 텍스트 스타일(32페이지)
6 윤곽선 텍스트 스타일(32페이지)
7 기울임꼴 텍스트 스타일(32페이지)
8 프레임(29페이지)
9 배터리 부족 표시(6페이지)
0 블록 번호 (20페이지 )
A 라벨 유형 설정 (12페이지 )
B 너비 설정 (31페이지 )
C 크기 설정 (30페이지 & 31)
D 길이 설정 (28페이지 )

E 문자 모드 (19페이지 )
F 삽입 모드 (20페이지 )
G Shift 모드 (19페이지 )
H 코드 모드 (19페이지 )
I 전원 키 (11페이지 )
J Backspace 키 (18페이지 & 21)
K 화살표 키 (18페이지 )
L Return 키 (18페이지 & 20)
M 글로벌 서식 키 (30페이지 )
N PF 키 (33페이지 )
O 급지 키 (35페이지 )
P 인쇄 키 (35페이지 )
Q 라벨 유형 (12페이지 )

1 6234 5 7

8
9

0ABCD
E
F

H

I

G

J

L

K

M

N

O

P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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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라이트

백라이트를 켜거나 끄려면 g와 f를 누릅니다. 디스플레이를 더 명확하게 보
고싶다면 백라이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본 설정은 ON입니다.

전원 공급
P-touch에는 3가지 방법으로 전원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충전 배터리 팩은 소모품입니다. 보관 중에 고갈될 수 있습니다.

해당 요구에 적합한 전원 공급 방식을 이용하십시오. 각 전원 공급 방식에 한 자
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AC 어댑터

AC 어댑터 연결
많은 양의 텍스트를 포함하는 라벨이나 많은 수의 라벨을 인쇄하는 경우, AC 어댑
터를 사용하여 P-touch를 일반 전기 콘센트에 연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 백라이트를 끄면 전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AC 어댑터
(4페이지)

배터리
(5페이지)

충전 배터리 팩*
(6페이지)

PT-76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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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AC 어댑터
☞ 본 장치의 전용 AC 어댑터만을 사용하십시오.
☞ 본 P-touch를 장기간 사용하지 않을 때는 AC 어댑터를 분리하십시오. 전원 공급이 
중단되면 디스플레이에 표시된 텍스트와 메모리에 저장된 텍스트를 모두 잃게 됩
니다.

배터리

배터리 장착
본 장치는 배터리를 쉽고 빠르게 교체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소형 휴 용
인 본 장치에 배터리를 장착하면 어디서나 사용 가능합니다. 

참고 - 배터리
☞ 본 P-touch에는 AA 크기 배터리(LR6) 6개가 필요합니다. 알칼리 배터리 

6개 신에 충전(Ni-MH) 배터리를 사용해도 됩니다.
☞ AC 어댑터가 연결된 상태에서 P-touch에 충전 배터리를 남겨 두더라도 충전되지
않습니다. 신 사용 중인 충전 배터리 종류에 적합한 배터리 충전기를 사용하여
충전 배터리를 충전하십시오. 충전 배터리에 한 자세한 내용은 충전 배터리와
함께 제공된 지침을 참조하십시오.

☞ 배터리 누출 또는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망간 배터리

새 배터리와 기존 배터리의 조합

종류 (알칼리와 Ni-MH), 제조업체 , 모델이 서로 다른 배터리의 조합

충전 배터리와 비충전 배터리의 조합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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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터리 전극이 올바른 방향을 가리키도록 배터리를 장착하십시오. 배터리가 장착
된 P-touch는 인쇄 및 급지 중에 남은 배터리 충전량을 파악합니다. 배터리 충전량
이 부족한 것이 감지되면 배터리 부족 표시())가 나타납니다. 이 경우 배터리를
교체해야 합니다. 작동 조건에 따라 배터리 부족 표시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
니다.

☞ 배터리를 교체하기 전에 P-touch 전원이 꺼져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또한 배터리
를 교체할 때 기존 배터리를 분리한 후 2분 내에 새 배터리를 장착하십시오. 그렇
지 않으면 디스플레이에 표시된 텍스트와 메모리에 저장된 텍스트를 잃게 됩니다.

☞ 본 P-touch를 장기간 사용하지 않을 때는 배터리를 분리하십시오. 전원 공급이 중단
되면 디스플레이에 표시된 텍스트와 메모리에 저장된 텍스트를 모두 잃게 됩니다.

충전 배터리 팩

본 장치에는 충전할 경우 어디서나 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 충전 배터리 팩과 충전 
배터리 팩의 충전량이 부족할 때 전기 콘센트에 꽂아서 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 AC 
어댑터가 있습니다.

충전 배터리 팩 장착

☞ 충전 배터리 팩을 자주 사용하지 않는 경우, 6개월마다 충전 배터리 팩을 충전
하면 사용 가능 수명이 늘어납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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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 배터리 팩 충전
AC 어댑터 코드의 플러그를 장치의 커넥터에 꽂고, AC 어댑터 플러그를 일반 전
기 콘센트에 꽂습니다. 충전 배터리 팩이 충전되는 동안 충전 표시등이 켜집니다.
충전 시간은 약 3시간입니다. 충전이 끝나면 충전 표시등이 꺼집니다.

충전 배터리 팩 장착
충전 후 P-touch를 잠깐 동안만 사용할 수 있으면 충전 배터리 팩을 교체하십시오.
교체 기간은 사용 조건에 따라 다르지만, 약 1년 후에는 일반적으로 충전 배터리
팩을 교체해야 합니다. 지정된 충전 배터리 팩(BA-7000)으로 교체하십시오.

충전 표시등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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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충전 배터리 팩
☞ 권장 AC 어댑터(AD-18ES-K)를 사용하십시오.
☞ 구입 직후에 또는 충전 배터리 팩의 충전량이 부족할 때 P-touch를 사용하려면

P-touch에 직접 AC 어댑터를 연결하십시오.
☞ 충전 배터리 팩을 장착 또는 분리할 때는 P-touch에 한 전원 공급을 중단하십시
오.

☞ P-touch를 사용하기 전에 충전 배터리 팩을 충전하십시오.
☞ 전원 공급이 정격 전압보다 낮은 경우, 충전 배터리 팩이 충분히 충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교체 후 3시간 동안 새 충전 배터리 팩을 충전하십시오.
☞ 기한이 지난 충전 배터리 팩은 니켈 금속 하이브리드 배터리 폐기에 관한 현지 규
정에 따라 폐기하십시오.

테이프 카세트

테이프 카세트 설치

본 장치는 테이프 카세트를 쉽고 빠르게 교체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본 장
치를 위한 TZ/TZe 테이프 카세트는 다양한 유형, 색상 및 크기로 제공되므로 색상
별로 구분되고 양식화된 고유한 라벨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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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테이프 카세트
☞ 테이프 카세트를 설치하기 전에 테이프 끝부분이 테이프 가이드 아래 급지되도록
하십시오.

☞ 설치할 테이프 카세트에 잉크 리본이 있고 잉크 리본이 느슨한 경우, 리본에 느슨
한 부분이 없어질 때까지 손가락을 사용하여 화살표 방향으로 톱니바퀴를 감으십
시오.

☞ 테이프 카세트를 삽입할 때 안쪽 리본이 금속 가이드 모서리에 걸리지 않도록 하
십시오.

☞ 테이프 카세트를 설치한 후에는 f를 한 번 눌러 테이프의 느슨한 부분을 없앤
다음 테이프 커터 버튼을 눌러 남은 테이프를 절단하십시오.

☞ 테이프를 장치에서 분리하기 전에 항상 테이프를 절단하십시오. 테이프를 절단하
지 않고 당기면 테이프 카세트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강력 접착 테이프
☞ 질감이 있거나 거칠거나 미끄러운 표면에는 강력 접착 테이프를 사용하는 것이 좋
습니다. 

☞ 강력 접착 테이프 카세트에 포함된 설명서에는 가위를 사용하여 테이프
를 자르도록 되어 있지만, 본 P-touch에 장착된 테이프 커터로 강력 접착
테이프를 절단할 수 있습니다.

테이프의 끝부분 테이프 가이드

톱니바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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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렉서블 ID 테이프
☞ 심한 굴곡 및 원통형 물체를 감싸는 등 신축성이 높은 라벨이 필요한 응용분야의
경우 플렉서블 ID 테이프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플렉서블 ID 테이프로 제작한 라벨은 전기 절연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통형 물체를 라벨로 감쌀 때 해당 물체의 직경은 3 mm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렇
지 않으면 라벨을 플래그로 감싸야 하고 FLAG 라벨 유형 모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라벨의 중첩 부분 또는 라벨 플래그가 5 mm 이상이어야 합니다. 

☞ 원통형 물체에 라벨 부착 후 물체를 구부리면 라벨이 벗겨질 수 있습니다.

직경 > 3 mm 이상

직경 > 3 mm 이상

중첩부분 > 5 mm 이상

중첩부분 > 5 mm 이상

플래그 > 
5 m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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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작
하
기

P-touch 켜기 /끄기
P-touch 전원을 켜거나 끄려면 o를 누릅니다.

AC 어댑터나 배터리로 P-touch에 전원을 공급하는 경우, P-touch를 다시 켤 때 이
전 세션의 텍스트가 표시됩니다. 따라서 라벨 작업을 중지하고 장치를 껐다가 다
시 켤 때 텍스트를 재입력하지 않고도 이전 작업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배터리 또는 AC 어댑터로 P-touch를 작동하는 경우에 모두, 5분 동안 아무 키도 누
르지 않거나 아무런 작업도 하지 않으면 장치가 자동으로 꺼집니다.

언어 변경
ENGLISH, FRANAIS, ESPAOL, PORTUGUS, DEUTSCH, NEDERLANDS,
ITALIANO, DANSK, SVENSKA, NORSK 또는 SUOMI를 선택하여 메뉴, 설정 및
메시지의 언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기본 설정: ENGLISH).

1 g와 Z를 차례로 누릅니다.

2 LANGUAGE가 표시될 때까지 l 또는 r를 누릅니다.

3 원하는 설정이 표시될 때까지 u 또는 d를 누른 다음 n를 누릅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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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라벨 유형 모드

라벨 유형 모드 선택
a를 누르면 고유한 사용자 지정 라벨을 디자인하고 인쇄할 수 있는 두 가지 일
반 모드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배선반, 케이블, 커넥터 및 기타 구성 요소의 식별을
위해 사전 서식 지정된 라벨을 인쇄할 수 있는 6가지 특수 모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a를 누릅니다.

2 원하는 모드가 표시될 때까지 u 또는 d를 누릅니다(또는 a를

계속 누릅니다). (각 라벨 유형 모드에 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단원을 참조
하십시오.)

3 n을 눌러 선택한 라벨 유형 모드를 적용합니다.
• NORMAL 또는 VERTICAL을 선택한 경우, 3장, 기본 기능에 설명된 
로 라벨 텍스트를 입력합니다.

• ROTATE, R & REP., PORT, PANEL1, PANEL2 또는 FLAG를 선택한
경우, 다음 단계를 계속합니다.

4 원하는 매개 변수가 표시될 때까지 l 또는 r를 누릅니다.

5 원하는 설정이 표시될 때까지 u 또는 d를 누릅니다(또는 숫자 키를
사용하여 원하는 설정을 입력합니다.)

6 n을 눌러 선택한 설정을 적용합니다.

7 각 라벨의 텍스트를 개별 텍스트 블록에 입력합니다.

8 라벨을 인쇄합니다.
• 각 라벨을 한 장씩 인쇄하려면 p를 누릅니다.

• 여러 장 인쇄하거나, 특정 문자를 늘리면서 여러 장 인쇄하거나 기타 특수 인
쇄 기능을 사용하여 인쇄하려면 g를 누른 다음 a를 누르고 옵션을
선택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특수 인쇄 기능 사용 페이지 35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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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벨

 유
형

 모
드

Normal 및 Vertical 모드
Normal 및 Vertical 라벨 유형 모드를 사용하여 인쇄하
는 라벨은 필요에 맞도록 서식을 지정하고 인쇄할 수
있습니다.
NORMAL 또는 VERTICAL 라벨 유형 모드를 선택한
후 평소 로 라벨 텍스트를 입력, 서식 지정 및 인쇄하
고 절단할 수 있습니다. Normal 라벨 유형 모드에서 입
력한 텍스트는 라벨을 따라 가로 방향으로 인쇄됩니다. 
Vertical 라벨 유형 모드에서 입력한 텍스트는 라벨을
따라 세로 방향으로 인쇄됩니다.

Rotate 및 Rotate & Repeat 모드
이들 라벨 유형 모드를 사용하여 인쇄한 라벨로 케이블
과 배선 주위를 감싸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들 모드
에서는 텍스트가 시계 반  방향으로 90도 회전하고 각
텍스트 블록이 아래와 같이 개별 라벨에 인쇄됩니다.
Rotate & Repeat 모드에서는 텍스트가 라벨 길이 방향
으로 반복 인쇄되므로 어떤 각도에서든지 쉽게 판독 가
능합니다.

ROTATE 또는 R & REP. 라벨 유형 모드를 선택한 후, 원하는 경우 각 라벨의 길
이와 프레임 스타일을 지정합니다.

● BL. LEN. (블록 길이): 20.0 ~ 200.0 mm
기본값: 30.0 mm 

● FRAME: OFF, , , , 
기본값: OFF

ABCDE

NORMAL

VERTICAL

A B C D E

Rotate

Rotate
&

Repeat

블록 길이

블록 길이

블록 길이블록 길이

블록 길이블록 길이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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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ag 모드
이 라벨 유형 모드를 사용하여 인쇄한 라벨로 케이블
또는 배선을 감싸고 양쪽 끝을 이어서 플래그를 만들
수 있습니다. FLAG 라벨 유형 모드에서는 각 텍스트
블록이 개별 라벨의 양 끝에 인쇄됩니다. 이 라벨의 인
쇄되지 않는 부분의 길이는 케이블 또는 배선의 둘레와
같습니다. 또한 텍스트를 가로 방향으로 인쇄하거나
90도 회전하여 인쇄할 수 있습니다.

FLAG 라벨 유형 모드를 선택한 후에는 플래그의 길이 및 직경, 프레임 스타일(원
하는 경우) 그리고 텍스트를 회전할지 여부를 지정합니다.

● FLAG (플래그 직경): 0.0 ~ 100.0 mm
기본값: 7.0 mm

● FLAG LEN(플래그 길이): 10.0 ~ 200.0 mm
기본값: 30.0 mm

● FRAME: OFF, , , , 
기본값: OFF

● ROTATE: OFF, ON
기본값: OFF

☞ 단일 텍스트 블록에 최  7줄의 텍스트를 포함할 수 있으며, R & REP. 라벨 유
형 모드에서는 라벨 내에 맞춰진 텍스트 줄만 인쇄됩니다.

