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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벨라이터 PRIFIA OK310을 구입하여 주셔서 단히 감사합니다.

이 책은 PRIFIA OK310의 사용법에 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사용전에 반드시 읽어 주십시오.

사용 설명서에는 조작 방법 이외에도 사용상의 주의, 잘 활용하기 위한 힌트 등 도움이 되는 정보

가 들어 있습니다. 항상 옆에 두고 이용하여 주십시요.

PRIFIA OK310과 함께 이 책을 항상 애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제품의 보증서가 동봉되어 있습니다. 보증서는 반드시「 리점 명」「구입일」등이 기입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시고 판매점으로 부터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 이 장치는 산업현장 및 가정에서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 장치를 라디오나

텔레비젼 수상기 가까이에서 사용하시는 경우, 수신 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사용 설명서에 따라 바르게 사용하여 주십시오.

● 이 제품은 한국 국내 전용입니다.

● 이 책의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무단으로 전재하지 마십시오.

● 이 책의 내용은 사전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책을 작성하는데 만전을 기하 습니다만 만일 불명확한 점, 오기, 기재 누락 등이 있는 경우

당사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장치에서 기억하는 문장등의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일시적인 것으로 장시간 또는

구적으로 기억 보존할 수 없습니다. 고장, 수리, 검사, 전지 소모등으로 기인하는

데이터의 손실 또는 일실 이익등에 하여 당사는 일체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사전

양해 바랍니다.

�「PRIFIA」로 만들수 있는 라벨에 하여
염화 비닐과 같이 가소제가 들어 있는 재료 등, 붙이려는 상 물의 재질, 환경조건, 첨부

시의 상황 등에 따라 라벨의 색이 변한다든가, 떨어진다든가, 문자가 지워진다든가, 

떨어지지 않는다든가, 접착제가 남는다든가, 라벨의 색이 상 물에 뭍는다든가, 접착면에

손상을 입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용 목적, 접착면의 재질등을 충분히 확인하시어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실험하신 다음 사용하십시오. 이런 상황에 의해 발생한 손해 및 일실

이익에 해서 당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사전 양해 바랍니다.

� 이 책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조작을 하지 말아 주십시오. 사고나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PRIFIA」、�프리피아�, EPSON, Lx 테이프 마크는 모두 SEIKO EPSON CORPORATION의
등록 상표입니다.

라벨라이터 PRIFIA OK310에는 다음과 같이 동봉되어 있습니다. 포장을 뜯으면 우선 확인하십시
오. 

●PRIFIA OK310본체 ●AC어댑터(AC0615K)  ●AA알카리 건전지6개

●LX테이프 카트리지(SS12K)  ●사용설명서 및 보증서(이책)

시작하기 전에

동봉품의 확인



안전상의 주의 - 반드시 지켜주십시오!

사용하는 분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해, 재산상의 손해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을 다음에 표시합니다. 본 장치를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사용설명서를 읽으신 후 바르게

사용하여 주십시오. 또한 불분명한 점에 해서 바로 해결할 수 있도록 사용설명서를 가까운 곳에

보관하여 주십시오.

●표시 되어 있는 지시 내용을 지키지 않거나 잘못된 사용 방법에 의해 위해 또는 손해를

입을 수 있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 습니다.

1

이 표시를 지키지 않고 잘못 사용하면�사망 또는 중상을 입을

가능성이 있음�이라는 내용을 나타냅니다.

이 표시를 지키지 않고 잘못 사용하면�부상을 입을 가능성 또는

물적 손해를 입을 가능성 있음�이라는 내용을 나타냅니다.

�실내에서만 사용할 것.

�물이나 액체 등의 물질이 접속부위나 제품에 들어가지 않도록 할 것.

�무리한 충격이나 힘을 가하지 말 것.

�출력 플러그를 무리하게 잡아당기지 말 것.

�임의로 제품을 분해하지 말 것.

�정격 입출력 범위에서만 사용할 것.

�전원코드를 사용시에는 국내승인품을 사용할 것. 

�입력 GROUND가 있는 제품에 해서는 반드시 전원코드에

GROUND가 있는 것을 사용할 것.

전지는 어린이가 삼키지 않도록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십시오. 잘못하여 삼키면 단히 위험합니다. 만일

어린이가 전지를 삼킨 경우는 바로 의사와 상의 하십시오. 

●다음 그림 표시는 지켜야 할 내용을 구별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표시는 주의하여야 할「주의 환기」내용입니다.

표시는 하지 말아야 할「금지」내용입니다.

표시는 반드시 실행해야 하는「강제」내용입니다.

AC 어댑터에 하여

전지취급에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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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는 알카리 전지를 사용하고 다른 전지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또한 오래된 전지와 새 전지, 망간전지와 알카리 전지등 섞어 쓰지

마십시오. 액 누출, 파열의 원인이 됩니다.

절 로 전지를 충전하거나 분해, 쇼트, 가열, 또는 불속에 투입하지

마십시오. 파열 하는 등 단히 위험 합니다.

금속제의 핀세트, 볼펜, 샤프 등 금속제 끝으로 전지를 빼내지

마십시오. 쇼트될 염려가 있어 위험합니다.

전지는 + - 방향에 주의하여 바르게 넣어 주십시오. 액 누출, 파열의

원인이 됩니다.

본 장치를 밟는다든가, 떨어뜨린다든가, 두드린다든가 하는 강한 충격을

주지 마십시오. 파손될 우려가 있으며 화재, 감전의 원인이 됩니다.

파손된 경우는 전원을 끄고 AC 어댑터를 콘센트에서 빼낸 다음, 

구입처로 연락 주십시오. 그 로 사용하면 화재, 감전의 원인이 됩니다.

젖은 손으로 본 장치나 AC 어댑터 플러그를 만지지 마십시오. 고장, 

화재, 감전의 원인이 됩니다. 

본 장치나 사용 설명서가 들어 있는 봉투는 어린이가 뒤집어 쓰지

않도록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거나, 파기하십시오. 

질식의 위험이 있습니다.  

본 장치에 차, 커피, 쥬스 같은 것을 흘리거나 살충제를 뿌리지

마십시오.고장, 화재, 감전의 원인이 됩니다.

물 같은 것을 흘린 경우, 전원을 끄고 AC 어댑터를 콘센트로 부터

빼낸 다음 구입처로 연락하십시오. 그냥 사용하는 경우 화재, 감전의

원인이 됩니다.

본 장치를 분해 또는 개조하지 마십시오. 화재 감전의 원인이 됩니다. 

또한 이 책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조작은 하지 마십시오. 사고,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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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 중 또는 자동 커터가 작동 중에는 테이프 출구 부근에 손가락등

을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손을 다칠 위험이 있습니다.

본 장치 위에 물건을 올려 놓는다든가 흔들리거나 기울어진 곳 같은

불안정한 곳에 놓지 마십시오. 낙하하거나 넘어져 상처를 입을 수

있습니다. 

전원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AC 어댑터를 빼내지 마십시오. 

정상으로 인쇄 되지 않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염화 비닐과 같이 가소제가 들어 있는 재료 등, 붙이려는 상 물의

재질, 환경조건, 부착시의 상황등에 따라 라벨의 색이 변한다든가, 

떨어진다든가, 문자가 지워진다든가, 떨어지지 않는다든가, 접착제가

남는다든가, 라벨의 색이 상 물에 뭍는다든가, 상 물에 손상을

입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용 목적, 상 물의 재질등을 충분히 확인

하시어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실험하신 다음 사용하십시오. 이런

상황에 의해 발생한 손해 및 일실 이익에 해서 당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사전 양해 바랍니다.

테이프 카트리지를 떨어뜨린다든가 분해하지 마십시오. 고장의 원인

이 됩니다.

테이프 출구에 나와 있는 테이프를 당긴다든가 어 넣지 마십시오.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테이프 카트리지는 직사광선, 고온 다습, 먼지를 피해 냉암소에 보관

하십시오. 테이프 카드리지 개봉후에는 가능하면 빨리 사용하십시오.

자동커터에 해

기 타

�PRIFIA�로 만들 수 있는 라벨에 하여

테이프 카트리지의 취급에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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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원을 넣은 다음은 반드시「테이프 전송」을 실행한다 (       +     )

테이프 카트리지를 새로 본 장치에 삽입한 직후에는 테이프나 잉크 리본의 풀림이

발생합니다 그 풀림을 없애기 위해 반드시「테이프 전송」（컷트 또는 노컷트）을

실행하십시오.

테이프 카트리지를 끼울 때의 주의 사항
(본 주의 사항을 지키지 않아서 발생한 테이프 카트리지 불량은 교환 상이 아님)

� 잉크 리본의 풀림을 없앤다.

삽입할 테이프 카트리지의 잉크 리본의 풀림이 있을 때는

테이프 카트리지 구멍에 연필 같은 것을 집어 넣고

화살표 방향으로 가볍게 반드시 감아 주어 느슨한 곳이

없도록 하십시오.

잉크리본에 풀림이 있는 경우 본 장치에 넣을때 잉크 리본이 인쇄 헤드에 접촉하여

잉크 리본이 접혀진다든가 찢어지는 등 테이프 카트리지의 고장, 손상의 원인이 됩니다.

반드시 잉크 리본의 풀림을 없앤 다음 본 장치에 넣어 주십시오. 

테이프 카트리지를 정확하게 본 장치에 삽입하지 않고 인쇄하면 테이프가 구부러져 나온

다든가 잉크 리본이 튀어 나온다든가 하여 테이프 카트리지의 고장, 손상의 원인이

됩니다. 반드시 본 장치에 테이프 카트리지가 바르게 삽입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십시오. 