☞ 케이블과 배선에 부착할 라벨은 플렉서블 ID 테이프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통형 물체를 플렉서블 ID 테이프로 감쌀 때 해당 물체의 직경은 3 mm 이상이
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FLAG 라벨 유형 모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라
벨의 중첩 부분 또는 플래그 길이가 5 mm 이상이어야 합니다. 

☞ 단일 텍스트 블록에 최  7줄의 텍스트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 케이블과 배선에 부착할 라벨은 플렉서블 ID 테이프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경이 3 mm 미만인 원통형 물체를 플렉서블 ID 테이프로 감싸려면 FLAG 라
벨 유형 모드를 사용합니다. 또한 플래그 길이가 5 mm 이상이어야 합니다. 

ROTATE
가 OFF
로 설정
된 경우

ROTATE
가 ON으
로 설정
된 경우

플래그
길이

플래그
직경

플래그
길이

플래그
길이

플래그
직경

플래그
길이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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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벨

 유
형

 모
드

Port 및 Panel1 모드
이들 라벨 유형 모드로 인쇄한 라벨은 다양한 구성 요소 또는 패널을 식별하는 데
사용됩니다.

Port 라벨 유형 모드에서는 각 텍스트 블록이
개별 라벨에 인쇄되므로 간격이 서로 다른 다
양한 구성 요소 또는 포트를 식별하는 데 유
용합니다.

Panel1 라벨 유형 모드에서는 모든 텍스트 블
록이 단일 라벨에 균등한 간격으로 인쇄되므
로 배선반에 스위치, 퓨즈 또는 커넥터 등이
같은 간격으로 나열된 경우에 유용합니다. 또
한 텍스트 블록을 입력한 순서나 반  순서로
인쇄할 수 있습니다.

PORT 또는 PANEL1 라벨 유형 모드를 선택한 후에는 각 텍스트 블록 또는 라벨
의 길이를 지정하고, 원하는 경우 프레임 스타일을 선택합니다. PANEL1 라벨 유
형 모드에서는 텍스트 블록을 입력한 순서 또는 반  순서로 인쇄할지 여부를 선
택합니다.

IN ORDER REVERSE

Port

Panel1
(PRINT가 IN 
ORDER로 설
정된 경우 )

블록 길이

블록 길이

Panel1
(PRINT가 
REVERSE로 
설정된 경우 )

블록 길이 블록 길이

블록 길이 블록 길이블록 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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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 LEN.(블록 길이): * PORT 라벨 유형 모드:
20.0 ~ 200.0 mm
기본값: 30.0 mm
* PANEL1 라벨 유형 모드:
6.0 ~ 200.0 mm
기본값: 30.0 mm

● FRAME: * PORT 라벨 유형 모드:
OFF, 1 , 2 , 3 , 4 
기본값: OFF
* PANEL1 라벨 유형 모드:
OFF, 1 , 2 , 3 , 
4 , 5 , 6 , 
7 , 8 , 9 
기본값: OFF

● PRINT(인쇄 순서): IN ORDER, REVERSE
기본값: IN ORDER

Panel2 모드
각 블록에 고정 길이를 지정하면 스위치 행
(예: 배전반) 또는 배선반에 유용한 라벨이 됩
니다. 또한 텍스트 블록을 입력한 순서나 반
대 순서로 인쇄하거나 텍스트를 90 °  회전하
여 인쇄할 수 있습니다.

☞ 이들 라벨 유형에는 강력 접착 테이프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PRINT 매개 변수는 PANEL1 라벨 유형 모드에만 제공됩니다.
☞ PANEL1 라벨 유형 모드에서 번호 매기기 기능을 사용하면 오름차순 문자의 블
록이 여러 개 포함된 단일 라벨을 쉽게 생성하여 위와 같은 배선반에 라벨을 지
정할 수 있습니다. 번호 매기기 기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넘버링인쇄와 함께
여러 장 인쇄 페이지 36를 참조하십시오.

블록 길이

블록 2

Panel2 

블록 길이 블록 길이

블록 1 블록 3

(길이 ×  배수 ) (길이 ×  배수 ) (길이 ×  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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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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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모
드

● BLOCK: 1 ~ 50개 블록
기본값: 1

LENGTH: 6.0 ~ 200.0 mm
기본값: 17.5 mm

MULTIPLE: x1 ~ x9
기본값: 1

● FRAME: OFF, 1 , 2 , 3 , 
4 , 5 , 6 , 
7 , 8 , 9 
기본값: OFF

● PRINT: IN ORDER, REVERSE
기본값: IN ORDER

● ROTATE: OFF, ON
기본값: OFF

☞ BLOCK 매개 변수를 통해서만 블록 수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텍스트 블록을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없습니다.

☞ PANEL2 라벨 유형 모드에서 지정한 블록 수가 기존에 입력한 텍스트 블록 수
보다 적은 경우 입력한 텍스트 블록이 삭제됩니다. 지정한 블록 수가 입력한 텍
스트 블록 수보다 많은 경우 텍스트 블록이 추가됩니다.

☞ 이들 라벨 유형에는 강력 접착 테이프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18

33 기본 기능

기본 조작 수행

기능, 매개 변수, 설정 및 그룹 선택

● " "가 나타나면 l를 눌러 이전 항목을 선택하거나 r를 눌러 다음 항목
을 선택합니다.

● " "가 나타나면 u를 눌러 이전 항목을 선택하거나 d를 눌러 다음 항
목을 선택합니다.

기본 설정 선택

● 기능 또는 매개 변수의 기본 설정을 선택하려면 e를 누릅니다.

선택 항목 확인

● 목록에서 항목을 선택하거나 선택한 설정을 적용하거나 "예"로 응답하려면
n을 누릅니다.

선택 항목 취소

● 기능을 끝낸 후 텍스트를 변경하지 않고 이전 표시로 돌아가거나 "아니요"로
응답하려면 b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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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본

 기
능

라벨 데이터 입력

텍스트 입력 및 편집

문자 입력

● 소문자, 숫자, 쉼표 또는 마침표를 입력하려면 해당 문자 키를 누르면 됩니다.

● 문자를 입력하려면 h를 눌러 Shift 모드로 들어간 다음 해당 문자를 누릅
니다.

● 계속 문자를 입력하려면 g와 h를 차례로 눌러 Caps 모드로 들어간 다
음 입력합니다.

공백 입력

● 텍스트에 공백을 추가하려면 e를 누릅니다.

커서 이동
커서를 이동하여 텍스트를 검토하고 편집하거나 다양한 기능 및 설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커서를 왼쪽, 오른쪽, 위쪽, 아래쪽으로 이동하려면 l, r, u, d를
각각 누릅니다.

● 커서를 현재 텍스트 줄의 시작 부분으로 이동하려면 g와 l를 차례로 누
릅니다.

● 커서를 현재 텍스트 줄의 끝 부분으로 이동하려면 g와 r를 차례로 누릅
니다.

● 커서를 입력된 텍스트의 시작 부분으로 이동하려면 g와 u를 차례로 누
릅니다.

● 커서를 입력된 텍스트의 끝 부분으로 이동하려면 g와 d를 차례로 누릅
니다.

☞ 문자를 입력하지 않고 Shift 모드를 종료하려면 h를 누르십시오.
☞ Caps 모드를 종료하려면 g와 h를 차례로 누르십시오.
☞ Caps 모드에서 소문자를 입력하려면 h와 해당 문자를 차례로 누르십시오.

☞ 커서를 여러 문자 또는 블록을 거쳐 한 번에 이동하려면 l, r, u 또는
d를 누른 채로 있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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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텍스트 줄 추가

● 현재 텍스트 줄을 끝내고 새 줄을 시작하려면 n을 누릅니다. " "가 줄
끝에 나타납니다.

새 텍스트 블록 추가

● 텍스트의 한 부분이 다른 부분과 다른 줄 수를 가질 수 있도록 새 텍스트 블록을 
생성하려면 g와 n을 차례로 누릅니다. " "가 블록 끝에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이 입력한 텍스트는 다음과 같이 인쇄됩니다.

텍스트 삽입

● 커서의 현재 위치에서 입력 텍스트를 삽입하려면 Insert 표시가 나타나 있는
지 확인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i를 눌러 Insert 모드로 들어갑니다.

● 커서의 현재 위치에서 텍스트를 삽입하지 않고 체하려면 i를 눌러 Insert
모드를 종료합니다.

☞ 인쇄 가능한 텍스트 줄 수는 테이프의 너비에 따라 다릅니다.

☞ 디스플레이의 줄 수는 텍스트 블록의 줄 수를 나타냅니다.

☞ 단일 라벨에 최  50개의 텍스트 블록만 포함할 수 있습니다.
☞ 디스플레이 하단에 커서가 위치한 블록 번호가 표시됩니다.
☞ 모든 텍스트 블록에 동일한 서식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 많은 양의 데이터를 한 번에 인쇄하려고 하면 일부 라벨이 빈 채로 출력될 수 있
습니다. 예를 들어 50개 레코드를 인쇄할 때 한 번에 인쇄 가능한 최  문자 수
는 약 200개로 제한됩니다.

테이프 너비 인쇄 가능한 최  줄 수

6 mm 2

9 mm 2

12 mm 3

18 mm 5

24 mm 7

2:456
1:ABC_
R
R

R
---- -- 1 NORMAL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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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본

 기
능

텍스트 삭제

● 커서의 현재 위치 왼쪽에 있는 문자를 제거하려면, 삭제하려는 문자가 모두
제거될 때까지 b를 누릅니다.

● 모든 텍스트를 삭제하려면:

1 g와 b를 차례로 누릅니다 .

2 u 또는 d를 눌러 TEXT ONLY(텍스트만 지우려는 경우) 또는
TEXT&FORMAT(모든 텍스트를 지우고 모든 서식 지정 기능을 기본 설
정으로 되돌리려는 경우)을 선택합니다.

3 n을 누릅니다.

악센트 부호 문자 입력

Accent 기능을 통해 다양한 악센트 부호 문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 가능한 악센트 부호 문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g와 s를 차례로 누릅니다. "ACCENT a-z/A-Z?"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2 올바른 문자가 표시될 때까지 원하는 악센트 부호 문자에 해당하는 키를 반
복해서 누릅니다.

문자 악센트 부호 문자 문자 악센트 부호 문자
a n
A N
c o
C O
d r
D R
e s
E S
g t
G T
i u
I U
k y
K Y
l z
L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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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악센트 부호 문자를 텍스트에 추가합니다.
• 단일 악센트 부호 문자 또는 시리즈의 마지막 악센트 부호 문자를 추가하
려면 5단계로 건너뜁니다.

• 악센트 부호 문자 시리즈를 텍스트에 추가하려면 g와 n을 차례로
누릅니다.

4 각 악센트 부호 문자를 추가할 때마다 2단계와 3단계를 반복합니다.

5 n을 누릅니다.

바코드 입력

Bar Code 기능을 통해 바코드를 라벨의 일부로 인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바코드 매개 변수를 사용하여 사용자 지정된 바코드를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 악센트 부호 문자를 입력하려면 문자 키를 누르기 전에 h를 누릅니다(또는
g와 h를 차례로 눌러 Caps 모드로 전환).

☞ 본 장치는 특수 바코드 라벨 제작용으로 설계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 바코드
판독기에서 라벨을 판독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바코드 판독기는 특정 라벨 테이프 색상에 특정 잉크 색상으로 인쇄된 바코드
를 판독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최상의 결과를 얻으려면 흰색 테이프에 검정색
을 사용하여 바코드 라벨을 인쇄하십시오.

매개 변수 설정 

PROTOCOL CODE 39, I-2/5, EAN13, EAN8, UPC-A, 
UPC-E, CODABAR, EAN128, CODE128

WIDTH
(바 너비)

SMALL, MEDIUM, LARGE

UNDER#
(바코드 아래 인쇄되는 번호)

ON, OFF

CHECK DIGIT OFF, ON

☞ CHECK DIGIT 매개 변수는 CODE 39, I-2/5 및 CODABAR 프로토콜에만 사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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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본

 기
능

바코드 매개 변수 설정

1 g와 c를 차례로 누릅니다.

2 변경할 매개 변수가 표시될 때까지 l 또는 r을 누릅니다.

3 원하는 설정이 표시될 때까지 u 또는 d를 누릅니다.

4 모든 매개 변수가 원하는 로 설정될 때까지 2단계와 3단계를 반복합
니다.

5 n을 누릅니다.

바코드 데이터 입력

1 c를 누릅니다.

2 새 바코드 데이터를 입력하거나 이전 데이터를 편집합니다.

3 n을 눌러 바코드를 텍스트에 추가합니다.

다음 제어 문자는 CODE39 또는 CODABAR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생성된 바코드
에만 추가할 수 있습니다.

☞ 특수 문자를 바코드 데이터에 추가하려면(CODE39, CODABAR, EAN128 또는 
CODE128 프로토콜에만 가능) 특수 문자를 추가할 위치의 바로 오른쪽에 있는 
문자 아래에 커서를 위치한 다음 s를 누르십시오. 원하는 제어 문자가 표시
될 때까지 u 또는 d를 누른 다음 n을 눌러 문자를 데이터에 추가하
십시오. 사용 가능한 특수 문자 목록은 아래 표를 참조하십시오.

☞ 텍스트에 이미 추가된 바코드의 데이터나 WIDTH 또는 UNDER# 매개 변수 설
정을 변경하려면 바코드 표시( ) 아래에 커서를 위치한 다음 g와 c를 차
례로 누릅니다.

CODE39 CODABAR

기호 문자 기호 문자 기호 문자 기호 문자

0 - 4 / 0 - 3 /

1 . 5 + 1 $ 4 .

2 (SPACE) 6 % 2 : 5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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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특수 문자는 EAN128 및 CODE128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생성된 바코드에만 
추가할 수 있습니다.

기호 입력

Symbol 기능을 통해 164개의 기호와 그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s를 누릅니다. 마지막으로 사용한 범주가 표시됩니다.

2 u 또는 d를 눌러 원하는 범주를 선택합니다.

3 원하는 기호가 선택될 때까지 l 또는 r을 누릅니다.

기호 문자 기호 문자 기호 문자

0 (SPACE) 10 20

1 11 21

2 12 22

3 13 23

4 14 24

5 15 25

6 16 26

7 17 27

8 18

9 19

기호 제어 문자 기호 제어 문자 기호 제어 문자
28 NUL 42 CR 56 ESC

29 43 SO 57

30 SOH 44 SI 58 FS

31 STX 45 DLE 59

32 ETX 46 DC1 60 GS

33 EOT 47 DC2 61

34 ENQ 48 DC3 62 RS

35 ACK 49 DC4 63

36 BEL 50 NAK 64 US

37 BS 51 SYN 65 DEL

38 HT 52 ETB 66 FNC3

39 LF 53 CAN 67 FNC2

40 VT 54 EM 68 FNC4

41 FF 55 SUB 69 FNC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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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본

 기
능

4 기호를 텍스트에 추가합니다.
• 단일 기호 또는 시리즈의 마지막 기호를 추가하려면 6단계로 건너뜁니
다.