�테이프 전송�을 실행하지 않고 인쇄하면 테이프가 구부러져 나온다든가 잉크 리본이 튀

어나온다든가 하여 테이프 카트리지의 고장, 손상의 원인이 됩니다. 테이프 카트리지를

본 장치에 삽입한 다음은 반드시�테이프 전송�을 실행하십시오. 

� 테이프 카트리지를 본 장치에 삽입한다.

라벨이 붙어 있는 면을 위로 하여 단단히

어 넣습니다. 정확하게 삽입되면 본

장치의 후크에 테이프 카트리지가 고정됩니다.

새 테이프 카트리지나 끝이 길게 나온 테이프

카트리지는 본 장치에 삽입 할 때 구부러진

테이프 끝을 바로 편 다음 테이프를「테이프 통로」의

홈을 통하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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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주의사항

■ 본 장치 사용에 있어「안전상의 주의」를 잘 읽으시고 그 지시에 따르십시오.
■ AC 어댑터는 사용하고 난후 본 장치로 부터 떼어 내고 콘센트로 부터 빼 내십시오. 코드에

걸린다든가 하는 불의의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 직사 광선이 비치는 곳, 난방 기구나 열 기구 가까이 등 온도가 높은 장소나 낮은 장소, 

습기나 먼지가 많은 장소에서 사용, 또는 보관하지 마십시오.

■ 인체, 생물, 공공 장소, 또는 타인의 소유물에는 라벨을 붙이지 마십시오.

■ AC 어댑터의 삽입구, 테이프가 나오는 출구 등에는 물건을 두어 막지 마십시오.

■ 키보드의 조작은 부드럽게 하여 주십시오. 난폭하게 조작하면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또한

펜 끝 같은 예리한 것으로 키 조작을 절 로 하지 마십시오.

■ 인쇄 헤드에는 절 로 손 지 마십시오.

■ 테이프를 가위로 자를 때는 손가락이 끼이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 테이프 카트리지는 반드시 전용 테이프 카트리지를 사용하십시오.

■ 다 사용한 테이프 카트리지를 사용하거나, 테이프 카트리지를 삽입하지 않고 를

누른다든가 하지 마십시오. 인쇄 헤드가 과열되어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 테이프 전송은 반드시 (              +          )로 실행하십시오. 무리하게 손으로 잡아

당긴다든가 하지 마십시오. 테이프가 나오는 곳으로 부터 나오는 테이프를 잡아 당기면

정상으로 인쇄 되지 않고 테이프 카트리지를 사용할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 테이프 카트리지는 부드럽게 취급하고 충격을 주지 마십시오.

■ 자동 전원 차단 기능에 의존하지 말고 사용후에는 반드시 전원을 끄십시오.

■ 장시간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전지, AC 어댑터, 테이프 카트리지등은 본 장치에서 빼

내십시오. 본 장치, 전지, AC 아답터, 테이프 카트리지는 직사 광선, 고온 다습, 자기나

진동, 먼지등을 피하여 냉암소에 보관하십시오, 단 등록된 파일이나 입력한 문장, 학습

내용 등의 데이터를 저장하여 두고 싶을 때에는 전지를 바르게 삽입한 상태로 보관하십시오. 

약 4분 이상 본 장치에 전원이 공급되지 않으면 모든 데이터를 잃을 수 있습니다. 

■ 장시간 전지를 넣어 둔 채로 두면 전지로 부터 액이 흘러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지에

기재 되어 있는 사용 권장 기간을 기준하여 교환하여 주십시오.

■ 수명이 다한 전지를 버리는 경우 정해진 방법에 따라 폐기하십시오. 

■ 이 책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조작 방법은 실행하지 마십시오. 사고나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사용 설명서에 기재 되어 있는 내용, 사양, 디자인, 가격등은 예고 없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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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을 보는 법

이 책은 다음의 표기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표 기 설 명

�� 조작 순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문자 버튼을 나타냅니다.

기능 버튼을 나타냅니다.

커서를 움직인다든가 메뉴를 선택하는 버튼을 나타냅니다.

참조 관련 사항의 참조 페이지를 나타냅니다.

알아두면 편리한 보충 정보를 설명합니다.

그 기능의 제한이나 조건등 주의점을 설명합니다. 

이 책의구성

이 책은 다음과 같이 구성 되어 있습니다.

준비편
본 장치를 사용하기 전 준비 작업에 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용 방법편
사용 방법편은 1, 2가 있습니다. 여러가지 기능을 단계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간단한 것으로

부터 점점 고도의 것으로 나열해 놓았습니다. 

「사용 방법편 1」에서는 본 장치의 기본적인 조작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PRIFIA�시리즈를

사용하시는 분은「사용 방법편 1」부터 순서에 따라 읽을 것을 권장합니다

활용편
본 장치를 좀더 깊이 있게 사용하기 위한 정보입니다. 

「사용 방법편」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다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책의 사용방법

라벨샘플에 하여
이 책에서 사용하는 라벨 샘플은 본 장치에서 인쇄한 것이지만, 표시 구역의 사정상 축소 또는

여백을 조정하 기 때문에 테이프 폭, 문자 크기, 여백 등이 실제와는 다릅니다.

Yㅛㅛ Fㄹ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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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체

PRIFIA OK310의 특장점

■ 극세 4mm폭 테이프도！
5종류의 테이프 폭에 응！

작은 표시에 적합한 극세4mm 폭 테이프에서

비디오 테이프의 타이틀에 최적인 18mm 폭

테이프까지 4/6/9/12/18mm의 5종류의

테이프 폭에 응! 폭 넓은 용도에 활약.

※12mm 폭 테이프와 18mm 폭 테이프에

인쇄 가능한 최 문자 크기는 같습니다. 

■ 한 2서체＋ 수 4서체 내장！
한 기본 서체인 명조체, 고딕체에 수

서체는 HV체, BR체를 추가탑재.

장식과 함께 라벨의 풍부한 표현 연출이

가능합니다. 

■ 버튼으로 지정이 간단!

자주 쓰는「종서」「횡서」전환이나「문자 크기」의

지정이 전용 버튼으로 되었습니다.

■ 기호나 테두리, 표작성을 풍부히 탑재!
공공, 주의 표시나 환경기호, 화물의 주의 마크

등 편리한 기호를 풍부하게 탑재! 라벨을

연출하는 테두리 75종류. 표작성 4종류도

탑재 하 습니다.

명조&Got
hic

총무부

비품명 OK310

■ 한번에！간단하게！ 버튼！
서체나 장식 테두리 등의 지정을

버튼 하나로 합쳐졌습니다.

■「자동 커터」로 절단의 번거로음이
없이! 

자동 커터 탑재이므로 인쇄 후의 절단 조작이

불필요합니다.

※일부 응하지 못하는 테이프가 있습니다.

■ 신장비！라벨 케이스
작성한 라벨의 일시보관에 편리한「라벨 케이

스」를 탑재！ 자주 사용하는 라벨을 보관하여

두면 바로 꺼내쓸 수 있습니다.

한석봉 한
석
봉

업부
업2과

업부
업2과

홍 길 동

사 내 용



9

� 테이프 전송을 한다.
를 누르면서 를 눌러

표시되는 메뉴에서「컷트」또는

「노컷트」를 선택하고 을

누릅니다. 

참조 P.23 「5.테이프 전송을 한다.」

우선 써 보자 - 바로 써 보고 싶은 분을 위해

먼저 준비를 합시다.

� AC 어댑터를 본 장치에 접속한다.
참조 P.18 「1.AC 어댑터를 접속한다」

� 테이프 카트리지를 장착한다.
참조 P.20 「3 . 테이프 카트리지를

장착한다.」

� 를 누른다
타이틀이 표시되고 설정되어 있는 입력

상태가 표시된 다음 행머리 마크과

커서가 표시됩니다.

참조 P.22 「4.전원을 넣는다」

반드시�테이프 전송�을!
테이프 카트리지 장착후는 테이프, 잉크

리본의 풀림을 없애기 위해 반드시

�테이프 전송�을 실행하십시오. 

한

전송중

�

�

�

전송

컷트

ON/OFF

선택

선택,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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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누른다.

인쇄 이미지가 흐르듯이 표시됩니다.   

（미리보기）. 화면 좌측에는 인쇄 될

라벨의 길이가 표시됩니다. 

참조 P32 「7.인쇄 이미지를
확인한다」(미리보기）

� 를 누른다.

인쇄될 라벨의 길이, 인쇄 매수가 표시

되고 인쇄가 시작됩니다. 인쇄가 종료

되면 테이프가 자동 절단되어 나옵니다.

참조 P.33 「8.인쇄한다」

참조 P.27 「1.한 및 숫자를 입력한다.」
예:

� 을 여러번 눌러「한 」을 선택한다

� 문자 버튼을 다음과 같이 누른다

홍길동

이름 라벨을 만들어 보자

한

홍길동

한/

X.Xcm
1매

�테이프는 절 로 손으로 잡아 당기지

마십시오.

�절단기의 칼날의 마모를 방지하기 위해

반사 라벨, 아이론 라벨, 투명 또는

마크네트 테이프는�자동절단�을

�수동�으로 인쇄하고 테이프

카트리지를 본 장치에서 빼낸 다음

시판 가위로 똑바로 잘라 주십시오.

이때 테이프 출구로 부터 3mm정도

남기십시오.

참조 P. 35 �인쇄시 자동
절단을 중지 한다.�

�테이프 배출시 동작음이 들립니다만

이상은 아닙니다.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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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벨의 뒷면을 벗겨냅니다.
참조 P.34 「9.라벨을 붙인다.」

� 단단히 붙인다.

�종서�로 라벨을 만들어 보자

참조 P.42「횡서, 종서」로 전환한다.
예：

홍길동 �

홍
길
동

종 서

텍스트 화면은 횡서로 표시됩니다. 

�종서�를 지정한 경우는 미리 보기에서 확인 하십시오.

� 를 눌러「종서」를 표시시킵니다.

「종서」가 지정되고 종서표시등이 점등됩니다.

� 를 누릅니다.

「종서」라벨이 인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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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수차례 눌러「소」를

표시시킵니다

�문자 크기�를 바꾸어 라벨을 만들자

참조P.41 「문자 크기」를 바꾼다.

예:

홍길동 홍길동�

크기

1행

크기

1행

1행

� 을 누릅니다. 

문자 크기가 지정됩니다.

문자 크기는 인디케이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를 누릅니다.

작아진 문자 크기로 인쇄됩니다.

� 를 누릅니다.

「 크기」가 표시됩니다.

� 를 수차레 눌러「1행」을

표시시킵니다.

� 을 누릅니다. 

「1행」「 」가 표시됩니다.

1행

소



준비편

본 장치에 AC어댑터를 장착하고 전원을 넣습니다.

테이프 카트리지 장착 방법에 해 설명합니다.

본 장치를 처음 사용하시는 분은 여기서 부터 읽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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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부분의 이름과 기능

본 장치 각 부분의 이름(앞 부분)

본 장치 각부분의 이름(앞, 중앙)

본 장치 각 부분의 이름(뒷 부분)

테이프 확인창

윗 커버 라벨케이스 뚜껑

AC어댑터 삽입구

디스플레이

조작 판넬

윗 커버 손잡이

라벨케이스

고정 후크
테이프 통로

테이프 출구

테이프 카트리지 케이스

전지 커버

손잡이

전지 케이스

전사 스틱 넣는곳

(OK310은 전사 스틱이 없음)



⑥

파일 등록이나 불러오기, 입력 문장과

파일의 치환등을 실행합니다.

참참조조 PP..5566

⑦

기호의 입력을 실행합니다.참참조조 PP..3311

⑧

디스플레이 농도나 인쇄 농도, 각 보존

값의 변경등을 실행합니다.참참조조 PP..5588

⑨

커서가 있는 단락 전체를 삭제합니다.

+             는 문장 전체를 삭제

합니다.    

⑩

커서의 위치(커서의 좌측)의 문자를

삭제합니다.각종 기능 조작중에는 취소

버튼으로 작동합니다. 참참조조 PP..3377

＋ 는 커서의 우측

문자를 삭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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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 판넬의 이름과 기능

① ② ③④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 � �

①

입력한 문장을 테이프에 인쇄하고 테이프를

자동으로 절단（Auto Cut）합니다.

＋ ＝테이프 전송

「컷트」의 경우는 테이프를 약 18mm 그냥

보내기를한 다음 절단합니다. 

「노컷트」의 경우는 테이프를 약 18mm 

그냥 보냅니다. 

②

문자의 크기를 지정합니다. 참참조조 PP..4411

③

횡서/종서를 지정합니다. 참참조조 PP..4422 

④

서체, 장식, 테두리, 표작성, 간격, 정렬,

길이고정, 여백, 반사를 지정합니다. 

참참조조 PP..4466      

⑤

인쇄 이미지 전체를 흐르는 것 같이 화면에

표시 합니다. 참참조조 PP..3322           

미리보기

BS/
취소

BS/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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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자 변환이나 기능선택의 경우 표시한

선택항목을 실행합니다.

그외의 경우 줄(행) 바꿈을 하며

커서는 다음 줄(행)의 첫번째 칸으로

이동합니다. 참참조조 PP..2277,,3399

++

새로운 단락으로 변경합니다. 

참참조조 PP..4444

⑪ 문자 버튼
문자를 입력합니다. 참참조조 PP..2277

⑫

다른 기능 버튼과 함께 누르면 기능 버튼의

상부에 기입되어 있는 기능을 합니다. 

⑬

전원을 ON/OFF 합니다.

⑭

입력상태를 한 � 문입력 순서로

변경됩니다. 참참조조 PP..2277

＋ 일본어 입력상태로

변경됩니다. 참참조조 PP..3300

⑮

현재 커서가 있는 위치의 한 을 한자로

변환시키고자 할 경우에 사용합니다.  

참참조조 PP..2277

+

문모드에서 소문자를 문자로 고정변환

시키고자 할 경우 사용합니다. 참참조조 PP..2288

��

공란을 입력할 때 사용합니다. 참참조조 PP..2299

� （커서버튼 ）
커서를 상하좌우로 이동시킵니다. 한자

변환이나 기능 선택시 앞뒤의 후보를

표시합니다. 참참조조 PP..3366

+ 

커서를 행 첫머리, 문장 선두, 문장

말미, 행 끝으로 이동시킵니다. 한자

변환이나 기능 선택시는 선두 후보,  

최종후보를 나타냅니다.

한/

한/

ON/OFF

caps lock

단락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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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플레이(화면)을 보는 법

① 행 머리 마크(�� )
행두에 표시되어 그 행이 몇번째 행 인지를

표시합니다. ��는 인쇄할 수 있는 행을

나타냅니다.     은 인쇄할 수 없는 행을 표시

합니다.     마크가 표시되어 있는 경우는

인쇄할 수 없습니다.  （4mm 폭 테이프의

경우는�가 표시되어도 인쇄할 수

없습니다.）

② 반전 문자（예： ）
가 확정한 문자로 한자나 카타카나 알파벳

등으로 변환시킬 수 있습니다. 반전 표시된

문자는 인쇄할 수 없습니다.

③ 포지티브 표시（예：라벨）
입력 확정된 문자로 인쇄할 수 있습니다. 

④ 커서( � ）
이 위치 앞(왼쪽)에 표시된 문자가 삭제

상이 됩니다. 새로운 문자를 입력하거나

문장중에 삽입하면 그 위치에 문자가 들어

갑니다.

⑤ 풀 메모리 마크（◀ ）
더 이상 문자가 입력 될 수 없을때

표시됩니다. 입력 할 수 있는 문자는 약 60

문자입니다.

⑥ 삽입
삽입입력 상태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

켜집니다.

⑦ 종서 인디케이터
「종서」가 지정되어 있을 때 점등합니다.

⑧ 여백 인티케이터
「여백」「있음」이 지정되어 있으면 점등

합니다.

⑨ 길이고정 인디케이터
고정길이가 지정되어 있을 때 점등합니다.

사용하기 전 준비

⑩테, 표 인디케이터
테두리나 표조합이 지정되어 있을 때

점등합니다.

⑪ 서체 인디케이터
（명조체.고딕.HV체, BR체）

커서 위치의 문자에 응한 서체가

점등합니다.

⑫ 행표시 인디케이터
문자가 입력되고 있는 행이 점등하고 커서가

있는 행이 점멸합니다.

⑬ 자 크기 인디케이터
커서가 있는 행의 문자 크기에 응한

인디케이터가 점등합니다.

밑 행의 수자는 포인트수를 나타 냅니다.

*1pt는 약 1/72 인치(0.35mm)입니다.

⑭ 한 인디케이터
한 입력 상태일 때 점등합니다.

⑮ ABC 인디케이터
어 입력 상태일 때 점등합니다.

� 일본어 인디케이터
일본어 입력 상태일 때 점등합니다.

� CAPS LOCK( 문자) 인디케이터
어 문자 입력 상태일 때 점등합니다.

×

×
×

あい

자크기

삽

입

종

서

여

백

길
이
고
정

테
∙
표

명
조
체

고
딕
체

H
V
체

B
R
체

한 A
B
C

일
본
어

1  2  3  4  5 caps
lock

편 집 서 체

⑥⑦⑧⑨⑩ ⑪

①

②

③ ⑫

④

⑤

⑬ ⑭⑮�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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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기 전 준비

1. AC 어댑터를 접속한다.

동봉된 AC어댑터（AC0615K）로 콘센트（AC200V）로부터 전원을 끌어옵니다.

� AC 어댑터의 전원 플러그를 AC220V용
콘센트에 꼽는다.

� AC 어댑터의 플러그를 본 장치 우측 측면
AC어댑터 삽입구에 단단히 삽입한다.

2. 전지를 넣고 사용할 때는

본 장치에 단AA 알카리 건전지 6개를 장착합니다. 전지는 등록된 파일이나 입력한 문
장등 데이터를 보존하기 위한 전원이 됩니다. 또한 야외등에서 AC 어댑터를 사용할 수
없는 때 이 전지를 전원으로 하여 인쇄할 수 있습니다.

� 전지 커버를 벗깁니다.

레버를 앞으로 당기면서 전지 커버를 들어 올립니다.

�사용이 끝나면 바로 AC 어댑터를 본 장치에서 빼내어 콘센트로부터 빼 놓으십시오. 

코드에 걸리는 등 불의의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AC어댑터의 코드를 당긴다든가 여러번 감아 구부린다든가 하면 단선될 수 있습니다.

�플라그의 쇼트등에 의해 안정 기능이 작동되어 AC 어댑터의 회로가 차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드시 전원을 끈 상태에서

실행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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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지를 넣는다.

전지의 방향에 주의하면서 단AA 알카리 전지 6개를

넣습니다.