• 기호 시리즈를 텍스트에 추가하려면 g와 n을 차례로 누릅니다.

5 각 기호를 추가할 때마다 2 ~ 4단계를 반복합니다.

6 n을 누릅니다.

☞ 아래 표의 해당 코드를 입력하여 기호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A02"를 입력한 다음 n을 누르면 "?"가 텍스트에 추가됩니다.

☞ 일부 기호는 키패드에 컬러로 인쇄되어 있습니다. 키의 기호를 사용하려면 

g를 눌러 Code 모드로 들어간 다음 기호 키를 누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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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가능한 기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 © ™

INTERNATIONAL
CHARACTERS

G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00 01 02 03 04 05

00 01 02 03 04 05 06

00 01 02 03 04 05 06 07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00 01 02 03 04 05 06 07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Category Symbols

PUNCTUATION

BUSINESS

MATHEMATICS

BRACKET

ARROW

UNIT

A

B

C

D

E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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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본

 기
능

0 1 2
1 2

00 01 02

00 01 02 03 04 05 06 07

00 01 02 03 04 05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40 41 42

34 35 36 37 38 39

00 01 02 03 04 05 06

00 01 02 03 04 05

NUMBER

PICTOGRAPH

PROHIBITION

WARNING

ELECTRICAL /
ELECTRONIC

Category Symbols

H

I

J

K

L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00 01 02
AUDIO/VISUAL

N

1 2 1 3 1 4

COMMUNICATIONS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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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벨 서식 지정

라벨 길이 지정

라벨 길이를 다음과 같이 지정할 수 있습니다.

1 g와 A를 차례로 누릅니다.

2 LENGTH가 표시될 때까지 l 또는 r을 누
릅니다.

3 원하는 라벨 길이가 표시될 때까지 u 또는 
d를 누릅니다(또는 숫자 키를 사용하여 원하는 설정을 입력).

4 n을 누릅니다.

여백 크기 지정

텍스트의 왼쪽 및 오른쪽 여백 크기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1 g와 A를 차례로 누릅니다.

2 MARGIN이 표시될 때까지 l 또는 r을 
누릅니다.

3 원하는 여백 설정이 표시될 때까지 u 또
는 d를 누릅니다(또는 숫자 키를 사용하여 원하는 여백 설정을 입력).

4 n을 누릅니다.

☞ Symbol Save 기능을 OFF로 설정한 경우 외에는 PERSONAL 기호 범주가 꽉 
차면 새로 선택한 기호가 이전 기호를 덮어씁니다. PERSONAL 기호 범주를 
계속 업데이트할지 여부 지정 페이지 43을 참조하십시오.

00 01 02 03

Category Symbols

OTHERS
O

Z PERSONAL 
CATEGORY

*최근에 선택한 기호가 최  16개까지 PERSONAL 기호 범
주에 자동으로 저장됩니다.

6.0 ~ 999.9 mm

2.0 ~ 99.9 mm 2.0 ~ 99.9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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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본

 기
능

텍스트 프레임 지정

1 g와 B를 차례로 누릅니다.

2 원하는 프레임 설정이 표시될 때까지 u 또는 d를 누릅니다.

3 n을 누릅니다. 선택한 설정이 전체 텍스트에 적용됩니다.

사용 가능한 프레임 스타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프레임 
설정

샘플
프레임 
설정

샘플

1 8

2 9

3 10

4 11

5 12

6 13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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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 크기 지정

라벨의 모든 텍스트에 해 또는 커서가 위치한 줄의 텍스트에 해서만 문자 크
기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모든 텍스트의 글로벌 문자 크기 서식 지정

1 t를 누릅니다.

2 G. SIZE가 표시될 때까지 l 또는 r을 누릅니다.

3 원하는 문자 크기 설정이 표시될 때까지 u 또는 d를 누릅니다.

4 n을 누릅니다. 선택한 설정이 전체 텍스트에 적용됩니다.

줄의 문자 크기 서식 지정

1 크기를 변경할 텍스트 줄로 커서를 이동합니다.

2 g와 E를 차례로 누릅니다.

3 원하는 문자 크기 설정이 표시될 때까지 u 또는 d를 누릅니다.

4 n을 누릅니다. 선택한 설정이 커서가 위치한 텍스트 줄에만 적용됩니다.

☞ 기본 문자 크기 설정 AUTO를 사용하면 설치된 테이프의 너비와 텍스트 줄 수
에 따라 가능한 최  텍스트 크기가 자동으로 선택됩니다.

☞ 인쇄 가능한 텍스트 크기는 테이프 너비에 따라 다릅니다. 아래 표는 각 테이프
너비에 사용 가능한 최  텍스트 크기를 보여줍니다.

☞ AUTO 설정을 선택했을 때 문자(악센트 부호 문자 없음) 한 줄로만 구성된 블
록의 텍스트의 경우 테이프 너비에 해 가능한 최  너비보다 약간 크게 텍스
트가 인쇄됩니다.

테이프 너비 최  텍스트 크기

6 mm 12포인트

9 mm 18포인트

12 mm 24포인트

18 mm 36포인트

24 mm 48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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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본

 기
능

문자 너비 지정

모든 텍스트의 글로벌 너비 서식 지정

1 t를 누릅니다.

2 G. WIDTH가 표시될 때까지 l 또는 r을 누릅니다.

3 원하는 문자 너비 설정이 표시될 때까지 u 또는 d를 누릅니다.

4 n을 누릅니다. 선택한 설정이 전체 텍스트에 적용됩니다.

줄의 너비 서식 지정

1 문자 너비를 변경할 텍스트 줄로 커서를 이동합니다.

2 g와 E를 차례로 누릅니다.

3 WIDTH가 표시될 때까지 l 또는 r을 누릅니다.

4 원하는 문자 너비 설정이 표시될 때까지 u 또는 d를 누릅니다.

5 n을 누릅니다. 선택한 설정이 커서가 위치한 텍스트 줄에만 적용됩니다.

표시된 각 텍스트 크기에 사용 가능한 너비 크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너비
크기

NORMAL NARROW THIN WIDE

48포인트

36포인트

24포인트

18포인트

12포인트

9포인트

6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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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 스타일 지정

모든 텍스트의 글로벌 문자 스타일 서식 지정

1 t를 누릅니다.

2 G. STYLE이 표시될 때까지 l 또는 r을 누릅니다.

3 원하는 문자 스타일 설정이 표시될 때까지 u 또는 d를 누릅니다.

4 n을 누릅니다. 선택한 설정이 전체 텍스트에 적용됩니다.

줄의 문자 스타일 서식 지정

1 문자 스타일을 변경할 텍스트 줄로 커서를 이동합니다.

2 g와 D를 차례로 누릅니다.

3 원하는 문자 스타일 설정이 표시될 때까지 u 또는 d를 누릅니다.

4 n을 누릅니다. 선택한 설정이 커서가 위치한 텍스트 줄에만 적용됩니다.

사용 가능한 텍스트 스타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스타일 
설정

샘플
스타일 
설정

샘플

NORMAL ITALIC

BOLD
I+BOLD

(기울임꼴 
및 굵게)

OUTLINE
I+OUTL

(기울임꼴 
및 윤곽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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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본

 기
능

텍스트의 모든 줄 맞춤 지정

1 t를 누릅니다.

2 ALIGN이 표시될 때까지 l 또는 r을 누릅니다.

3 원하는 설정이 표시될 때까지 u 또는 d를 누릅니다.

4 n을 누릅니다. 선택한 설정이 전체 텍스트에 적용됩니다.

사용 가능한 맞춤 설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전 서식 지정된 자동 서식 템플릿 사용

사전 서식 지정된 다양한 라벨 템플릿이 제공되므로 상자 및 파일 폴더의 내용 식
별부터 장비 라벨 지정과 이름 배지 및 ID 태그 제작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응용분
야의 라벨을 빠르고 쉽게 제작할 수 있습니다. 10가지 라벨 템플릿 중 하나를 선택
한 후 각 필드에 텍스트를 입력하기만 하면 라벨 인쇄 준비가 됩니다.

사용 가능한 라벨 템플릿은 다음과 같습니다.

LEFT CENTRE RIGHT JUSTIFY

키
템플릿 
이름

테이프 너비 
라벨 길이

템플릿 필드 샘플

1 BIN BOX 18 mm  69 mm
1 SYMBOL? 2 TEXT1?
3 TEXT2?
4 BAR CODE?

2 ASSET1 24 mm  83 mm
1 TEXT1? 2 TEXT2?
3 BAR CODE?

3 ASSET2 24 mm  79 mm 1 TEXT?
2 BAR CODE?

4 ASSET3 24 mm  41 mm 1 TEXT?
2 BAR CODE?

5 ASSET4 24 mm  55 mm
1 TEXT1? 2 TEXT2?
3 TEXT3? 4 TEXT4?
5 TEXT5?

6 ID 24 mm  69 mm 1 TEXT1? 2 TEXT2?
3 TEXT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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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g를 누른 다음 사용할 템플릿이 할당된 숫자 키를 누릅니다.

2 n을 누릅니다. 선택한 템플릿의 첫 번째 필드가 표시됩니다.

3 u 또는 d를 눌러 각 필드를 표시한 다음 텍스트를 입력합니다.

4 한 장씩 인쇄하려면 p를 누릅니다.

여러 장 인쇄하거나, 특정 문자를 늘리면서 여러 장 인쇄하거나, 텍스트의

미러 이미지를 인쇄하려면 g와 a를 차례로 누릅니다. 자세한 내

용은 특수 인쇄 기능 사용 페이지 35을 참조하십시오.

라벨 인쇄

라벨 레이아웃 미리 보기

Preview 기능을 통해 텍스트 레이아웃의 샘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인쇄 미리 보기를 사용하려면 g와 p를 차례로 누릅니다. 현재 라벨의 길
이가 디스플레이의 왼쪽 하단 모서리에 나타납니다.

7 SIGN 24 mm  101 mm 1 SYMBOL? 2 TEXT1?
3 TEXT2?

8 N. BADGE 18 mm  101 mm 1 NAME?
2 COMPANY?

9 FILING 12 mm  88 mm 1 TITLE?
2 SUB-TITLE?

0 IC CHIP 9 mm  25 mm 1 TEXT1? 2 TEXT2?

☞ 악센트 부호 문자( 21페이지), 기호( 24페이지) 및 바코드( 22페이지)를 템플릿
필드에 입력할 수 있습니다.

☞ 템플릿 사용을 마치려면 마지막 필드를 표시한 다음 n을 누릅니다. Auto

Format 메뉴가 나타납니다. FINISH가 나타날 때까지 u 또는 d를 누른 다음

n을 누릅니다.

☞ 인쇄 미리 보기를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스크롤하려면 l 또는 r을 누릅니다.

☞ 텍스트로 돌아가려면 n 또는 b를 누릅니다.

키
템플릿 
이름

테이프 너비 
라벨 길이

템플릿 필드 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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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본

 기
능

테이프 급지

● 테이프를 23 mm 급지하려면 f를 누릅니다. "FEED"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라벨 인쇄

● 라벨을 인쇄하려면 p를 누릅니다. "WORKING" 및 "COPIES" 메시지와 인
쇄 중인 라벨 번호가 표시됩니다.

특수 인쇄 기능 사용

라벨을 여러 장 인쇄하거나, 특정 문자 값을 높이면서 여러 장을 인쇄하거나, 라벨
텍스트의 특정 부분을 인쇄하거나, 라벨 텍스트를 미러 이미지로 인쇄할 수 있는
다양한 특수 인쇄 기능이 제공됩니다. 

라벨을 여러 장 인쇄
Repeat Printing 기능을 통해 동일한 텍스트를 최  99장까
지 인쇄할 수 있습니다.

1 g와 a를 차례로 누릅니다.

2 COPIES가 표시될 때까지 l 또는 r을 누릅니다.

3 원하는 매수가 표시될 때까지 u 또는 d를 누릅

니다(또는 숫자 키를 사용하여 원하는 설정을 입력).

4 n(또는 p)을 누릅니다. Print Option 메뉴에 CONFIRM이 나타납니다.

5 n(또는 p)을 눌러 지정한 매수의 인쇄를 시작합니다. 인쇄하는 동안

현재 인쇄 매수가 표시됩니다.

☞ o를 눌러 인쇄를 끝낸 후 f를 눌러 인쇄된 테이프 나머지를 급지하십시오.

☞ 인쇄를 끝내려면 o를 눌러 P-touch를 끄십시오.
☞ Cut 기능( 41페이지)에서 3(cut pause, chain printing) 또는 4(cut pause 안 함, chain

printing) 설정을 선택하면 "OK TO FEED?"가 나타납니다. 급지하려면 n
을 누르고, 텍스트 입력 모드로 돌아가려면 b를 누르십시오.

ABC
ABC

A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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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버링인쇄와 함께 여러 장 인쇄
Numbering 기능을 통해, 각 라벨을 인쇄한 후 특정 문자
(문자, 숫자 또는 바코드 데이터) 값을 높이면서 동일한 텍
스트를 여러 장 인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자동
증분은 일련 번호 라벨, 생산 관리 라벨 또는 오른차순 코
드를 필요로 하는 기타 라벨을 인쇄할 때 매우 유용합니다.

1 g와 a를 차례로 누릅니다.

2 NUMBER가 표시될 때까지 l 또는 r을 누릅니다.

3 원하는 매수가 표시될 때까지 u 또는 d를 누릅니다(또는 숫자 키를
사용하여 원하는 설정을 입력).

4 n을 누릅니다. "START?"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현재 커서 위치에서
번호 매기기 필드로 문자만을 지정하려면 p를 누른 다음 9단계로 건너
뛰십시오.

5 번호 매기기 필드에 포함할 첫 번째 문자가 깜박일 때까지 u, d, 
l 또는 r을 누릅니다.

6 n을 누릅니다. "END?"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7 번호 매기기 필드에 포함할 마지막 문자가 깜박일 때까지 u, d, 
l 또는 r을 누릅니다.

8 n을 누릅니다. Print Option 메뉴에 CONFIRM이 나타납니다.

9 n(또는 p)을 눌러 지정한 매수의 라벨 인쇄를 시작합니다. 인쇄하는

동안 현재 인쇄 매수가 표시됩니다.

☞ Cut 기능을 1 또는 3으로 설정하면 각 라벨이 인쇄된 후 "CUT TAPE TO CONTINUE"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테이프 커터 버튼을 눌러 라벨을 절단하고 인쇄를 계속
하십시오.