� 전지의 커버를 닫는다.
전지커버의 앞면 돌기를 본 장치의 홈에 맞추어

�딱�하는 소리가 날 때 까지 단단히 커버를 닫습니다.

�본 장치에 장착할 전지는 등록된 파일이나 입력한 문장 등 데이터를 보존하기 위한 전원이

됩니다. 전지로 인쇄할 정도의 용량이 있습니다만 전지로 인쇄하는 것은 단히 비경제적

입니다. 가능한 한 AC 어댑터를 사용하십시오.

�AC 어댑터는 반드시 전용 AC 어댑터(AC0615K)를 사용하십시오.

�전지 교환은 반드시 전원을 끈 다음 실행하십시오. 전원이 들어 간 상태에서 전지를 교환

하면 등록된 파일이나 문장, 학습내용 등의 데이터 전부를 잃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본

장치에서 전지를 빼 내고 약 4분이상 방치하면 데이터 전부를 잃을 수 있습니다.

�등록된 파일이나 입력한 문장 등의 데이터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AC 어댑터의 접속과

무관하게 항상 전지를 본 장치에 바르게 장착하여 사용 보관하십시오.

�전지가 소모되면 인쇄 속도가 느려집니다. 계속 사용하면 디스플레이에�전지교환�이라고

점멸 표시됩니다. 바로 모든 전지를 새로운 단AA알카리 건전지(6개)로 교환하십시오. 

전지를 교환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면 조작중이나 인쇄 중에 전원이 끊어질 수 있습니다.

�사용후에는 반드시 전원을 끄십시오.

�장시간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전지의 액 누설을 막기 위해 전지를 빼내어 보관하십시오.

�수명이 다한 전지를 버릴 때에는 미리 정해진 규칙에 따라 폐기하십시오.

시로운 단AA알카리 건전지(6개)로는 상온에서 18mm 폭 테이프 카트리지(8m)를 1개 이상

인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온도가 낮은데에서 사용한다든가 큰 문자만을 인쇄한다든가

하면 전지가 빨리 소모됩니다. 가능한 한 AC 어댑터를 사용하십시오. AC어댑터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전용 AC 어댑터(AC0615K)를 사용하십시오. 

방향에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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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테이프 카트리지를 장착한다

라벨면을

위로 한다.

테이프 끝을

똑마로 편다

테이프 끝이 테이프

통로를 지나게 한다.

①잉크 보빈의 풀림을 되 감는다.  
장착할 테이프 카트리지의 잉크 보빈의 풀림이

있을 때에는 테이프 카트리지의 구멍에 연필 등

을 넣어 화살표 방향으로 가볍게 감아주어 풀린

곳을 반드시 없애준다.

②윗 커버를 연다.
윗 커버의 손잡이 부분을 들어 올려 커버를

엽니다.

�반드시 전원을 끄고 실행하십시오.

�윗 커버를 잡고 본 장치를 들어 올리지

마십시오.

③테이프 카트리지를 장착한다.
장착할 테이프 카트리지를 라벨이 붙어 있는

면을 위로하여 단단히 어 넣습니다. 

바르게 장착되면 본 장치의 후크에 의해 테이프

카트리지가 고정 됩니다.

테이프 끝이 길게 나올 때나 신품 테이프

카트리지를 장착할 때에는 구부러진 테이프

끝을 똑 바로 편 다음 테이프를「테이프 통로」

의 홈을 통하게 합니다.

④윗 커버를 닫는다.
윗 커버를 손가락으로 가볍게 눌러 닫습니다.

�테이프 카트리지를 확실하게 눌러

삽입하지 않고 윗 커버를 닫으면 본

장치나 테이프 카트리지가 파손될

위험이 있습니다.

�윗 커버를 확실하게 닫아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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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가락 거는곳테이프 카트리지를 꺼내는 법
아름다운 인쇄를 안정되게 하기 위해서 테이프 카트리지는

본 장치에 확실하게 장착되어 있어야 됩니다.

꺼낼 때에는 카트리지 옆면에 손가락 거는 곳에 손가락을

걸어 바로 위로 들어 올려 꺼냅니다.

신품의 테이프 카트리지를 장착할 때는
①잉크 보빈의 풀림을 되 감습니다.

②테이프 끝에 구부러진 곳은 똑 바로 폅니다.

③카트리지의 라벨이 붙어 있는 면을 위로 하여 똑바로 눌러 삽입하고 빠져 나와

있는 테이프는「테이프 통로」를 통하게 합니다. 

� � �

� �

본 장치는 4mm, 6mm, 9mm, 12mm, 18mm 등 5종류 폭의 테이프 카트리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테이프 폭에 따라 인쇄 할 수 있는 행수는 달라집니다.

참조 P.38 「테이프 폭과 인쇄 가능한 행 수」
�테이프 카트리지는 직사광선, 고온다습, 먼지를 피하여 냉암소에 보관하십시오.

�테이프 카트리지 개봉후에는 가능하면 빨리 사용하십시오.

�테이프 카트리지는 끝까지 완전하게 장착하십시오.

�12mm 폭 테이프와 18mm폭 테이프로는 인쇄되는 최 문자 크기는 같습니다.

�테이프 카트리지를 교환할 때에는 전원을 끄고 나서 실행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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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원을 넣는다

�

※설정되어 있는
입력상태가 약
1분간 표시됩니다.

※행머리 마크(�) 과
커서 (�)가 표시
됩니다.

ON/OFF

한
�

ON/OFF

전원을 넣기 전에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오.

●AC 어댑터는 본 장치와 콘센트에 바르게 접속되어 있습니까?

●전지는 바르게 장착되어 있습니까?

① 을 누른다.

② 전원이 들어가면 타이틀 화면이 표시된다.
이미 문장이 입력되어 있는 경우는 타이틀 화면 뒤에 문장이 표시되고 지정된 문자 크기,  

종, 횡, 편집의 인디케이터가 점등됩니다. 

참조P.17「디스플레이（화면）보는 법」

자동 전원 차단

전원이 들어가 있는 상태로 약 5분간 조작하지 않으면 전지의 소모를 방지하기 위해 자동 전원

차단 기능에 의해 전원이 자동적으로 끊어 집니다.(전원을 꺼도 입력된 문장은 없어지지 않습니

다.)       을 다시 한번 누르면 자동 전원 차단 직전의 상태로 되돌아 옵니다.

전원을 끄면 자동 전원 차단보다 더 전지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을 때는 바로 전원

을 끄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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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테이프 전송을 한다.

반드시「테이프 전송」!
테이프 카트리지 장착후에는 테이프 리본의 풀림을 없애기 위해「테이프 전송」을 실행

하십시오.

� 를 누른 상태에서 를 누른다.
「전송」메뉴가 표시됩니다.

� 를 수차례 눌러「컷트」또는

「노컷트」를 표시되도록 한다.

� 를 누른다.

「컷트」의 경우는 테이프를 약 18mm 빈채로 내보낸 다음 절단합니다. 「노컷트」의

경우는 테이프를 약 18mm 빈 채로 내보냅니다.

6. 라벨을 만든다.

라벨을 만들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라벨을 만들어 봅시다.

●기본적인 문자 입력에서 편집에 해...................      P.25~P.44「사용방법편1」

●서체, 장식, 테두리, 표작성,  문자 간격, 정렬, 길이고정,  여백을
지정한다.（편집）.........................................        P.45~P.54「사용방법편2」

●파일 등록, 불러 오기, 바꿔 넣기,  화면 농도
인쇄 농도,  초기화에 해 .................................         P.55~P.62「활용편」

전 송

컷 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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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고 나면 전원을 끈다.

� 를 누른다.
전원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를 누르면 전원이

차단됩니다. 전원을 차단하여도 입력한 문장이나 파일

등의 데이터는 보존되어 있습니다.

다시 전원을 넣으면 입력한 문장이 디스플레이에

표시됩니다.

� AC 어댑터（AC0615K）를 빼냅니다.
AC 어댑터를 콘센트에서 빼고 본 장치에서 플러그를 빼 내십시오.

장시간 전지를 넣어둔채로 두면 전지로부터 액이 누출된다든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지에 기재되어 있는 사용 유효 기간을 기준으로 교환하십시오. 

장시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장시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전지, AC 어댑터, 테이프 카트리지를 본 장치에서 빼 내십시오.

본 장치, 전지, AC 어댑터, 테이프 카트리지는 직사광선, 고온다습, 자기나 진동, 먼지등을

피하여 냉암소에 보관하십시오.

단 등록한 파일이나 입력한 문자, 학습 내용등의 데이터를 보존하고 싶을 때는 전지를 바르

게 장착한 상태에서 보관하십시오.

약 4분 이상 본 장치에 전원이 공급되지 않으면 데이터 모두를 잃을 수 있습니다.

ON/OFF

ON/OFF



사용방법편 1
간단한 라벨을 만듭시다.

처음에는 간단한 라벨을 만들어 봅시다.
문자 입력, 인쇄와 같은「PRIFIA」의 기본 조작을 마스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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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로 만들어 보자 (문자 입력~라벨 완성까지)

참조 P.27

시작! 완성!

1. 한 및 숫자를
입력한다.          

다음과 같은 샘플 라벨을 순서 로 만들어 보는 기본적인 조작을 간단하게 외울 수 있습니다.

참조 P.34

9. 라벨을
붙인다.            

참조 P.33

8. 인쇄한다.

참조 P.32

7. 인쇄이미지를
확인한다.         