☞ 메시지가 나타난 후 5분 내에 테이프를 절단해야 합니다.
☞ 테이프 절단에 사용 가능한 다른 옵션은 테이프 급지 및 절단 방법 선택 페이
지 41을 참조하십시오.

☞ 추가 Print Option 기능의 설정을 지정하려면 5단계를 진행하지 말고 Print

Option 메뉴에 CONTINUE가 표시될 때까지 u 또는 d를 누른 다음

n을 누르십시오.

2A-C16
ABC2A-C15

2A-C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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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본

 기
능

특정 범위의 텍스트 블록 인쇄
Block Printing 기능을 통해 인쇄할 텍스트 블록의 범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g와 a를 차례로 누릅니다.

2 BLOCK NO. 아래 표시된 범위의 첫 번째 숫자가
깜박일 때까지 l 또는 r을 누릅니다.

3 원하는 블록 번호가 표시될 때까지 u 또는
d를 누릅니다(또는 숫자 키를 사용하여 원하는 설정을 입력).

4 BLOCK NO. 아래 표시된 범위의 두 번째 숫자가 깜박일 때까지 r을 누
릅니다.

☞ Cut 기능을 1 또는 3으로 설정하면 각 라벨이 인쇄된 후 "CUT TAPE TO CONTINUE"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테이프 커터 버튼을 눌러 라벨을 절단하고 인쇄를 계속
하십시오.

☞ 메시지가 나타난 후 5분 내에 테이프를 절단해야 합니다.
☞ 테이프 절단에 사용 가능한 다른 옵션은 테이프 급지 및 절단 방법 선택 페이
지 41을 참조하십시오.

☞ 문자와 숫자는 아래와 같이 증가합니다.
0 1 ...9 0 ...
A B ...Z A ...
a b ...z a ...
A0A1 ...A9 B0 ...
공백 (아래 예에서 밑줄 "_"로 표시됨 )을 사용하여 문자간 공백을 조정하거나
인쇄되는 자릿수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
_Z AA ...ZZ AA. ..
_9 10 ...99 00. ..
1_9 2_0 ...9_9 0_0. ..

☞ 텍스트에서 번호 매기기 필드를 하나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번호 매기기 필드는 단일 블록의 텍스트 한 줄 내에 완전히 위치해야 합니다.
☞ 번호 매기기 필드에 최  5개 문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기호와 같은 영숫자가 아닌 문자를 번호 매기기 필드에 포함하면, 라벨을 인쇄
할 때 번호 매기기 필드의 문자 및 숫자만 늘어나거나, 필드에 영숫자가 아닌 문
자만 포함된 경우 하나의 라벨만 인쇄됩니다.

☞ 추가 Print Option 기능의 설정을 지정하려면 9단계를 진행하지 말고 Print

Option 메뉴에 CONTINUE가 표시될 때까지 u 또는 d를 누른 다음

n을 누르십시오.

☞ 5단계에서 번호 매기기 필드로 바코드를 선택하는 경우, 6단계와 7단계

를 건너뛰고 8단계를 계속하십시오.

LM NOP
QR

NOP
QR

ST
UVW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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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원하는 블록 번호가 표시될 때까지 u 또는 d를 누릅니다(또는 숫자
키를 사용하여 원하는 설정을 입력).

6 n(또는 p)을 누릅니다. Print Option 메뉴에 CONFIRM이 나타납니다.

7 n(또는 p)을 눌러 지정한 매수의 라벨 인쇄를 시작합니다. 인쇄하는
동안 현재 인쇄 매수가 표시됩니다.

미러 라벨 인쇄
이 기능은 테이프의 접착면에서 텍스트를 읽을 수 있도록
라벨을 인쇄합니다. 미러 인쇄 라벨을 유리 또는 일부 다
른 투명 재질에 부착하면 반 쪽에서 라벨을 올바르게 읽
을 수 있습니다.

1 g와 a를 차례로 누릅니다.

2 MIRROR가 표시될 때까지 l 또는 r을 누릅니다.

3 ON이 표시될 때까지 u 또는 d를 누릅니다.

4 n(또는 p)을 누릅니다. Print Option 메뉴에 CONFIRM이 나타납니다.

5 n(또는 p)을 눌러 지정한 매수의 라벨 인쇄를 시작합니다. 인쇄하는
동안 현재 인쇄 매수가 표시됩니다.

특수 인쇄 기능 조합
선택한 라벨 유형 모드나 템플릿 사용 여부 등 여러 조건
에 따라 다양한 특수 인쇄 기능을 조합할 수 있습니다. 예
를 들어 Repeat Printing 기능과 Numbering 기능을 조합하
여 번호 매기기 필드에 "1"과 3번 증분을 선택한 채 라벨
을 두 장 인쇄하면 위와 같은 라벨이 인쇄됩니다.

☞ 추가 Print Option 기능의 설정을 지정하려면 7단계를 진행하지 말고 Print
Option 메뉴에 CONTINUE가 표시될 때까지 u 또는 d를 누른 다음 n
을 누르십시오.

☞ Mirror Printing 기능을 사용할 때는 텍스트를 투명 테이프에 인쇄해야 합니다.
☞ 추가 Print Option 기능의 설정을 지정하려면 5단계를 진행하지 말고 Print

Option 메뉴에 CONTINUE가 표시될 때까지 u 또는 d를 누른 다음

n을 누르십시오.

☞ 다양한 특수 인쇄 기능에 한 자세한 내용은 위의 해당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ABC
ABC OFF

ON

A-1
A-1

A-2
A-2

A-3
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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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본

 기
능

파일 저장 및 불러오기
자주 사용하는 라벨 텍스트와 해당 서식을 메모리에 저장하고 쉽게 불러와서 편집
하고 빠르게 인쇄할 수 있습니다. 각 텍스트 파일을 저장하면 번호가 지정되어 쉽
게 불러올 수 있습니다. 최  10개 텍스트 파일 또는 약 2,000자를 메모리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Recall 기능을 사용하면 저장된 텍스트 파일의 사본을 불러오므로, 원래 저장된 파
일을 변경하지 않고 텍스트를 편집하거나 인쇄할 수 있습니다. 파일이 더 이상 필
요 없거나 공간이 더 필요하면 Clear 기능을 사용하여 텍스트 파일을 삭제할 수 있
습니다.

라벨 텍스트 저장

1 m을 누릅니다.

2 STORE가 표시될 때까지 u 또는 d를 누릅니다.

3 n을 누릅니다.

4 텍스트를 저장할 파일 번호가 표시될 때까지 u 또는 d를 누릅니다.

5 n을 누릅니다.

☞ 최  문자 수를 이미 저장한 경우 디스플레이에 "MEMORY FULL!" 오류 메시
지가 나타납니다. 이 경우 기존 텍스트 파일을 삭제해야 새 파일을 저장할 수 있
습니다.

☞ 선택한 파일 번호로 파일이 이미 저장되어 있는 경우, 디스플레이에

"OVERWRITE?"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저장된 파일을 새 파일로 덮어쓰려면

n을 누르십시오. 텍스트 파일을 덮어쓰지 않고 돌아가서 다른 파일 번호

를 선택하려면 b를 누른 다음 다른 파일 번호를 선택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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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된 텍스트 불러오기

1 m을 누릅니다.

2 RECALL이 표시될 때까지 u 또는 d를 누릅니다.

3 n을 누릅니다.

4 불러올 텍스트를 포함하는 파일 번호가 표시될 때까지 u 또는 d를
누릅니다.

5 n을 누릅니다. 이전에 디스플레이에 입력한 텍스트가 지워지고 선택
한 파일 번호로 저장된 텍스트를 디스플레이로 불러옵니다.

저장된 텍스트 삭제

1 m을 누릅니다.

2 CLEAR가 표시될 때까지 u 또는 d를 누릅니다.

3 n을 누릅니다.

4 삭제할 텍스트를 포함하는 파일 번호가 표시될 때까지 u 또는 d를
누릅니다.

5 삭제할 파일을 선택합니다.
• 단일 파일을 삭제하려면 6단계로 건너뜁니다.
• 여러 개의 파일을 선택하려면 e를 누릅니다. 현재 파일 번호가 강조
표시됩니다. 삭제할 모든 파일이 선택될 때까지 4단계를 반복한 다음
e를 눌러 텍스트 파일을 계속 선택합니다.

• 모든 파일을 삭제하려면 g와 e를 차례로 누릅니다.

6 n을 누릅니다. "OK TO CLEAR?" 메시지 (또는 모든 파일을 선택한 경
우 "CLEAR ALL?")가 나타납니다.

7 n을 누릅니다. 선택한 파일에 저장된 텍스트가 삭제됩니다.

☞ 선택한 텍스트 파일의 다른 부분을 보려면 l 또는 r을 누르십시오.

☞ 선택한 텍스트 파일을 삭제하지 않으려면 7단계에서 n 신 b를 누
르십시오.

☞ 선택한 텍스트 파일의 다른 부분을 보려면 l 또는 r을 누르십시오.
☞ 삭제할 텍스트 파일 중에서 특정 파일을 제외하려면 해당 텍스트 파일을 표시
한 다음 e를 눌러 파일 번호가 더 이상 강조 표시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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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장치 조정

P-touch의 작동을 변경하고 조정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이 제공됩니다.

테이프 급지 및 절단 방법 선택

Cut 기능을 통해 테이프가 인쇄된 후 밖으로 급지되는 방법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Cut 기능의 설정은 
cut-pause(라벨을 절단할 수 있도록 장치가 인쇄를 중지함)와 chain printing(마지막
사본을 밖으로 급지하지 않음으로써 절단되는 것을 막아 낭비되는 테이프 양을 줄
임)의 두 가지 절단 방법의 조합으로 구성됩니다. 

Chain printing은 라벨 시작 부분에서 "테이프 낭비"를 막는 경제적인 기능입니다. 
chain printing을 사용하지 않으면 현재 세션의 첫 번째 라벨이 인쇄되기 전에 이전
인쇄 세션의 남은 부분이 절단됩니다. 하지만 chain printing을 사용하는 설정을 선
택하면 이전 세션의 마지막 라벨이 장치 안에 남아 있어(밖으로 급지되지 않음) 테
이프 낭비 없이 다음 라벨을 인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라벨이 인쇄되면 f를

눌러 라벨 체인을 급지한 다음 테이프 커터 버튼을 눌러 절단하십시오.

사용 가능한 설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 설정: 1).

1 g와 Z를 차례로 누릅니다.

2 CUT이 표시될 때까지 l 또는 r를 누릅니다.

3 원하는 설정이 표시될 때까지 u 또는 d를 누른 다음 n을 누릅니다.

1
(cut-pause, chain printing 안 함)

3
(cut-pause, chain printing)

2
(cut-pause 안 함, chain printing 
안 함)

4
(cut-pause 안 함, chain 
printing)

☞ Cut 기능을 3 또는 4로 설정하여 인쇄하면 "OK TO FEED?" 가 나타납니다. 급지
하려면 n을 누르십시오. 텍스트 입력 모드로 돌아가려면 b를 누르십
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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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플레이 명암 조정

-2에서 +2 사이로 설정을 선택하여 디스플레이를 밝거나 어둡게 만들 수 있습니다
(기본 설정: 0). 명암를 높이려면(디스플레이를 어둡게 만들려면) 높은 값을 선택합니
다. 명암를 낮추려면(디스플레이를 밝게 만들려면) 낮은 값을 선택합니다.

1 g와 Z를 차례로 누릅니다.

2 CONTRAST가 표시될 때까지 l 또는 r를 누릅니다.

3 원하는 설정이 표시될 때까지 u 또는 d를 누른 다음 n을 누릅니다.

Auto Reduction 기능 사용

Auto Reduction 기능을 사용하여, AUTO 크기 설정으로 설정된 텍스트가 지정된
라벨 길이보다 클 때 텍스트 너비(TEXT WIDTH) 또는 텍스트 크기(TEXT SIZE)
를 줄일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본 설정: TEXT SIZE).

1 g와 Z를 차례로 누릅니다.

2 AUTO REDUCTION이 표시될 때까지 l 또는 r를 누릅니다.

3 원하는 설정이 표시될 때까지 u 또는 d를 누른 다음 n을 누릅니다.

TEXT SIZE를 선택하고 텍스트를 추가할 경우 , 텍스트가 지정된 라
벨 길이에 맞도록 문자 크기가 줄어듭니다 .

TEXT WIDTH를 선택하고 텍스트를 추가할 경우 , 텍스트가 지정된 
라벨 길이에 맞도록 문자 너비가 줄어듭니다 .
단 , 문자 너비가 THIN으로 줄어든 후에는 텍스트가 지정된 라벨 길
이에 맞도록 문자 크기가 줄어듭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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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벨 길이 보정

인쇄된 라벨 길이가 Length 기능을 통해 지정한 길이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5와 +5
사이의 설정을 선택하여 인쇄 라벨 길이를 재보정할 수 있습니다 (기본 설정: 0).

1 g와 Z를 차례로 누릅니다.

2 LENGTH ADJUST가 표시될 때까지 l 또는 r를 누릅니다.

3 원하는 설정이 표시될 때까지 u 또는 d를 누른 다음 n을 누릅니다.

PERSONAL 기호 범주를 계속 업데이트할지 여부 지정

PERSONAL 기호 범주가 꽉 찰 때(ON) 또는 PERSONAL 기호 범주가 꽉 차서 기호가 더
이상 추가되지 않을 때(OFF) 이전 기호를 삭제하고 기호를 범주에 계속 추가할지 여부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기본 설정: ON).

1 g와 Z를 차례로 누릅니다.

2 SYMBOL UPDATE가 표시될 때까지 l 또는 r를 누릅니다.

3 원하는 설정이 표시될 때까지 u 또는 d를 누른 다음 n을 누릅니다.

측정 단위 변경

측정값 표시 단위를 밀리미터(mm) 또는 인치(inch)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기본
설정: mm).

1 g와 Z를 차례로 누릅니다.

2 UNITS가 표시될 때까지 l 또는 r를 누릅니다.

3 원하는 설정이 표시될 때까지 u 또는 d를 누른 다음 n을 누릅니다.

버전 정보 표시

이 기능을 사용하여 P-touch 소프트웨어와 내장 기호 세트의 버전 정보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1 g와 Z를 차례로 누릅니다.

2 VERSION INFO가 표시될 때까지 l 또는 r를 누릅니다.

3 원하는 버전 정보가 표시될 때까지 u 또는 d를 누릅니다.

4 n을 눌러 Setup 모드를 종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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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

때로 P-touch의 일부 부품을 청소해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장치를 실외나 먼지가
많은 환경에서 사용하는 경우 P-touch의 프린트 헤드와 롤러에 먼지가 쌓일 수 있
습니다. 테이프 커터를 사용할수록 접착제로 덮여있어 테이프를 절단하기가 어려
워질 수 있습니다.

프린트 헤드, 롤러 및 테이프 커터 청소

☞ 프린트 헤드, 롤러 및 테이프 커터를 청소하기 전에 o를 눌러 P-touch를 끈 다
음 배터리와 AC 어댑터를 분리하십시오.

경고

• 맨 손으로 프린트 헤드를 직접 만지지 마십시오 . 프린트 헤드가 뜨거울 수 있습니다 .

• 맨 손으로 커터 날을 직접 만지지 마십시오 .

건조한 면봉

프린트 헤드

건조한 면봉

테이프 커터 날

건조한 면봉

테이프 커터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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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프린트 헤드 및 롤러 청소
☞ 라벨 텍스트에 빈 가로줄이 나타나는 경우 장치의 프린트 헤드를 청소하십시오.
☞ 프린트 헤드 청소 카세트(TZ-CL4/TZe-CL4)(옵션)를 사용하면 보다 쉽게 프린트
헤드를 청소할 수 있습니다.

참고 - 테이프 커터 청소
☞ 테이프가 올바르게 절단되지 않는 경우 테이프 커터 날을 청소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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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컴퓨터와 함께 P-touch 사용

본 P-touch는 USB 포트가 장착되어 있어 Microsoft®  Windows®를 실행하는 컴퓨
터와 연결할 수 있습니다. 프린터를 컴퓨터와 함께 사용하려면 프린터 드라이버를
설치해야 합니다. 또한 P-touch Editor 라벨 디자인 소프트웨어도 설치해야 합니다.
동봉된 CD-ROM에는 P-touch Editor 5.0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소프트웨어는 프린
터 드라이버 및 P-touch Transfer Manager와 함께 설치됩니다.

● P-touch Editor 5.0은 추가적인 일러스트레이션 및 레이아웃 기능을 제공하
여 정교한 라벨 템플릿을 디자인하고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할 수 있도록 하는
라벨 디자인 소프트웨어입니다. 이러한 라벨 템플릿과 데이터베이스를 생성
한 후에는 P-touch로 다운로드하여 라벨 인쇄를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CD-ROM 주의 사항
● CD-ROM이 긁히지 않게 주의하십시오.

● CD-ROM을 극심한 고온 또는 저온 환경에 노출하지 마십시오.

● CD-ROM 위에 무거운 물체를 올려 놓거나 CD-ROM에 힘을 가하지 마십시오.

● CD-ROM에 포함된 소프트웨어는 구입한 기기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 등에서 사용할 경우 여러 의 PC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 P-touch를 컴퓨터와 연결하거나 켜기 전에 P-touch Editor 소프트웨어와 프린
터 드라이버를 설치해야 합니다.

☞ P-touch와 컴퓨터를 연결할 때 동봉된 USB 인터페이스 케이블만을 사용하십시오.
☞ 한 의 컴퓨터를 여러 의 P-touch 장치에 동시에 연결할 수 없습니다.
☞ USB 연결을 통해 P-touch와 컴퓨터를 연결할 수 있기는 하지만, P-touch Editor
에서 생성한 라벨 레이아웃을 응용 프로그램에서 직접 인쇄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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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요구 사항

설치하기 전에 시스템 구성이 다음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십시오.

P-touch Editor 5.0과 프린터 드라이버 설치

P-touch Editor 5.0 설치

1 PC를 시작하고 관리자 권한을 가진 사용자로 로그온합니다.

2 CD-ROM을 CD-ROM 드라이브에 삽입합니다. P-touch Setup Screen이 나타
납니다.

운영 체제 Microsoft®  Windows®  XP / Windows Vista®  / Windows®  7 / 

Windows®  8

메모리

Windows®  XP: 128 MB 이상

Windows Vista® : 512 MB 이상

Windows®  7: 1 GB(32비트) 또는 2 GB(64비트) 이상

Windows®  8: 1 GB(32비트) 또는 2 GB(64비트) 이상

하드 디스크 여유 공간 70MB 이상

인터페이스 USB 포트(USB 사양 1.1 또는 2.0 프로토콜)

모니터 SVGA 하이 컬러 그래픽 이상 지원

기타 설치용 CD-ROM 드라이브

☞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기 전에 USB 케이블을 PC에 연결하지 마십시오.

☞ 설치 절차는 PC의 운영 체제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Windows
Vista®를 예로 들어 설명합니다.

☞ P-touch Setup Screen이 나타나지 않으면 Windows 탐색기에서 내 컴퓨터 아이콘
을 두 번 클릭한 다음 PT-7600 아이콘을 두 번 클릭하십시오. 프로세스 도중에
설치를 취소하려면 [Exit]을 클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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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하는 언어를 선택하고 선호하는 설치
유형을 두 번 클릭합니다.
Standard: 모든 기능(P-touch Editor와 프
린터 드라이버)이 설치됩니다(기본값).
Custom:설치할 기능을 지정할 수 있습니
다. 고급 사용자에게 권장됩니다.

4 라이센스 계약을 주의 깊게 읽습니다. 라이센스 계약의 내용에 동의하면
[Yes]를 클릭하여 설치를 계속합니다.

5 사용자 이름과 회사 이름(필요한 경우)을 입력하고 [Next]를 클릭합니다.

6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상을 확인하고 [Next]를 클릭합니다.

7 추가할 바로 가기를 선택하거나 선택 해제하고 [Next]를 클릭합니다.

8 설정을 검토하고 [Next]를 클릭합니다. 설정을 변경하려면 [Back]을 클릭하
여 해당 창으로 돌아가서 수정합니다.

9 선택한 기능이 자동으로 설치됩니다.

프린터 드라이버 설치

프린터 드라이버의 설치 절차는 사용 중인 운영 체제에 따라 다릅니다.

- Windows®  XP의 경우(49페이지)
- Windows Vista® /Windows®  7의 경우(50페이지)

☞ 상을 수정 또는 변경하려면 [Browse]를 클릭하여 설치 경로를 선택하십시오.

☞ "Before installing the printer driver"  화 상자의 내용을 읽어본 다음 
[Yes, confirmed]를 선택하고 [OK]를 클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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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dows ® XP의 경우

1 드라이버 설치가 시작된 직후 디지털 서
명이 없다는 경고 메시지가 나타나더라
도 [Continue Anyway]를 클릭합니다.

2 메시지가 표시되면 USB 케이블을 사용하여 P-touch와 PC를 연결한 다음
g를 누른 채로 o를 눌러 P-touch를 Transfer 모드로 켭니다.

3 프린터가 감지되고 "Found New Hardware
Wizard" 가 시작됩니다. [No, not this time]
을 선택하고 [Next]을 클릭합니다. 설치 방
법을 선택하는 화 상자에서 "Install the
software automatically (Recommended)" 를
선택하고 [Next]을 클릭합니다.

P-touch USB 
포트에 연결.

PC USB 포트에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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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디지털 서명이 없다는 경고 메시지가 다
시 나타납니다. [Continue Anyway]를 클
릭하여 프린터 드라이버를 설치합니다.
프린터가 추가되었음을 알리는 메시지가
나타나면 [OK]을 클릭하여 메시지를 닫
습니다.

5 P-touch를 온라인으로 등록하라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Yes]와 [Next]를
차례로 클릭합니다. 제품 등록을 선택한 경우, 기본 인터넷 브라우저가 새
창에 실행됩니다.

6 [Finish]를 클릭하여 설치를 마칩니다. 재시작 메시지가 표시되면 PC를 다시
시작합니다.

Windows Vista ® /Windows ® 7의 경우

1 Brother에서 게시한 소프트웨어의 설치를
확인하는 메시지가 나타나면 [Install]을
클릭합니다.

2 메시지가 표시되면 USB 케이블을 사용
하여 P-touch와 PC를 연결한 다음 g를
누른 채로 o를 눌러 P-touch를 Transfer
모드로 켭니다.

3 프린터가 감지되고 드라이버가 설치됩니다.

4 P-touch를 온라인으로 등록하라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Yes]와 [Next]를
차례로 클릭합니다. 제품 등록을 선택한 경우, 기본 인터넷 브라우저가 새
창에 실행됩니다.

5 [Finish]를 클릭하여 설치를 마칩니다. 재시작 메시지가 표시되면 PC를 다시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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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touch Editor 5.0 설치 제거

P-touch Editor 5.0의 제거 절차는 사용 중인 운영 체제에 따라 다릅니다.

Ptouch Editor 설치 제거

1 Windows® XP의 경우
"제어판" 에서 "프로그램 추가 또는 제거" 로 이동합니다.
"프로그램 추가 또는 제거" 창이 나타납니다.

Windows Vista®/Windows® 7의 경우
"제어판" 에서"프로그램" 으로 이동한 다음, "프로그램 및 기능" 을 엽니다.
"프로그램 제거 또는 변경"  창이 나타납니다.

2 Windows® XP의 경우
"Brother P-touch Editor 5.0" 을 선택하고 [제거]를 클릭합니다.

Windows Vista®/Windows® 7의 경우
"Brother P-touch Editor 5.0" 을 선택하고 [제거]를 클릭합니다.
"사용자 계정 컨트롤"  화 상자가 나타나면 [계속]을 클릭합니다. 암호가
필요한 경우, 암호를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3 [확인]을 클릭합니다
소프트웨어가 컴퓨터에서 제거되면"유지 관리 완료"  화 상자가 나타납
니다. [마침]을 클릭합니다.

4 "프로그램 추가 또는 제거(XP) / 프로그램 및 기능(Windows Vista®  /
Windows®  7)"  창을 닫습니다.
P-touch Editor가 제거되었습니다.

프린터 드라이버 제거/교체

다음 단계에서 PT-XXXX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XXXX"는 해당 프린터 이름입니다.

프린터 드라이버 설치 제거

1 프린터를 끕니다.

2 Windows® XP의 경우
"시작"  버튼을 클릭하고"프린터 및 팩스"  창으로 이동합니다.
Windows Vista®의 경우
"제어판" 에서 "하드웨어 및 소리" 로 이동한 다음, "프린터" 를 엽니다.
Windows® 7의 경우
" "을 클릭하고 [장치 및 프린터]로 이동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Windows®  도움말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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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Windows® XP의 경우
"Brother PT-XXXX"를 선택하고 "파일" - "삭제"를 클릭하거나 아이콘을 마
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한 다음 [삭제]를 클릭합니다.

Windows Vista®/Windows® 7의 경우
"Brother PT-XXXX"를 선택하고 아이콘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한

다음 [삭제](Windows Vista®)/[장치 제거](Windows®  7)를 클릭합니다.

4 Windows®  XP의 경우
"파일" - "서버 속성"으로 이동합니다.
"인쇄 서버 속성" 창이 나타납니다.

Windows Vista®의 경우
"프린터" 창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서 "관리자로 실행" - "서버
속성..."을 선택합니다.
권한 확인 화 상자가 나타나면 [계속]을 클릭합니다. 
"사용자 계정 컨트롤" 화 상자가 나타나면 암호를 입력하고 [확인]을 클
릭합니다.
"인쇄 서버 속성" 창이 나타납니다.

Windows® 7의 경우
"장치 및 프린터" 창에서 "팩스" 또는 "Microsoft XPS 문서 작성기"를 선택
한 다음 메뉴 표시줄에 나타나는 "인쇄 서버 속성"을 클릭합니다. 
"인쇄 서버 속성" 창이 나타납니다.

5 Windows® XP의 경우
"장치" 탭을 클릭하고 "Brother PT-XXXX" 를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제거]
를 클릭합니다. 7단계로 이동합니다.

Windows Vista®의 경우
"장치" 탭을 클릭하고 "Brother PT-XXXX" 를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제거...]
를 클릭합니다.

Windows® 7의 경우
"장치" 탭을 클릭한 다음 "드라이버 설정 변경"을 클릭합니다.
사용자 계정 컨트롤 메시지가 나타나면 암호를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합
니다.
"Brother PT-XXXX"를 선택한 다음 [제거...]를 클릭합니다.

6 Windows Vista®/Windows® 7의 경우
"드라이버 및 드라이버 패키지 제거"를 선택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7 "인쇄 서버 속성" 창을 닫습니다.
프린터 드라이버 설치가 제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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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touch Editor 5.0 사용
P-touch Editor 5.0을 사용하면 누구든지 부분의 요구에 적합한 정교한 라벨을 쉽
게 디자인하고 인쇄할 수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라벨 샘플과 라벨 만들기, 인쇄 및 저장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P-touch 
Editor 도움말을 참조하십시오. 다음은 Windows Vista®에 관한 예입니다.

참고 - 템플릿 생성
P-touch Editor 5.0의 일부 기능은 P-touch 장치에 제공되지 않으므로, P-touch Editor 
5.0을 사용하여 템플릿을 생성할 때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십시오.

☞ P-touch 장치에서는 Helsinki 글꼴만 사용할 수 있으므로 텍스트 인쇄에 사용되는
글꼴과 P-touch Editor의 템플릿에 해 선택된 글꼴이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P-touch 장치에서는 모든 텍스트의 크기가 AUTO로 설정되므로 텍스트 크기가 자
동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라벨을 제작할 때 최상의 결과를 얻으려면 P-touch
Editor에 설치된 Helsinki 글꼴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P-touch Editor를 통해 개별 문자에 문자 스타일을 적용할 수 있지만, P-touch 장치
에서는 텍스트 줄에만 스타일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문자 스타일은
P-touch 장치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P-touch Editor와 달리 P-touch 장치는 밑줄 또는 취소선 문자를 인쇄하지 못합니다.
☞ 템플릿에 연결된 데이터베이스의 처음 999개 행만 P-touch 장치에 의해 판독됩니다.
☞ 데이터베이스 필드에 입력한 텍스트의 첫 번째 줄만 P-touch 장치에 의해 판독됩
니다. 따라서 텍스트 줄이 2줄 이상인 데이터베이스에서 인쇄하려면 각 텍스트 줄
에 한 개별 필드를 가진 템플릿 및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십시오.

☞ P-touch Editor에 제공되는 일부 문자는 P-touch 장치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P-touch 바코드 설정과 호환되지 않는 설정을 지정한 바코드는 올바르게 인쇄되지
않습니다.

☞ P-touch Editor로 생성한 템플릿의 고정 길이는 최  1 m여야 합니다.
라벨당 약 500자 이하로 인쇄되도록 템플릿과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해야 합니다.

☞ 인쇄 영역을 벗어나는 필드는 완전히 인쇄되지 않습니다.
☞ P-touch Editor에서 지정한 번호 매기기 필드는 P-touch 장치의 Numbering 기능과
호환되지 않으며 전송되지 않습니다.