참조 P.27

2. 한자를
입력한다.          

참조 P.28

3. 알파벳을
입력한다.          

참조 P.29

4. 스페이스를
입력한다.          

참조 P.30

5. 일본어를
입력한다.          

참조 P.31

6.기호를
입력한다.           

서울 校
No. 1!! ソウル

�

�

�

�

�

�

� �

본 장치의 준비가 되면 우선 샘플 라벨을 만들어 기본적인 조작을 외웁시다.



� 을 수차례 눌러서는�한 �모드를 택한다.

을 눌러서는 안되며�한 �점멸후 바로 입력한다. 이때 화면 하단�한 �

위에 점이 표시됩니다.

��ㅅ��ㅓ��ㅇ��ㅜ��ㄹ�을 차례 로 입력한다.

27

��한 �모드인지 확인(화면하단의�한 �위에 점이 있음)하고

��ㅊ��ㅗ�를 입력하고 을 누르면 여러 후보 한자가 나타납니다.

화살표로 커서를 움직여 해당 한자로 가져간다. 

� 을 눌러 해당 한자를 택한다.

한자 변환한 화면 상태입니다.

� 동일한 방법으로�등��학��교�를 입력후 각각 변환시킨다.

� 을 눌러서 줄을 바꾼다.

1. 한 및 숫자를 입력한다.

2. 한자를 입력한다.

입력후의 라벨

입력후의 라벨

서울 校
No. 1!! ソウル여기를 입력합니다.

서울 校
No. 1!! ソウル

여기를 입력합니다.

한/

선택∙줄변경

선택∙줄변경

선택∙줄변경

�서울

서울

�숫자 및 조작판넬에 있는 기호는�한 ��ABC��일본어�

모드에서 모두 입력할 수 있습니다. 각 키의 상단기호는

를 누르고 해당 기호키를 눌러 입력합니다.

BS/
취소

�상용구로 쓰이는 한자는 단어 단위로 한자 변환이 가능합니다.

단어단위로 변환시는 변환하고자 하는 단어의 맨 뒷 자 뒤에 커서를 두고 을

누르십시오.

�한번 선택한 한자(단어)는 다음 변환시 제일 먼저 표시됩니다. (학습기능)

�한자변환을 취소할 때는 를 누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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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C입력」으로 하면 직접 알파벳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문자 입력에는 를 사용

합니다. 문자 키에 표기되어 있는 자 기호「�」「／」등은 문자 버튼을 눌러 입력하고 조작판넬에

표시된 표기호「!」「＊」등은 을 누르면서 해당하는 문자 버튼을 눌러 입력합니다.

입력후 라벨

여기를 입력합니다.

� 을 수차례 눌러「ABC」모드를

선택한다.

�「No」를 입력한다.
를 누르면서 N 을 누르고

를 누르지 않고 O  를 누릅니다. 

「No」가 입력됩니다.

「한 입력」상태에서는 문자 입력은 할 수 없습니다.

수식의「2」, 「3」, 「4」, 「5」등 위첨자 아래 첨자는 를 눌러 표시되는 기호 메뉴에서

「숫자」를 선택하여 그 중에서 입력합니다.

참조 P.31「6.기호를 입력한다.」

문자 고정
ABC 입력시 를 누르면서 을 누르면 Caps Lock 인디케이터가 점등하고

문자 입력 상태 고정（유지）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문자 버튼을 누르면 문자를 계속하여

입력할 수 있습니다.

문자 고정일 때는 를 누르면서 문자 버튼을 누르면 소문자가 입력됩니다. 

다시 한번 를 누르면서 을 누르면 문자 고정이 해제됩니다.

�「.」을 입력한다.
「〉」을 누릅니다.「.」이 입력됩니다.

�「!」을 입력한다.
을 누르면서 을 2번

누릅니다.

「!!」가 입력됩니다.

3. 알파벳를 입력한다

한/

ABC

�서울

� No �

서울

No. �

!
I

校

. ! ! �

.

서울 校
No. 1!! ソウ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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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스페이스를 입력한다.

스페이를 입력하면 디스플레이 상에「 」이 표시되고 인쇄하면 약 반 문자분의 공백으로 됩니다.

여기에 스페이스를 입력합니다.

� 를 누른다.

반각 스페이스가 입력됩니다.

디스플레이에는「 」가 표시되지만

인쇄시에는 스페이스（공백）으로

취급되어 인쇄되지 않습니다.

입력후의 라벨
서울 校

No. 1!! ソウル

! !  �

전각 스페이스
반각 스페이스（ ）외에 전각 스페이스（ ）가 있습니다. 전각 스페이스는

인쇄하면 약 1 문자 분의 공백이 됩니다. 

전각 스페이스는 를 눌러 표시되는 기호 메뉴에서「편집」을 선택하고

그 중의「 」을 입력합니다.

반각 스페이스

정리 정돈

전각 스페이스

정리 정돈

●입력방법은「한 입력」「ABC입력」「일본어입력」어느 것도 동일합니다.

정리 정돈

정리 정돈

반문자분의 스페이스

약 1문자분의 스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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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일본어를 입력한다

� +           를 수차례 눌러 일본어�히라가나�혹은�카타카나�중에서�카타카나�를

택한다. 
�히라가나�와�카타카나�가 번갈아 나타나면 어떤 것을 택하더라도 화면 하단�일본어�위에
점이 나타납니다.

� P          의“일본어 입력표”를 참조하여 발음 로 로마자로 입력한다.

�S��O��U��R��U�를 입력한다.

자동으로 일본어 카타카나로 입력됩니다.

입력후의 라벨

서울 校
No. 1!! ソウル

여기를 입력합니다.

한/

ソウル

��일본어�모드에서 한자변환은 안됩니다.

��일본어�모드에서 나갈 때는 를 누르면 됩니다.

�한 �모드로 돌아갑니다.

일본어

한/

일본어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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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호를 입력한다.

입력후의 라벨

여기를 입력합니다.

기 호

부 호

기 호

스포츠

스포츠

스포츠

선택∙줄변경

선택∙줄변경

!  

�기호 일람은 기호 일람표를 참조하십시오.

참조 P.68�기호일람표�
�도중에서 입력을 중단할 때는 을

누르십시오.

�한번 선택한 기호 메뉴의 기호는 다음

선택시 우선하여 맨 처음에 표시 됩니다.

(학습기능)

�기호 메뉴의�편집�내의 기호는 각각

다음의 기능을 합니다.

:세로선 입력 기호

문장, 표작성시 세로선을 입력합니다.

:전각 스페이스

전각의 스페이스를 입력합니다.

참조 P.29�4.스페이스를 입력한다�

BS/
취소

� 를 누른다.

� 을 수차례 눌러�스포츠�

를 점멸시킨다.

� 를 누른다.

�스포츠�의 후보가 점멸합니다.

� 을 수차례 눌러�축구�를 점멸시킨다.

�� �이 입력됩니다.

서울 校
No. 1!! ソウ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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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 입력이 끝나면 인쇄합니다.인쇄하기 전에 인쇄할 이미지를 디스플레이에 표시하여 사전에 확

인할 수 있습니다. 인쇄 실패를 방지하고 테이프를 낭비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테이프 카트리지가 바르게 장착되어 있는 것을 확인한다.
실제로 인쇄하려는 테이프 카트리지가 정확하게 장착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테이프 폭이 다르면 인쇄 이미지를 바르게 표시할 수 없습니다.

참조 P.20 「테이프 카트리지를 장착한다.」

� 을 누른다.
인쇄 이미지가 흐르는 것 처럼 표시됩니다.

디스플레이의 좌측에는 인쇄될 라벨의 길이가 표시됩니다.

이미지의 표시중에 중 어느 하나의 버튼을 누르면 누르고

있는 동안만 표시가 정지하여 내용을 천천히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버튼을 놓으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미리보기가 끝나면 텍스트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미리보기를 도중에서 정지시킬 때에는 를 누르십시오.

�미리보기가 표시되는 것은 텍스트 화면일 때 뿐입니다.

�테이프 카트리지가 장착되지 않았거나 또는 바른 위치에 장착되어 있지 않으면「테잎

없음」이나「테잎 확인」이라고 표시되고 미리보기는 표시되지 않습니다.

�본 장치에서 사용할 수 없는 테이프 카트리지를 사용한 경우는「테잎 확인」이라고 표시

되고 미리보기는 표시되지 않습니다.

�행수가 많아 장착한 테이프에 인쇄할 수 없을 때에는「행수초과」가 표시되고 미리보기할

수 없습니다.

�문자가 많아 지정 길이 크기내에 들어 가지 않는 경우는「범위초과」가 표시됩니다. 

이 경우는 또는 이외의 버튼을 눌러 텍스트 화면으로 되돌아 간

다음 문자수를 줄이든가 문자의크기를 조정한다든가 하십시오.

또는 를 누르면 고정 길이를 해제하고 미리보기를 표시 합니다.

�미리 보기는 어디까지나 이미지로서 실제의 인쇄 결과와는 다릅니다.

�미리 보기 때 표시되는 라벨의 길이는 략의 값입니다. 오차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7. 인쇄 이미지를 확인한다(미리보기)

미리보기

선택,줄변경

미리보기

미리보기

선택,줄변경

BS/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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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인쇄한다

인쇄하기 전에 테이프 카트리지가 바르게 장착되어 있는지 AC 어댑터（AC0615K）는 바르게

접속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를 누른다.
「준비중」이라고 표시된 다음, 출력될

라벨의 길이, 인쇄 매수가 표시되고

인쇄가 시작됩니다.