☞ P-touch Editor에서 지정한 배경은 P-touch 장치와 호환되지 않습니다.
☞ P-touch Editor의 "At Printing" 설정을 사용하는 시간 및 날짜 개체는 인쇄되지 않습
니다.

☞ 인쇄된 라벨과 Transfer Manager의 Preview 영역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 데이터베이스의 필드 번호 또는 순서가 바뀌고 데이터베이스(*.csv 파일)만 전송
되어 업데이트하는 경우, 데이터베이스과 템플릿이 올바르게 연결되지 않을 수 있
습니다. 또한 전송된 파일에 포함된 데이터의 첫 번째 줄이 P-touch 장치에 의해 "
필드 이름"으로 인식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여 인쇄
할 수 없습니다.



54

☞ 분할 인쇄 기능(라벨을 확 하여 2매 이상의 라벨에 인쇄)을 사용하는 P-touch
Editor 레이아웃은 전송할 수 없습니다.

☞ 기계 작동의 차이로 인해 P-touch Editor와 P-touch 장치의 라벨 길이 설정이 서로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 P-touch Editor에서 입력한 한글은 P-touch 장치에서 올바르게 인쇄되지 않습니다.
한글을 인쇄하려면 P-touch Editor에서 한글 텍스트를 선택하고 [Properties...]를 여
십시오.

☞ 그런 다음 [Text Cannot Be Edited] 앞의 상자를 선택하십시오.

P-touch Editor 시작

1 [시작]-[모든 프로그램(프로그램)]-
[Brother P-touch]-[P-touch Editor 5.0]을 
클릭합니다.

P-touch Editor가 실행되면 [New/Open] 화 상자가 나타나고, 여기서 새 라벨 레이
아웃 만들기 또는 기존의 라벨 열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New/Open] 화 상자에서 옵션을 선택
하고 [OK]를 클릭합니다.
• 라벨 프린터 및 매체 크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Open File]를 선택하면 [Open] 화 상
자가 나타납니다. 이전에 제작하여 저
장한 파일을 선택해서 열 수 있습니다.

• [View History]를 선택하면 [History] 
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최근에 만든 라
벨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또는 다음 방법을 사용해서 P-touch
Editor를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설치 도
중 바로 가기를 만든 경우에만).
바탕 화면에서 바로 가기 아이콘을 두 번
클릭합니다.
빠른 실행 표시줄에서 바로 가기 아이콘
을 클릭합니다.

☞ P-touch Editor가 시작할 때 작동 방법을 지정하려면 [Tools]-[Options]를 클릭하
여 [Options] 화 상자를 표시하십시오. [General] 탭의 [Startup Settings]에 있는
[Operations] 목록 상자에서 설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Display
New/Open Dialog Box]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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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를 선택한 경우, 세로 쓰기 스타일 또는 가로 쓰기 스타일 중에서 원
하는 스타일을 선택합니다.

• [Select by Use]을 선택한 경우, 라벨 응용 프로그램을 기준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Help-How To]을 선택하면 P-touch Editor 도움말이 나타납니다.
도움말 파일에서는 라벨 레이아웃 만들기 방법을 단계별로 학습할 수 있
습니다.

•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에서 [Check for Updates]를 선택하면 Brother 
Solutions Center(http://solutions.brother.com)로 이동합니다. Brother 
Solutions Center에서 최신 소프트웨어 다운로드와 FAQ를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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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yout window 

Express 모드
이 모드에서는 텍스트와 이미지가 포함된 라벨을 쉽게 제작할 수 있습니다.
레이아웃 창은 다음과 같은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1Menu bar
각 메뉴 (File, Edit, View, Insert 등 ) 아래에 기능별로 명령이 분류되어 있습
니다 .

2Command bar
명령 표시줄에는 New/Open, Paper, Text, Frame, Image 등의 명령이 포함되
어 있습니다. 

3Draw/Edit toolbar
개체 선택, 텍스트 입력, 그래픽 그리기 등을 위한 도구를 제공합니다.

4Property bar
텍스트, 이미지 등을 쉽게 삽입하고 서식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5Layout window
레이아웃 창은 개체를 표시하고 편집하는 데 사용됩니다.

6Database window
연결된 데이터베이스가 표시됩니다. 

☞ [View] 메뉴를 사용하면 도구 모음과 창을 숨기거나 표시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P-touch Editor Help 참조하십시오.

1

2

4

6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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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essional 모드
이 모드에서는 템플릿 생성을 위한 전체 크기의 라벨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레이아웃 창은 다음과 같은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1Menu bar
각 메뉴 (File, Edit, View, Insert 등 ) 아래에 기능별로 명령이 분류되어 있습니다 .

2Standard toolbar
자주 사용하는 명령 그룹(New Layout, Open, Save, Print 등)이 이 도구 모음
에 제공됩니다.

3Property palette
속성 팔레트는 Print, Paper, Text 및 Layout 속성 상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팔레트의 왼쪽을 클릭하면 상자가 표시되거나 숨겨집니다.

4Draw/Edit toolbar
개체 선택, 텍스트 입력, 그래픽 그리기 등을 위한 도구를 제공합니다.

5Layout window
레이아웃 창은 개체를 표시하고 편집하는 데 사용됩니다.

6Database window
연결된 데이터베이스가 표시됩니다.

7Side bar
탭을 선택하여 텍스트, 바코드, 프레임, 표, 그림을 쉽게 삽입하고 서식을 
지정하고 개체를 정렬할 수 있습니다.

☞ [View] 메뉴를 사용하면 도구 모음, 팔레트 및 창을 숨기거나 표시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P-touch Editor 도움말을 참조하십시오.

1
2

3

4

5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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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ap 모드
이 모드에서는 화면을 캡처해서 이미지로 인쇄하거나 나중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저
장할 수 있습니다. Snap 모드를 시작하려면 아래 단계를 따르십시오.

1 [Snap Mode]를 클릭하면 Snap 모드 설명
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OK]을 클릭합

니다.

2 Snap 모드가 나타납니다.

P-touch Editor Help 시작하기

이 단원에서는 Windows용 P-touch Editor 도움말을 시작하는 방법에 해 설명합
니다. 다음은 Windows Vista®에 관한 예입니다. 

시작 버튼에서 시작하기

1 [시작]-[모든 프로그램(또는 프로그램)]-
[Brother P-touch]-[P-touch Editor 5.0]을 클
릭합니다.

☞ [Do Not Display This Dialog Again] 확인
란을 선택한 경우, 다음 번에 Snap 모드
로 직접 이동할 수 있습니다.

☞ 또는 [시작]-[모든 프로그램(프로그램)]-
[Brother P-touch]-[P-touch Editor 5.0 (Snap
Mode)]에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P-touch Editor Help 참조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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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New/Open] 화 상자에서 [Help-How
To]를 클릭합니다.

P-touch Editor에서 시작
Help 메뉴를 클릭하고 P-touch Editor Help를 선택합니다.

Snap 모드에서 시작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서 P-touch Editor Help를 선택합니다.

Express 모드 Professional 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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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말 설명 인쇄
P-touch Editor Help에 제공된 정보를 인쇄할 수 있습니다. P-touch Editor Help 정보
를 인쇄하려면 일반 프린터를 사용하면 됩니다.

1 [Contents] 탭에서 인쇄할 항목을 선택합니다.

2 표준 도구 모음에서 을 클릭합니다.

3 인쇄할 항목 범위를 선택하고 [OK]를 클
릭합니다.

4 [Printer]를 지정하고 [Print]를 클릭합니다.

컴퓨터로 (부터 ) 데이터 전송
템플릿, 데이터베이스 또는 사용자 정의 문자 이미지(P-touch에서 사용할 수 없는 
문자)를 컴퓨터로부터 전송하여 P-touch의 PF 키에 할당할 수 있습니다.

Transfer 모드로 전환

● g를 누른 채로 o를 눌러 P-touch를
Transfer 모드로 켭니다.

☞ A4와 같은 일반 용지 크기를 지원하는 일반 프린터를 선택합니다.

☞ Transfer 모드를 종료하려면 o를 눌러 P-touch를 끄십시오.
☞ 데이터 전송 중에 P-touch를 끄지 마십시오. 데이터를 잃을 수 있습니다.
☞ 배터리 또는 AC 어댑터로 P-touch를 작동하는 경우에 모두, 5분 동안 아무 키도
누르지 않거나 아무런 작업도 하지 않으면 장치가 자동으로 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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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touch Transfer Manager 및 P-touch Library 사용 방법

P-touch Transfer Manager: PT-7600은 P-touch Editor에서 생성된 템플릿을 전송할
수 있습니다. 또한 P-touch의 라벨 템플릿 데이터를 컴퓨터에 백업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P-touch Library: 이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컴퓨터에 있는 P-touch 라벨 템플
릿과 기타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P-touch Transfer Manager 시작

1 [시작] 버튼을 클릭한 다음 [모든 프로그램(프로그램)] - [Brother P-touch] - 
[P-touch Tools] - [P-touch Transfer Manager 2.1]을 선택합니다. 
P-touch Transfer Manager가 시작됩니다.

☞ USB 연결을 통해 PT-7600과 컴퓨터를 연결할 수는 있지만, P-touch Editor에서
생성한 라벨 레이아웃을 응용 프로그램에서 직접 인쇄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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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아웃 창

1Menu
각 메뉴 (File, Edit, View, Tool, Help 등 )에 기능별로 명령이 분류되어 있습니다 .

2Toolbar
자주 사용하는 명령의 아이콘으로, 아이콘을 클릭해서 해당 명령에 액세스
할 수 있습니다.

3Selecting the printer model (P-touch Transfer Manager만 해당)
데이터를 전송할 프린터 모델을 선택합니다. 프린터를 선택하면 목록 보기
에 선택한 프린터로 전송 가능한 데이터만 표시됩니다.

4Folder view
폴더 목록을 표시합니다. 폴더를 선택하면 선택한 폴더의 데이터가 오른쪽
의 목록 보기에 표시됩니다.

5List view
선택한 폴더의 데이터가 표시됩니다.

6Preview
목록 보기에서 선택한 라벨 템플릿이 미리 보기로 표시됩니다.

1

2

4

3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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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 설명

PC로부터 라벨 템플릿 전송

1 데이터를 전송할 상 P-touch를 선택합
니다.

2 [Configurations] 폴더를 마우스 오른쪽 버
튼으로 클릭한 다음 [New]를 선택하고 새
폴더를 생성합니다.
여기의 예에서는 "Transfer" 폴더를 생성
했습니다.

아이콘 버튼 이름 기능

전송
(P-touch Transfer 
Manager만 해당)

PC에 있는 라벨 템플릿과 기타 데이터를 P-touch
로 전송합니다(USB 인터페이스 케이블이 연결된
경우).

백업
(P-touch Transfer 
Manager만 해당)

P-touch Transfer Manager를 사용하여 P-touch로 전
송한 데이터를 백업합니다.

Open 선택한 데이터를 편집합니다.

Search P-touch Library에서 관리되는 데이터를 검색합니다.

Display Style 파일 표시 형식을 변경합니다.

☞ P-touch가 Transfer 모드에 있는지 확인하
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Transfer 모드로
전환 페이지 60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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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송 데이터를 생성된 폴더로 끌어서 이
동합니다.
Filter 아래의 All contents, Layouts 또는 기
타 폴더에서 전송 데이터를 끌어서 이동
합니다.
여러 세트의 데이터를 전송할 경우, 모든
전송 데이터를 생성된 폴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4 이전 단계에서 생성한 폴더에 있는 전송
데이터에 Key Assign 번호가 자동으로 할
당됩니다.
번호를 변경하려면 목록 보기에서 데이
터 이름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
한 다음 Key Assign 번호를 선택합니다.

5 전송할 데이터 또는 폴더를 선택한 다음
를 클릭합니다.

전송 확인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 Key Assign은 메시지 텍스트 이외에 데
이터 전송 시 필요한 요소입니다.

☞ P-touch로 이미 전송된 데이터에 사용된
Key Assign 번호를 변경하면 해당 데이
터를 덮어쓰게 됩니다. 라벨 템플릿 백
업 페이지 69에 설명된 로 데이터를 백
업하여, P-touch로 이미 전송된 데이터에
사용된 Key Assign 번호를 확인할 수 있
습니다.

☞ 전송 데이터의 데이터 이름을 클릭해서
새 이름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름은
15자로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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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OK]을 클릭합니다.
폴더 보기에서 선택한 폴더의 데이터가
P-touch로 전송됩니다.

텍스트에 사용자 정의 문자 이미지 추가

사용자 정의 문자 이미지( 개 P-touch에서 사용할 수 없는 비트맵 문자)를 PF 키
에 할당하면 P-touch에서 제작한 라벨에 해당 문자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 g와 해당 PF 키를 차례로 누릅니다.
커서 위치의 텍스트에 문자가 추가됩
니다.

템플릿 데이터 사용

P-touch Editor(*.lbx 파일)로 생성한 라벨 레이아웃을 P-touch로 전송하여 라벨 인
쇄를 위한 템플릿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의 텍스트를 사용하거나
텍스트를 직접 입력하여 템플릿을 인쇄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P-touch Editor 5.0로 생성한 *.mdb 파일 또는 *.csv 파일)를 P-touch로
전송할 때 데이터베이스에 연결된 템플릿을 사용하거나 새 템플릿을 사용하여 선
택한 레코드의 데이터를 라벨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를
검색하여 특정 레코드를 찾을 수 있습니다.

☞ 목록 보기에서 특정 데이터를 선택한
경우, 선택한 데이터만 P-touch로 전송
됩니다.

☞ 단색 비트맵(*.bmp) 파일만 P-touch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 위에 설명된 사양으로 고해상도 파일을 파일에서 잘라낼 수 있습니다.
☞ 다운로드한 이미지는 사용 중인 테이프 너비에 맞도록 크기가 자동 조정됩니다.

☞ P-touch는 데이터베이스를 한 번에 하나만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단, 데이터베이
스를 체하거나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1: ABC IMPORT/EX
R

R

---- -- 1 NORMAL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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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베이스에 연결되지 않은 템플릿 사용
데이터베이스에 연결되지 않은 템플릿을 사용하는 방법은 사전 설정된 자동 서식
템플릿을 사용하는 방법과 같습니다. 자동 서식 템플릿 사용에 한 자세한 내용
은 사전 서식 지정된 자동 서식 템플릿 사용 페이지 33을 참조하십시오.

데이터베이스에 연결된 템플릿 사용
템플릿과 연결된 데이터베이스의 단일 레코드 또는 특정 범위의 레코드를 인쇄할
수 있습니다.

1 g를 누른 다음 사용할 템플릿이 할당된 PF 키를 누릅니다.

2 n을 누릅니다. 데이터베이스 데이터가 표시됩니다.