인쇄가 끝나면 테이프는 자동적으로

절단됩니다. 인쇄 도중에 중지하는

경우에는 를 누르십시오. 

�여백을「없음」으로 지정한 경우 인쇄 후의

자동컷팅이 실행되지 않습니다.  

필요한 매수의 인쇄가 끝나면 를

누르면서 를 눌러「테이프 전송」

「컷트」를 선택하여 테이프를 절단한 다음

절단 마크를 가위로 절단하십시오.  

참조 P.50「●여백」
�테이프 배출시 동작음이 들립니다만

이상은 아닙니다.

라벨 케이스에 해
�자주 사용하는 라벨은 라벨 케이스에

만들어 두면 필요한 때 바로 꺼내 쓸 수

있어 단히 편리합니다.

�라벨 케이스는 라벨 보관 이외에는 사용

하지 말아 주십시오.

�테이프 나오는 출구에 손가락을 넣지

마십시오. 인쇄가 끝날 때까지 절 로

테이프를 잡아 당기지 마십시오.

�인쇄중에 윗커버를 열면 정상적으로 인쇄

되지 않습니다. 인쇄중에는 윗커버를

열지 마십시오.

�테이프 나오는 출구 부근에 인쇄한

라벨이 쌓이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테이프 카트리지를 장착하지 않거나, 

또는 바른 위치에 장착하지 않으면「테잎

없음」이나「테잎 확인」으로 표시되고

인쇄되지 않습니다.

�본 장치에서 사용할 수 없는 폭의 테이프

카트리지를 장착한 경우「테잎 없음」으로

표시되고 인쇄되지 않습니다.

�행수가 많고 장착된 테이프에 인쇄할 수

없을 때에는「행수 초과」로 표시되고 인쇄

되지 않습니다. 행수를 줄이거나 폭이

넓은 테이프를 장착하십시오.

�문자수가 많고 고정길이 내에 들어

가지 않을 때에는「범위초과 강행？」이

표시됩니다. 

이 경우는 또는

이외의 다른 버튼을 눌러 텍스트 화면으로

되돌아간 다음 문자수를 줄이든가 문자

크기를 조정하십시오. 

또는 을 누르면

고정길이를 해제하고 인쇄합니다.

�인쇄시에 표시되는 라벨의 길이는 략의

길이 입니다. 오차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백을「없음」으로 지정한 경우, 길이가

18mm 이하의 라벨은 만들 수 없습니다.

X.Xcm
1매

선택,줄변경

선택,줄변경

BS/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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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라벨을 붙인다

만들어 진 라벨은 뒷면을 벗겨 붙입니다.  

� 뒷면을 벗긴다.                                   � 단단히 문질러 붙인다.

�라벨의 종류에 따라서는 뒷면을 벗겨내기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라벨에 신나 등의 용제를 뿌린다든가 날카로운 것으로 심하게 문지르면 라벨이

찢어지거나, 떨어지거나, 문자가 지워질 수 있습니다.

�백색 잉크 라벨의 문자 부분을 금속으로 문지르면 문자가 검어지나 고무 지우개등

으로 가볍게 문지르면 원래 로 돌아갑니다.

�요철이 있는 곳에 붙이면 떨어지기 쉽습니다.

�젖었거나 기름이나 먼지로 더러워진 곳에는 붙지 않든가 떨어지든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펜 같은 것으로 쓰여진 위에 라벨을 붙이면 펜의 잉크가 라벨로 번져 표시가

손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나 일광에 노출된 곳이나 옥외에 붙이는 것은 피하십시오.

�인체, 생물, 공공 장소 또는 타인의 소유물에 무단으로 라벨을 붙이지 마십시오.

�「PRIFIA」로 만든 라벨에 하여
염화 비닐과 같이 가소제가 들어 있는 재료등 피착물의 재질, 환경조건, 첨부시의 상황

등에 의하여 라벨의 색이 변하거나, 벗겨지거나, 문자가 지워지거나, 피착체로부터

떨어지지 않거나, 접착제가 남거나, 라벨의 색이 상 물에 뭍어나거나, 피착체에 손상을

입히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용 목적, 접착면의 재질등을 충분히 확인하시어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실험하신 다음 사용하십시오. 이런 상황에 의해 발생한 손해 및 일실

이익에 해서 당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사전 양해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상으로 기본적인 조작은 완료되었습니다.

더욱 더 여러가지 기능을 외워 멋진 라벨을 만듭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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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시 자동 절단을 중지한다
여러장의 라벨을 연속 인쇄할 때 매번 라벨을 절단하지 않는 경우 또는 본 장치로 절단할 수 없는

반사 라벨, 아이론 라벨, 마그네트 테이프, 무광택 라벨, 야광 라벨을 사용하는 경우는 반드시 자동

절단을「노컷트」로 하여 인쇄하십시오.

� 을 누른다.
「설정치」메뉴가 표시됩니다.

� 을 수차례 눌러「컷트�를
표시시킨 다음 을 누른다.

「자동 컷트」메뉴가 표시됩니다.

� 를 수차레 눌러「수동」을
표시시킨 다음 을 누른다.
텍스트 화면으로 되돌아 옵니다.

� 를 누른다.
인쇄가 시작됩니다. 인쇄가 끝나도

테이프는 절단되지 않고 그 로 멈춤니다.

카트리지를 빼내어 일반 가위로 똑바로

절단하십시오.

이때 테이프 출구로 부터 3mm 정도

남기십시오.

한번 자동 절단을「수동」으로 설정하면

이후는 절단하지 않고 인쇄합니다.

전체문장 삭제를 실행해도 자동 절단

설정은「수동」인 채로 입니다.자동

절단을 유효로 하기 위해서는 다시

「설정치」메뉴(상기수순의�)에서

자동 컷트를「자동」으로 설정하십시오.

설 정 치

화 면

자동컷트

자 동

자동컷트

수 동

선택,줄변경

선택,줄변경

환경

� 를 누르면서 를

누르면, 테이프 전송의 지정화면이

되고 어느 것이든 선택을 할 수 있습니

다.「컷트」-테이프를 약18mm 보내고

자동 절단한다.

「노컷트」-테이프를 약18mm 보낸다.

�「자동 컷트」를「수동」으로 설정하여

인쇄한 경우 전후의 여백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 가위로 조정하십시오.

�여백을「없음」으로 설정한 경우 자동

절단을「자동」으로 설정해도 자동 절단

되지 않습니다. 필요한 매수가 인쇄

완료된 다음 를 누르면서

를 눌러「테이프 전송」「컷트」를

선택 하여 절단한 다음 절단 마크를

일반가위로 절단하십시오.

참조 P.50「●여백」

커터의 교환
커터는 칼날이기 때문에 장시간 계속

사용 하면 마모하여 잘 잘리지 않게

됩니다. 커터의 날은 유상 교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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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을 편집한다
입력한 문장에 문자를 삽입하거나 입력한 문장을 소거하는 등의 편집이 가능합니다.

커서 버튼의 사용 방법

디스플레이에 표시되는 종선「 」을 커서라 부릅니다. 커서는 문자를 입력, 삭제하는 위치를 나타냅

니다.

커서

커서의 이동에는 커서 키 을 사용합니다.

본 장치의 디스플레이에는 최 4문자×2행 까지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 이상의 문자를 입력하면

처음 입력한 행이나 문자는 숨어 버려 보이지 않게 되지만 커서를 이동시키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를 계속 누르면 화살표 방향으로 빠르게 이동합니다.

�엡손

커서 키 커서의 이동 방향

를 한번 누른다 왼쪽 방향으로 1 문자 이동합니다.

를 한번 누른다 앞（위）의 행으로 이동합니다.

를 한번 누른다 다음（밑）의 행으로 이동합니다. 

를 한번 누른다 오른 쪽 방향으로 1 문자 이동합니다.

를 누르면서 를 누른다 행 머리로 이동합니다. 

반복하면 앞의 행 머리로 이동합니다.

를 누르면서 를 누른다 1행째로 이동합니다.

를 누르면서 를 누른다 맨 마지막 행으로 이동합니다.  

를 누르면서 를 누른다 행 끝으로 이동합니다.

반복하면 다음 행의 끝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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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를 삭제/삽입한다 모든 문장을 삭제한다

�정기 점

�정기 점

�특별 점

� 점

전체삭제
실행?

선택,줄변경

�

BS/
취소

BS/
취소

BS/
취소

전체삭제

문자의 뒤（오른쪽）에 커서를 맞추고 를

누르면 앞 문자가 삭제됩니다.

문자를 삽입할 때는 삽입하고 싶은 곳에 커서를

맞춥니다.

예：「정기점검실시중」의「정기」를 삭제하고

「특별」을 넣어「특별점검실시중」으로 한다.

� 를 수차례 눌러「기」의
뒤（오른쪽）에 커서를 맞춘다.

� 를두번눌러「정기」를삭제한다.

x2회

커서 위치는 행 머리로 됩니다

�「특별」을 입력한다.

삽입에 의해 입력가능한 문자수(약 60문

자)를 초과한 경우는 문장끝에 메모리 풀

마크（◀）이 표시되고 초과된 문자분 만

큼 자동 삭제됩니다.

� 을 누르면서 를
누른다.
소거 메뉴의「전체삭제」가 점멸합니다.

� 를 누른다.
디스플레이가 순간 소등하고 전체 삭제가

됩니다. 삭제후에는 텍스트 화면으로

되돌아 갑니다.