템플릿에 인쇄할 단일 데이터베이스 레코드를 선택하려면 :

3 u 또는 d를 눌러 원하는 레코
드를 강조 표시한 다음 n을 누
릅니다.

4 레코드의 텍스트를 편집하려면 u
또는 d를 눌러 텍스트를 표시한 다음 새 텍스트를 입력합니다.

5 p를 누릅니다.

템플릿에 인쇄할 특정 범위의 데이터베이스 레코드를 선택하려면 :

3 u 또는 d를 눌러 레코드를 강조 표시한 다음 n을 누릅니다.

4 g와 a를 차례로 누릅니다. "CLEAR TEXT & PRINT DATABASE?"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5 n을 누릅니다.

6 RECORD NO.가 표시될 때까지 l 또는 r을 누른 다음 원하는 레코드
범위를 지정합니다.

7 n(또는 p)을 누릅니다. Print Option 메뉴에 CONFIRM이 나타납니다.

8 n(또는 p)을 눌러 지정한 레코드 범위를 사용하여 라벨 인쇄를 시작
합니다.

NO.:[Part Nam]
1:AC 어댑터

R

 

NO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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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된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사용

P-touch Editor 5.0으로 생성한 *.mdb 데이터베이스 또는 *.csv 파일로 변환된 데이터
베이스를 P-touch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를 템플릿과 함께 사
용하거나, 템플릿을 사용하지 않고 P-touch에서 제작한 라벨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라벨에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추가

1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를 추가할 텍스트 위치로 커서를 이동합니다.

2 g와 i를 차례로 누릅니다.

3 원하는 데이터를 포함하는 레코드가 표시될 때까지 u 또는 d를 누릅니다.

4 원하는 데이터가 깜박일 때까지 l 또는 r을 누릅니다.

5 n을 누릅니다. 선택한 데이터가 라벨 텍스트에 추가됩니다.

☞ Cut 기능을 1 또는 3으로 설정하면 각 라벨이 인쇄된 후 "CUT TAPE TO
CONTINUE"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테이프 커터 버튼을 눌러 라벨을 절단하고
인쇄를 계속하십시오.

☞ 메시지가 나타난 후 5분 내에 테이프를 절단해야 합니다.
☞ 테이프 절단에 사용 가능한 다른 옵션은 테이프 급지 및 절단 방법 선택 페이
지 41을 참조하십시오.

☞ 위의 2 단계에서 데이터베이스 데이터가 표시된 동안 특정 레코드를 검색하
려면 데이터베이스 검색 페이지 69을 참조하십시오.

☞ 3단계에서 선택한 레코드의 다른 필드를 보려면 l 또는 r을 누르십시오.

☞ 단일 데이터베이스 레코드 인쇄를 위한 절차 중 4단계에 설명된 로 데이터
를 편집할 때 데이터베이스가 변경되지 않은 채로 유지됩니다. 특정 범위의 데
이터베이스 레코드를 인쇄할 때는 텍스트를 편집할 수 없습니다.

☞ 추가 Print Option 기능의 설정을 지정하려면 8단계를 진행하지 말고 Print

Option 메뉴에 CONTINUE가 표시될 때까지 u 또는 d를 누른 다음

n을 누르십시오. 라벨을 여러 장 인쇄 페이지 35와 미러 라벨 인쇄 페이

지 38를 참조하십시오.

☞ 템플릿 사용을 마치려면 마지막 필드를 표시한 다음 n을 누르십시오. 템플릿

메뉴가 나타납니다. FINISH가 나타날 때까지 u 또는 d를 누른 다음 n
을 누릅니다.

☞ 많은 양의 데이터를 한 번에 인쇄하려고 하면 일부 라벨이 빈 채로 출력될 수 있
습니다. 예를 들어 50개 레코드를 인쇄할 때 한 번에 인쇄 가능한 최  문자 수
는 약 200개로 제한됩니다.

☞ 특정 레코드를 검색하려면 데이터베이스 검색 페이지 69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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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벨 유형 모드에서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사용
이 기능을 통해 인쇄할 데이터베이스 필드의 범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a를 누른 다음 2장에 설명된 대로 라벨 유형 모드를 선택합니다.

2 g와 a를 차례로 누릅니다. "CLEAR TEXT & PRINT DATABASE?"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3 n을 누릅니다.

4 RECORD NO.가 표시될 때까지 l 또는 r을 누른 다음 원하는 레코드
범위를 지정합니다.

5 FIELD NO.가 표시될 때까지 l 또는 r을 누른 다음 원하는 레코드 필
드 범위를 지정합니다.

6 n(또는 p)을 누릅니다. Print Option 메뉴에 CONFIRM이 나타납니다.

7 n(또는 p)을 눌러 지정한 레코드 범위를 사용하여 라벨 인쇄를 시작
합니다.

☞ 라벨 텍스트를 입력했으면 g와 a를 차례로 누를 때 TEXT PRINT 또는
DATA PRINT를 선택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이 때 DATA PRINT를 선택
합니다. TEXT PRINT를 선택하면 라벨을 여러 장 인쇄하기 위한 특수 인쇄 기
능(35페이지 참조), 넘버링인쇄와 함께 여러 장 인쇄(36페이지 참조), 특정 범위
의 텍스트 블록 인쇄(37페이지 참조), 라벨 텍스트를 미러 이미지로 인쇄(38페
이지 참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추가 Print Option 기능의 설정을 지정하려면 7단계를 진행하지 말고 Print

Option 메뉴에 CONTINUE가 표시될 때까지 u 또는 d를 누른 다음

n을 누르십시오. 라벨을 여러 장 인쇄 페이지 35와 미러 라벨 인쇄 페이

지 38를 참조하십시오.

☞ 많은 양의 데이터를 한 번에 인쇄하려고 하면 일부 라벨이 빈 채로 출력될 수 있
습니다. 예를 들어 50개 레코드를 인쇄할 때 한 번에 인쇄 가능한 최대 문자 수
는 약 200개로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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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베이스 검색
템플릿에 사용할 데이터베이스 레코드를 선택할 때 또는 데이터를 라벨에 추가할 
데이터베이스 레코드를 선택할 때 데이터베이스에서 특정 문자가 포함된 레코드
나 특정 번호의 레코드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에서 특정 문자가 포함된 레코드를 검색하려면 :

1 검색 화면이 표시될 때까지 g 또는 
e를 누릅니다.

2 검색할 문자를 입력합니다.

3 n을 누릅니다. 현재 선택된 레
코드 이후에 입력한 문자가 포함된 첫 번째 레코드가 나타납니다.

특정 번호의 레코드를 표시하려면 :

1 이동 화면이 표시될 때까지 g 또는 
e를 누릅니다.

2 원하는 레코드 번호가 표시될 때까지
u 또는 d를 누르거나 숫자 키를
사용하여 원하는 번호를 입력합니다.

3 n을 누릅니다. 특정 번호의 레코드가 나타납니다.

라벨 템플릿 백업

이 기능은 P-touch의 라벨 템플릿과 기타 데이터를 PC로 전송합니다.

1 USB 케이블을 사용하여 P-touch와 PC를 연결하고 프린터 전원을 켭니다.
폴더 보기에 P-touch 모델 이름이 표시됩니다.
폴더 보기에서 P-touch 모델을 선택하면 PC로 전송되는 현재 데이터가 표시
됩니다.

☞ USB 케이블을 연결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백업한 데이터를 PC에서 편집할 수 없습니다.
☞ 데이터를 처음 백업한 프린터와 사양이 다른 프린터로는 백업 데이터를 전송하
지 못할 수 있습니다.

SEARCH CHARA.
[ ]
R

 

JUMP RECORD NO.
1

R

 

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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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백업할 P-touch를 선택한 다음 을 클
릭합니다.
백업 확인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3 [OK]을 클릭합니다.
P-touch 폴더 안에 현재 날짜가 포함된 이
름의 새 폴더가 생성되고, P-touch의 모든
데이터가 새 폴더로 전송됩니다.

P-touch의 모든 데이터 삭제

1 케이블을 사용하여 PC와 P-touch를 연결하고 장치 전원을 켭니다. 
폴더 보기에 P-touch 모델 이름이 표시됩니다.

2 P-touch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
한 다음 [All Delete]을 선택합니다.
확인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3 [OK]을 클릭합니다.
P-touch의 모든 데이터가 지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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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touch Library 시작

P-touch Library를 시작하고 라벨을 편집 및 인쇄할 수 있습니다.

1 [시작] 버튼을 클릭한 다음 [모든 프로그램(프로그램)] - [Brother P-touch] - 
[P-touch Tools] - [P-touch Library 2.1]을 선택합니다.
P-touch Library가 시작됩니다.

데이터 열기 및 편집

1 편집할 데이터를 선택한 다음 를 클
릭합니다.
데이터와 연결된 응용 프로그램이 열리
면 데이터를 편집할 수 있습니다.

라벨 검색

P-touch Library에 등록된 라벨 템플릿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1 을 클릭합니다.

[Search] 화 상자가 표시됩니다.

☞ 실행되는 응용 프로그램은 데이터에 따
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P-touch 템플릿의
경우 P-touch Editor가 실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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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색 조건으로 사용할 항목을 선택하고 검색 항목을 설정합니다.
설정 가능한 검색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3 [Search Results]를 클릭합니다.
검색이 시작되고 검색 결과가 표시됩니다.

설정 세부 정보

Multiple Parameters
이는 여러 개의 검색 항목을 결합하는 방법을 설정합니다. AND를 선택
하면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항목에 해 파일이 검색됩니다. OR를 선택
하면 조건 중 하나라도 만족하는 항목에 해 파일이 검색됩니다.

Name 검색할 데이터 이름을 입력합니다.

Type 검색할 데이터 유형을 선택합니다.

Size 검색할 데이터 크기를 설정합니다.

Date 검색할 데이터가 마지막으로 수정된 날짜와 시간을 설정합니다.

☞ Search Results 폴더 보기에서 검색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All contents 폴더 또는 해당 목록 보기로 항목을 끌어서 놓는 방식으로 P-touch

Library에 데이터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P-touch Editor로 생성한 라벨 템플릿을
P-touch Library에 자동으로 등록하려면 다음 방법을 사용하십시오.
1. P-touch Editor 메뉴에서 [Tools] - [Options]를 선택합니다.
2. [Options] 화 상자의 [General] 탭에서 [Registration Settings]를 클릭합니다.
3. P-touch Editor로 생성한 라벨 템플릿의 등록 시기를 선택한 다음 [OK]를 클릭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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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touch 재설정
저장된 라벨 파일을 모두 지우려고 할 때나 P-touch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 
P-touch의 내장 메모리를 재설정할 수 있습니다.

1 장치를 끈 다음 g와 R를 누른 채로 o를 눌러 장치를 다시 켭니다.

2 g와 R를 놓습니다.
P-touch가 켜지고 내장 메모리가 재설정됩니다.

문제 해결

☞ 다른 키를 놓기 전에 o를 놓으십시오.

☞ P-touch를 재설정하면 모든 텍스트, 서식 설정, 옵션 설정 및 저장된 라벨 파일이 
지워집니다. 또한 언어 및 단위 설정도 지워집니다.

문제 원인 해결방법

화면이 '잠기거나' P-touch
가 제대로 응답하지 않습
니다.

73페이지의 P-touch 재설정을
참조하여 내장 메모리를 초기 설
정으로 재설정하십시오. P-touch
를 재설정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10분 이상 AC 어댑터와
배터리를 분리하십시오.

전원을 켠 후 디스플레이
에 아무 것도 표시되지 않
습니다.

AC 어댑터가 올바르게 연결되어
있습니까?

P-touch 전용 AC 어댑터가 올바
르게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하십
시오.

올바른 AC 어댑터를 사용하고 있
습니까?

(패키지에 포함된) P-touch 전용
AC 어댑터를 사용 중인지 확인하
십시오.

배터리가 올바르게 장착되어 있
습니까?

배터리를 분리했다가 다시 장착
하십시오.

충전 배터리 팩이 충분히 충전되
어 있습니까?

충전 배터리 팩의 충전량이 부족
한 것일 수 있습니다. 충전 배터
리 팩을 충전하십시오. P-touch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도 충전 배터
리 팩의 충전량이 줄어들 수 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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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를 누른 후 라벨이 인

쇄되지 않습니다.

텍스트를 입력했습니까?
텍스트를 입력하지 않으면 라벨
이 인쇄되지 않습니다.

테이프 카세트가 올바르게 설치
되고 충분한 양의 테이프가 남아
있습니까?

테이프 카세트가 올바르게 설치
되고 충분한 양의 테이프가 남아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테이프의 끝부분이 구부러져 있
습니까?

구부러져 있는 경우, 테이프의 구
부러진 부분을 가위로 자르고 테
이프 출구 슬롯에 테이프를 올바
르게 급지하십시오.

테이프가 걸렸습니까?

걸린 경우, 테이프 카세트를 분리
하고 걸린 테이프를 조심해서 빼
낸 후 가위로 테이프를 자르십시
오. 테이프의 끝부분이 테이프 가
이드를 통과하는지 확인하고 테
이프 카세트를 재설치하십시오.

테이프 함 커버가 열려 있습니까?
열려 있는 경우, 테이프 함 커버
를 올바르게 닫으십시오.

LCD 메시지가 외국어로
표시됩니다.

언어가 올바르게 설정되어 있습
니까?

언어 변경 페이지 11을 참조하
여 원하는 LCD 메시지 언어를 선
택하십시오.

라벨이 올바르게 인쇄되
지 않습니다.

테이프 카세트가 올바르게 설치
되어 있습니까?

카세트를 설치할 때 딸각 소리가
나며 제자리에 위치할 때까지 세
게 누르십시오.

프린트 헤드 상태가 깨끗합니까?

깨끗하지 않으면 면봉이나 프린
트 헤드 청소 카세트(TZ-CL4/
TZe-CL4)(옵션)를 사용하여 프린
트 헤드를 청소하십시오.

충전 배터리 팩이 충분히 충전되
어 있습니까?

배터리 표시가 켜지면 충전 배터
리 팩을 충전하십시오.

잉크 리본이 잉크 롤러에
서 분리되었습니다.

테이프 카세트의 잉크 리본이 느
슨합니까?또는 테이프 출구 슬롯
을 통해 나오는 라벨을 잡아당겼
습니까?

잉크 리본이 파손된 경우 테이프
카세트를 교체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테이프를 절단하지 않은
상태로 두고 테이프 카세트를 분
리한 다음 그림과 같이 느슨한 잉
크 리본을 스풀에 감으십시오.

문제 원인 해결방법

스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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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 메시지 목록

라벨을 인쇄할 때 P-touch
가 중지됩니다.

테이프 카세트에 충분한 양의 테
이프가 남아 있습니까?

테이프에 줄무늬가 표시되는 경
우 테이프 끝부분에 도달한 것입
니다. 이런 경우에는 테이프 카세
트를 교체하십시오.

배터리가 약하고 AC 어댑터가 분
리되어 있습니까?

모든 배터리를 교체하거나 AC 어
댑터를 P-touch에 직접 연결하십
시오.

이전에 저장한 라벨 파일
이 현재 비어 있습니다.

배터리와 AC 어댑터를 분리한 적
이 있습니까?

배터리와 AC 어댑터를 2분 이상
분리하면 내장 메모리에 저장된
모든 파일을 모두 잃게 됩니다.

배터리 전원이 충분히 남아 있습
니까?

배터리가 고갈되거나 AC 어댑터
를 분리하면 내장 메모리에 저장
된 데이터를 모두 잃게 됩니다.

재설정 기능을 사용한 적이 있습
니까?

재설정 기능을 사용하면 라벨 파
일을 포함하여 내장 메모리에 저
장된 모든 데이터가 지워집니다.

오류 메시지 원인 해결방법

1 BLOCK LIMIT!

• PANEL1 라벨 유형 모드
를 선택하고 여러 개의 텍

스트 블록을 입력한 상태

에서 Numbering 기능을 사

용하려고 하면 이 메시지

가 나타납니다.

• Numbering 기능을 취소하
십시오.

• 텍스트 블록 수를 1개로 제

한하십시오.

CHECK # OF
DIGITS ENTERED!

• 바코드 데이터로 최소 한

자리수 미만을 입력하면
이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 n을 누르기 전에 최

소 한 자리수를 입력하십

시오.

• 바코드 데이터에 필요한

자리수를 입력하지 않으면

이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 올바른 자리수를 입력하거

나 바코드 프로토콜을 변

경하십시오.

50 LINE LIMIT
REACHED!

• 50줄을 이미 입력한 상태

에서 g와 n을 차

례로 누르면 이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 줄 수를 50줄로 제한하십

시오.

문제 원인 해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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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LINE LIMIT!

• 텍스트 블록에 7줄을 이미

입력한 상태에서 n
을 누르면 이 메시지가 나

타납니다.

• 텍스트 블록의 줄 수를 7줄

로 제한하십시오.

• 를 삭제하여 블록 내 줄

수가 7줄 제한을 초과하면

이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 블록 내 줄 수가 7줄 이하

가 되도록 줄 수를 조정하

십시오.

BUFFER EMPTY!

• 아무 텍스트도 입력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쇄하려고

하거나 Preview 기능을 사

용하려고 하면 이 메시지

가 나타납니다.

• 이들 조작을 수행하기 전

에 텍스트를 입력하십시오.

BUFFER FULL!

• 최대 수의 문자를 이미 입

력한 상태에서 문자, 공백,

새 줄, 새 블록, 기호, 악센

트 부호 문자 또는 바코드

를 추가하려고 하면 이 메

시지가 나타납니다.

• 항목을 추가하기 전에 기

존 텍스트를 삭제하십시오.

TAPE CASSETTE 
CHANGED!

• 테이프 절단을 위해 P-touch

가 일시 중지된 동안 테이

프 카세트를 교체하면 이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 원래 테이프 카세트로 다

시 교체하십시오.

CHECK 
BATTERIES!

• 새 배터리와 기존 배터리

의 조합, 서로 다른 종류(알

칼리와 Ni-MH), 제조업체

또는 모델의 배터리 조합,

충전 배터리와 비충전 배

터리의 조합을 장착하면

이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 같은 종류의 새 AA 배터리

6개로 배터리를 교체하십

시오.

• 충전 배터리가 장착된 경

우 모든 배터리를 충전하

십시오.

CHECK SETTING IN
LABEL TYPE MODE!

• 라벨 길이나 프레임이 사

전 설정된 라벨 유형 모드

를 이미 선택한 상태에서

Length 기능 또는 Frame 기

능의 설정을 변경하려고

하면 이 메시지가 나타납

니다.

• 다른 라벨 유형 모드를 선

택하십시오.

오류 메시지 원인 해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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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TTER ERROR!

• 테이프 커터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p를 누르거나

테이프를 급지하면 이 메

시지가 나타납니다.

• 테이프 커터 버튼을 놓으

십시오. p를 누른 경우,

f를 눌러 인쇄된 테이

프를 밖으로 급지하십시오.

•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서비스 담당자에게 문의하

십시오.

EXCEEDS PRINT
COPY LIMIT!

• Print Option 기능에서

1,000장 이상을 선택하면

이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 매수와 순차 라벨 수를 합

친 값이 1,000장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1,000장 미만을 선택하십

시오.

IMAGE CHARACTER
SIZE ERROR!

• Vertical 라벨 유형 모드를

선택한 상태에서 가로 길

이가 긴 사용자 정의 문자

이미지를 입력하면 이 메

시지가 나타납니다.

• 라벨 유형 모드를 변경하

거나 세로 길이가 긴 사용

자 정의 문자 이미지를 사

용하십시오.

INPUT ABCD AT
BEGIN & END!

• CODABAR 프로토콜을 선

택하고 바코드 데이터의

시작 및 끝 부분에 A와 D

사이의 문자를 입력하지

않으면 이 메시지가 나타

납니다.

• 바코드 데이터의 시작 및

끝 부분에 A와 D 사이의

문자를 입력하십시오.

LENGTH LIMIT!

• 텍스트 길이가 1 m 제한을

초과할 때 인쇄하려고 하

거나 Preview 기능을 사용

하려고 하면 이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 일부 텍스트를 삭제하십

시오.

18 mm 테이프에서 :
LINE LIMIT!

5 LINES MAXIMUM

12 mm 테이프에서 :
LINE LIMIT!

3 LINES MAXIMUM

9 mm 및 6 mm 테이프에서 :
LINE LIMIT!

2 LINES MAXIMUM

• 텍스트 줄 수가 설치된 테

이프에 가능한 최대 줄 수
를 초과할 때 인쇄하려고

하거나 Preview 기능을 사

용하려고 하면 이 메시지

가 나타납니다. 

• 줄 수를 줄이거나 너비가

넓은 테이프를 설치하십
시오.

오류 메시지 원인 해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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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ORY FULL!

• 약 2,000자를 메모리에 이

미 저장한 상태에서 텍스트

파일을 저장하려고 하면 이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 원치 않는 파일을 삭제하

여 새 파일을 위한 공간을

확보하십시오.

NO DATABASE OR
INCORRECT FORMAT

• P-touch로 데이터베이스를

다운로드하지 않은 상태에

서 g와 i를 차례로

누르면 이 메시지가 나타

납니다.

• 데이터베이스를 다운로드

하십시오.

NO FILES!

• 메모리에 파일을 저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파일을 불

러오려고 하거나 삭제하려

고 하면 이 메시지가 나타

납니다.

• 텍스트 파일을 불러오거나

삭제하기 전에 파일을 저

장하십시오.

RECORD NOT
FOUND!

• 지정한 텍스트 또는 레코

드 번호가 데이터베이스에

없을 때 이 메시지가 나타

납니다.

• 다른 텍스트 또는 레코드

번호를 검색하십시오.

SET 24mm!

• 24 mm 너비의 테이프 카세

트가 설치되지 않은 상태

에서 24 mm 너비의 테이프

에 대해 생성된 자동 서식

템플릿을 인쇄하면 이 메

• 24 mm 너비의 테이프 카세

트를 설치하십시오.

SET 18mm!

• 18 mm 너비의 테이프 카세

트가 설치되지 않은 상태

에서 18 mm 너비의 테이프

에 대해 생성된 자동 서식

템플릿을 인쇄하면 이 메

시지가 나타납니다.

• 18 mm 너비의 테이프 카세

트를 설치하십시오.

SET 12mm!

• 12 mm 너비의 테이프 카세

트가 설치되지 않은 상태

에서 12 mm 너비의 테이프

에 대해 생성된 자동 서식

템플릿을 인쇄하면 이 메

시지가 나타납니다.

• 12 mm 너비의 테이프 카세

트를 설치하십시오.

오류 메시지 원인 해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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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mm 너비의 테이프 카세

트가 설치되지 않은 상태

에서 9 mm 너비의 테이프

에 대해 생성된 자동 서식

템플릿을 인쇄하면 이 메

시지가 나타납니다.

• 9 mm 너비의 테이프 카세

트를 설치하십시오.

SET 6mm!

• 6 mm 너비의 테이프 카세
트가 설치되지 않은 상태

에서 6 mm 너비의 테이프

에 대해 생성된 자동 서식

템플릿을 인쇄하면 이 메

시지가 나타납니다.

• 6 mm 너비의 테이프 카세
트를 설치하십시오.

INSERT
TAPE CASSETTE!

• 테이프 카세트를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테이프를
급지하려고 하거나 인쇄하

려고 하거나 Preview 기능

을 사용하려고 하면 이 메

시지가 나타납니다.

• 테이프 카세트를 설치한

후 다시 시도하십시오.

TEXT TOO HIGH!
XX BLOCK

• 텍스트 크기가 설치된 테

이프의 너비보다 큰 경우

이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 문자 크기를 줄이거나, 너

비가 넓은 테이프를 설치

하거나, AUTO 텍스트 크
기 설정을 선택하십시오.

TEXT TOO LONG!

• 텍스트 길이가 Length 기

능을 통해 설정된 라벨 길

이보다 길면 이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 A를 누른 다음 보다 긴

라벨 길이를 선택하십시오.

TEXT TOO LONG!
XX BLOCK

• 지정한 블록 길이보다 긴

라벨을 인쇄하려고 하면

이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 보다 긴 블록 길이를 선택

하십시오.

오류 메시지 원인 해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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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UE OUT OF 
RANGE!

• Margin, Length 및 Block
Length 기능을 설정할 때

입력한 값이 허용 범위 내

에 있지 않을 때 이 메시지

가 나타납니다.

• 지정한 문자가 데이터베이

스에 없을 때 이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 인쇄할 블록, 레코드 또는

필드의 값이 허용 범위 내

에 있지 않을 때 이 메시지

가 나타납니다.

• 허용 범위 이내의 값을 입

력하십시오.

BAR CODE
TOO LONG!

• 바코드 길이가 22 cm를 초

과할 때 p를 누르면 이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 바코드 너비를 줄이십시오.

OK TO REDUCE 
THE BLOCK NO.?

• PANEL2 라벨 유형 모드를

선택한 상태에서 원하는

블록 수가 텍스트 모드의

수보다 작으면 수가 줄어

들고 이 메시지가 나타납

니다.

• n을 눌러 줄이십시

오. b를 눌러 블록 수

보다 많거나 같게 설정하

십시오.

BLOCK NO. CHANGE
CLEAR TEXT?

• 다른 라벨 유형 모드에서

PANEL2 라벨 유형 모드로

변경할 때 현재 블록 번호

가 이전에 사용한 블록 번

호와 다르면 이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 n을 눌러 PANEL2

라벨 유형 모드를 사용하

십시오.

모든 텍스트가 지워집니다.

• b를 눌러 다른 라벨

유형 모드를 선택하십시오.

오류 메시지 원인 해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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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 사양

본체

항목 사양

입력 장치 키보드 (56키 )

디스플레이

LCD 16자 x 2줄 (132도트 x 48도트 )
* 줄 표시와 15자 = 16자

LCD 명암 5레벨 (+2, +1, 0, -1, -2)

백라이트 예

인쇄

인쇄 방법 감열 프린터

프린트 헤드 128 도트 /180 dpi

인쇄 높이 최대 18.1 mm(24 mm 테이프 사용 시 )

인쇄 속도 10 mm/초

테이프 카세트 표준 TZ/TZe 테이프 카세트 (6, 9, 12, 18, 24 mm 너비 )

테이프 커터 수동

줄 수 24 mm 테이프 : 1 ~ 7줄 , 18 mm 테이프 : 1 ~ 5줄 , 
12 mm 테이프 : 1 ~ 3줄 , 9 mm 테이프 : 1 ~ 2줄 , 
6 mm 테이프 : 1 ~ 2줄

인쇄 방향 가로 , 세로

연속 인쇄 1 ~ 99개 라벨

번호 매기기 인쇄 1 ~ 99개 라벨

인쇄 미리 보기 예

문자

내장 문자 세트 총 373자 (영숫자 62, 기호 164, 악센트 부호 문자 
147.)

텍스트 버퍼 최대 512자

글꼴 Helsinki

문자 크기 자동 , 48 pt, 36 pt, 24 pt, 18 pt, 12 pt, 9 pt, 6 pt

문자 스타일 일반 , 굵게 , 윤곽선 , 기울임꼴 , 기울임꼴 굵게 , 기울
임꼴 윤곽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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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 너비 일반 , 좁게 , 매우 좁게 , 넓게

텍스트 맞춤 왼쪽 , 가운데 , 오른쪽 , 양쪽

메모리

메모리 크기 최대 2,000자

기타 기능

프레임 프레임 패턴 15개

자동 서식 템플릿 : 10

PC 인터페이스 예 (전송만 )

전송 기능 템플릿과 이미지 문자 다운로드 (최대 10)
데이터베이스 다운로드 x1

라벨 유형 Normal, Vertical, Rotate, Rotate & Repeat, Port, 
Panel1, Panel2, Flag

전원 공급

전원 공급 AC 어댑터 (AD-18ES-K)
AA 크기 알칼리 배터리 (LR6) 6개
AA 크기 충전 배터리 6개
Ni-MH 충전 배터리 팩 (BA-7000)

자동 전원 차단 5분

크기

치수 134 mm (W) x 235 mm (D) x 78 mm (H)

무게 635 g(테이프 카세트와 배터리 제외 )

기타

작동 온도 /습도 10 ~ 35°C/20 ~ 80% 습도 (비응축 )

항목 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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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동 환경: Windows®

부속품

● 소모품
테이프 카세트는 가까운 공인 대리점에 구하실 수 있습니다. 
본 장치에는 Brother TZ/TZe 테이프만 사용하십시오. Brother는 승인되지
않은 소모품을 사용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표시가 없는 테이프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테이프 공급은 국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항목 사양

OS Microsoft ® Windows ® XP/Windows Vista ® 

Windows ® 7/ Windows®  8

메모리 Windows ® XP: 128 MB 이상

Windows Vista® : 512 MB 이상

Windows ® 7: 1 GB(32비트 ) 또는 2 GB(64비트 ) 이상

Windows ® 8: 1 GB(32비트 ) 또는 2 GB(64비트 ) 이상

하드 디스크 70MB 이상 필요

모니터 SVGA 하이 컬러 그래픽 이상 지원

인터페이스 USB 포트 (USB 사양 1.1 또는 2.0 프로토콜 )

기타 설치용 CD-ROM 드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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