입력한 문장에는 문자 크키, 종, 횡, 편집

지정 내용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체 삭제를 실행하면 이런 내용도 모두

소멸됩니다. 삭제하여도 괜찮은지 충분히

확인한 후 전체 삭제를 실행 하십시오.

�전체 삭제로는 다음의 내용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파일 등록 데이터, 각종

보존값, 한자나 기호등의 학습내용, 

문자 의 입력 방법( 문자 고정은 제외) 

�모두를 구입시점의 설정으로 되돌리고

싶을 때에는 본 장치의 초기화를 실행

하십시오.

참조 P.62「본 장치를 초기화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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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을 늘린다(줄변경)

테이프 폭과 인쇄 가능한 행수

본 장치에서는 4mm에서 18mm까지 폭의 테이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장착된 테이프 카트리지 폭에 따라 인쇄할 수 있는 문장의 행수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인쇄할 수 있음 -：인쇄 할 수 없음.）

�표시된 문장이 몇번째 행인가는 행 표시 인디케이터나 행 머리 마크（ ）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장은 3행（행 머리 마크 의 행）까지 작성할 수 있으나 3행까지 입력한 문장은 인쇄

할 수 없습니다. 2행 이내（4mm 폭 테이프는 1행 이내）로 문서를 편집하십시오.

테이프 폭

4mm 6mm 9mm 12mm 18mm

1행 ○ ○ ○ ○ ○

2행 - ○ ○ ○ ○

X행 - - - - -

행수 행머리 마크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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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행을 만든다

본 장치는 4mm 폭 테이프로 최 1행, 6,9,12,18mm 폭의 테이프로는 최 2행까지의 라벨을 만

들 수 있습니다.

디스플레이에 표시되어 있는 문장이 몇 행째인가는 행 표시 인디케이터나 행 머리 마크로 확인합

니다.

예: 

�「본사」를 입력한다.

� 를 누른다.
2행째가 생깁니다.

�「 업부」를 입력한다.

�본사

본사
업부

선택,줄변경

�본
�

본사
업부

�4mm폭 테이프는 3행（행 머리 마크

의 행）까지 작성할 수 있으나 2행 이상

입력한 문장은 인쇄되지 않습니다. 1행 이내

로 문장을 편집하십시오.

�6, 9, 12, 18mm 폭 테이프는 3행（행머리

마크 의 행）까지 작성할 수 있으나

3행째 입력한 문장은 인쇄되지

않습니다. 2행 이내로 문장을 편집

하십시오.

�커서는 로 이동합니다.

×

×



40

1행의 문장을 2행으로 바꾼다 2행의 문장을 1행으로 바꾼다

1행째의 도중에 줄변경을 하면 커서보다 뒤(오

른쪽)의 문자는 2행째로 옮겨갑니다.

예:

� 를 수차례 눌러「본사」의
뒤(오른쪽)에 커서를 맞춥니다.

� 을 누른다.
「 업부」는 개행되어 2행째로 이동합니다.

�4mm폭 테이프는 2행 이상 입력한 문장은

인쇄되지 않습니다. 1행 이내로 편집

하십시오.

2행째의 행머리 마크에 커서를 맞추고

를 누르면 1행으로 됩니다.

예:

� 를 수차례 눌러 2행째의
행머리 마크 �의 뒤(오른쪽)에 커서
를 맞춘다.

� 를 누른다.

2행째의「 업부」가 1행째로 연결되어

1행의 문장이 됩니다.

1행의 행머리 마크�는 삭제할 수

없습니다.

본사 업부

본사
업부

�

본사 업부

본사
업부

�

선택,줄변경

�본사

�본
�

�본
�

BS/
취소

BS/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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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 크기를 바꾼다
문자 크기는 를 눌 을 때 표시되는 자크기 메뉴에서 지정합니다.

몇가지 선택 경로에서 문자 크기（행의 소）를 선택합니다. 표시되는 픽토그래프（이미지 그림）에

서 각행의 문자의 균형 등 레이아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행
（구입시의 초기 설정）,       중,       소,       세로 선택한 경우 테이프 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문자 크기로 인쇄됩니다.

* 「－」은 인쇄할 수 없는 조합입니다.

* 「5」「4」「3」「2」「1」은 문자 크기를 표시합니다.

2행
각행이 다음과 같은 이미지로 인쇄됩니다.

（구입시의 초기설정값） 소 소 소소
예:

� 를 누른다.
「크기」를 선택하는 선택경로가 표시됩니다. 

� 를 수차례 눌러「2행」을 선택하고
를 누른다.

「2행」의 선택경로가 표시됩니다.

� 를 수차례 눌러「 소 」룰
선택하고 을 누른다.
문자크기가 지정됩니다.

문자 크기는 인디케이터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12mm폭 테이프와 18mm폭 테이프로는 인쇄되는 최 문자 크기는 같습니다.

�테이프 카트리지 폭에 따라 인쇄되는 행수에 제한이 있습니다.

참조 P.38「테이프 폭과 인쇄 가능한 행 수」
�서체에 무관하게 강조 등의 장식, 문자 크기,또는 그림수가 많은 문자에 따라서는

문자의 일그러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5[24] 4[19] 3[13] 2[10] 1[6]

18mm 중 소 세 -

12mm 중 소 세 -

9mm  - 중 소 세

6mm - - 중 소, 세

4mm - - - - ,중,소,세

문자 크기

테이프 폭

본사
업부

본사

업부

2행 를

2행 소 로

크기
1행

크기

2행

2행

소

선택,줄변경

선택,줄변경



횡서, 종서로 전환한다
횡서.종서의 전환은 을 눌러 전환합니다

종서

횡서(구입시의 초기 설정값)

예:

� 를 눌러「종서�를 표시시킨다.
「종서」가 지정되고 종서 인디케이터가 점등합니다.

횡서로 되돌아 갈 때는 다시 을 눌러「횡서」를

표시시킵니다.

종서 인디케이터가 소등됩니다.

텍스트 화면에는 횡서로 표시됩니다. 「종서」를 지정한 경우는 미리보기에서 확인하십시오.

가로쓰기 세
로
쓰
기

본사
업부

본
사업

부

횡서를

종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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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눌러「종서」를 표시시킨다.
참조 P.42「횡서, 종서로 전환한다.」

� 를 누른다.
「기호」메뉴가 표시됩니다.

� 를 수차례 눌러「2자리수」
를 선택하고 을 누른다.

「십단위」의「십의 위치」선택경로가 표시

됩니다

� 를 수차례 눌러 후보로부
터「10」을 선택하고 을누른다.
여기서는「십의 위치」는 10번 이므로「10」

을 선택합니다.

10번 의 선택 경로가 표시됩니다.

� 를 수차례 눌러 10번 의
선택경로로 부터「14」를 선택하고

를 누른다.
커서의 위치에「14」가 표시됩니다.

�계속하여 문장을 입력한다.

� 를 누른다.
종서의 2자리 수자가 인쇄됩니다.

종서로 2자리 숫자의 라벨을 만든다

�기호�의「십단위」는 2자리 수자를 1문자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종서 라벨로 날짜나 주소의 번지

등에「십단위」를 사용하면 예쁘게 정리되어 인쇄됩니다.

예：「14회 월례회의」를 입력한다.

�수순 ② ~ ⑤에서 조작을 도중에서 중지할 때는 를 누르십시오. 직전의 상태로

되돌아 갑니다. 이 조작을 반복함으로써 텍스트 화면에 되돌아 갈 수 있으며 조작이

취소됩니다.

�2자리 숫자는 를 눌러「십단위」를 선택하여 입력합니다. 키보드로 입력되는

숫자로는 2자리 수로 되지 않습니다..

종서

기호

십단위

기호

선택,줄변경

선택,줄변경

0010 20

10번

12 13 14 15

BS/
취소

선택,줄변경

부호

십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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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라벨에 1행과 2행의 문장을 같이 인쇄하기

선택,줄변경

선택,줄변경

단락변경

동일 라벨에 1행 문장과 2행 문장을 같이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예:    

종업원 출입금지이외

위의 라벨을 만들어 봅시다.

��종업원�을 입력한다.

� 버턴을 눌러 제2행을 입력한다.

� 종업원
� 이외

� +           버턴을 눌러�단락변경�을 한다.

� 이외
�

단락변경을 하면 다시 1행 표시가 나타납니다.

��출입금지�를 입력한다.

� 버턴을 누른다.

� 버턴으로�단락변경�이후 입력한 문장을 일시에 전부 지울수 있습니다.

��단락변경�은 1회에 한하여 가능합니다.(최 2개단락)

� 2개의 단락을 별도로 각각 편집 등 설정치를 설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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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방법편 2
풍부한 표현의 라벨을 만듭시다

「장식 문자등으로 문자의 디자인에 멋을 부리고 싶다」

「예쁜 장식 테두리를 붙이고 싶다.」

「문자와 문자의 간격을 바꾸고 싶다」

「비디오 테이프의 견출지에 맞는 라벨을 만들고 싶다」

이런 경우 으로「편집」지정을 실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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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기능을 자유 자재로

서체, 문자장식, 표작성, 문자간격,테두리, 정렬, 라벨 길이（길이 고정）,여백, 반사
문자를 지정할 때는 를 사용합니다.

을 누르면 다음의 메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검은 부분은 구입시의 초기 설정값).

메뉴 일람

메 뉴 최초 선택 경로 다음 선택 경로

명조체 자동

보통

없음

보통

서체

01

02

03

04

01

02

03

:

74

75

����
����

����
���

����
� � �

����
����

※번호로써
바로
지정
가능함.

편집

▶

서체
한 서체와 문, 숫자 서체를 지정합니다.

장식 ▶

장식
문자의 장식을 지정합니다.

테 , 표 ▶

표작성
픽토그래프(이미지 그림)과 같은 표로된

라벨을 만듭니다.

테두리
픽토그래프(이미지 그림)과 같은 장식 테

두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참조 P.96 �테두리 일람표�

간격 ▶

간격
간격을 조정합니다.

정렬 ▶

정렬
각 행의 문자의 배치를 지정합니다.

한 서체 ▶ 수서체

고딕체 명조체 고딕체

HV체 BR체

A
AA 외곽

AA 음
AA 강조
A 경사

표작성 ▶

테두리 ▶

좁게

앞

중

균등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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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이 고정
정해진 길이로 라벨을 만듭니다.

▶

여백
라벨의 전후의 여백의 유무를 지정합니다.

▶

반사문자
거울모양으로 인쇄되는 것을 지정합니다.

종료
메뉴를 종료하고 지정을 유효화합니다.

●서체
문자 서체를 지정합니다. 수체로「자동」을 선택하면 한 서체와 같은 서체가 지정됩니다.

한 명조체(구입시의 초기 설정값)              한 고딕체

아름다운 아름다운
수 명조체 수 고딕체

Beautiful Beautiful
수 BR체 수 HV체

Beautiful

메 뉴 최초 선택 경로

길이?

여백

반사

종료?

자동

보통

없음

~

MD

음악테잎

미니 DV

8mm 비디오

VHS

FD/MD

B5 파일

A4 파일

1.8cm

50cm

없음

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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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0152-S

표작성
표1 표2

표작성
표1 표2

●장식 문자
문자의 장식을 지정합니다. 

보통(구입시의 초기 설정값)                         외곽

문자장식 문문자자장장식식
음 강조

문문문문자자자자장장장장식식식식 문문자자장장식식
경사

문자장식

서체에 관계 없이 장식 문자, 문자 크기, 또는 화수가 많은 문자에 따라서는 문자의 일그러짐

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테두리, 표작성
문장(단락) 주위에 테두리를 치거나 표 형식으로 된 라벨을 만듭니다.

없음（구입시 초기 설정값）
테두리, 표작성을 하지 않습니다

표작성
행간에 가로, 세로 선을 넣어 표를 만듭니다.

표시되는 픽토그래프(이미지 그림)으로 표작성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조 P.46 「메뉴 일람」

표작성 라벨의 행 중간에도 종궤선을 넣을 때에는 를 누르고 표시되는「기호」

메뉴에서「편집」을 선택하고 그 안에 를 입력합니다.

행 중간에 세로선이 들어 있음 디스플레이 상에서는 이렇게 됩니다.

테두리
문장 주위에 테두리을 칩니다.

표시되는 픽토그래프（이미지 그림）에서 테두리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조 P.72 「테두리 일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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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격
문자와 문자사이의 간격을 선택합니다.

보통（구입시의 초기 설정값） 좁게

미리 작게 디자인되어 있는 문자에「좁게」를 지정하여도 착되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렬
2행일 때 각행의「정렬」을 지정합니다.

●길이고정 인쇄
인쇄할 라벨의 길이를 지정합니다.

참조 P.53「일정길이의 라벨을 만든다（길이고정 인쇄）」

용도별 메뉴의 라벨 길이
용도별 메뉴는 용도를 선택하면 라벨의 길이가 자동적으로 설정됩니다. 사용하는 테이프는 아래

표의「권장 테이프 폭」을 권장합니다. 

보 통 보통

앞 앞 정렬 행 머리를 전부 왼쪽으로 정렬합니다.

(구입초기의 설정값)

중 중정렬 1행째, 2행째의 중심을 맞춥니다.

균등 균등 정렬 긴 쪽의 행의길이에 맞추어 짧은 쪽의 행을 균등하게 맞춥니다.

뒤 뒷 정렬 행 끝을 전부 오른쪽으로 맞춥니다.

����
����

����
���

����
� � �

����
����

용도 길이 권장테이프 폭

MD 7.0 cm 9 mm

음악 테이프 9.5 cm 9 mm

미니DV 6.0 cm 9 mm 

8mm 비디오 7.0 cm  9 mm

VHS  14.0 cm  18 mm  

FD/MO  7.0 cm  18 mm

B5 파일 15.0 cm  12 mm

A4 파일 20.0 cm  12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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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백있음

여백없음 여백없음 여백없음

PPRRIIFFIIAA PPRRIIFFIIAA

.

.
.
.

.

.

●여백
라벨 전후의 여백 길이를 지정합니다.

「없음」을 지정하면 인쇄후에 테이프를 보내고 절단하지 않고 문자의 앞에 절단 마크를 넣어 인

쇄합니다. 필요한 매수의 인쇄가 완료되면「테이프 전송」「컷트」을 지정하여 라벨을 절단합니다.

일반 가위로 절단 마크를 절단하면 여백 없는 라벨이 완성됩니다.

있음（여백：전후 약 10mm.  구입시의 초기 설정값）

없음

절단 마크

�여백을「없음」으로 지정한 경우 길이가 18mm 이하의 라벨은 만들 수 없습니다.  

문장의 길이가 18mm이하인 경우는 인쇄 후 18mm의 길이 까지 자동으로 테이프를

보냅니다.

여러장의 라벨을 연속하여 인쇄하는 경우는 여백을「없음」으로 지정하면 테이프의 사용량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반사
입력한 문자를 거울면으로 반전시켜 인쇄합니다.

없음（정상, 구입시의 초기 설정값） 반사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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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체 한 의 서체를 지정하고

나아가 숫자의 서체를

지정합니다.

장식 문자의 장식을

지정합니다.

테∙표 테두리. 표작성 유무와 종류를

지정합니다. 「테두리」나「표작성」

을 지정하고 나아가 종류를

지정합니다.

간격 문자와 문자간의 간격을

지정합니다.

정렬 「앞 정렬」「중 정렬」「균등 정렬」

「뒷 정렬」으로 각 행의 문자의

배치를 지정합니다.

길이? 라벨의 길이를 파일이나 비디오

테이프들의 용도별 또는 cm 단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여백 라벨의 전후 여백의 유무를

지정합니다.

반사 반사문자로 인쇄할 것인지

아닌지를 지정합니다. 

편집을 지정한다

편집의 각 기능을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지정합니다.

� 를 누른다.
커서의 위치는 어디라도 좋습니다. 그러나 문장중에 반전문자가 있으면 편집기능은 지정이 불가능합니다.

�편집 메뉴를 선택한다.
를 수차례 눌러 변경할 메뉴를 점멸（또는 반전 표시）시키고 을

누릅니다.

메뉴가 선택되고 선택 경로를 지정하는 화면이 됩니다.

� 각 메뉴의 선택 경로를 지정한다. 
를 수차례 눌러 변경할 선택 경로를 점멸(또는 반전 표시)시키고 를

누릅니다. 선택 경로에 따라 다음의 선택 경로를 지정합니다.

선택,줄변경

한
고딕체

수
BR체

장식
보통

테.표
테두리

간격
좁게

정렬
앞

길이?
A4파일

여백
없음

반사
반사

편집

서체

편집

장식

장식

보통A

선택,줄변경

선택,줄변경

����
����

선택,줄변경

테두리
01

선택,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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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를 선택한다.
변경할 편집 메뉴 지정이 종료되면 다음의 편집 메뉴가 표시됩니다. 모든 지정이 완료되면

를 수차례 눌러「종료？」를 표시시킨 다음 을 누릅니다.

편집 지정이 종료되고 텍스트 화면으로 되돌아 갑니다.

지정한 편집 메뉴 내용은 문장(단락) 전체에 반 됩니다.

�조작을 도중에서 중지할 때는 를 누르십시오. 직전의 상태로 되돌아 갑니다.   

이 조작을 반복함으로써 텍스트 화면에 되돌아 갈 수 있고 지정이 취소 됩니다.

�표작성, 테두리의 종류는 신에 번호를 숫자 버튼으로 지정하여 표시시킬

수 있습니다.

�현재 편집 지정 내용은 디스플레이 표시와 함께 인디케이터의 점등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조등 장식, 문자 크기 또는 그림수가 많은 문자에 따라서는 문자의 일그러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선택,줄변경

편집

종료? 선택,줄변경

텍스트 화면으로

BS/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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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길이의 라벨을 만든다(길이고정 인쇄)

길이 고정 인쇄를 이용하면 용도에 알맞는 일정 길이의 라벨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예：MD의 라벨을 만든다（길이 7.0cm, 권장 테이프 폭9mm）

� 를 누른다.
「편집」메뉴가 표시됩니다.

� 를 수차례 눌러「길이?」를
선택하고 를 누른다.

� 를 수차례 눌러「MD」를
선택하고 를 누른다.

「편집」메뉴로 되돌아 갑니다.

� 를 수차례 눌러「종료？」
를 선택하고 를 누른다.
길이 고정 인디케이터가 점등됩니다.

�문자수가 많고 지정한 길이에 문자가 들어가지 않을 때에는「범위 초과 강행？」이 표시되고

인쇄할 수 없게 됩니다. 문자수를 줄이거나 문자 크기를 조정하는 등 변경하십시오. 그 로

또는 를 누르면 지정길이를 해제하고 인쇄합니다.

�고정 길이 인쇄할 라벨의 길이는 일단 략 값입니다. 실제로 완성되는 길이와 완전히 일치

하지는 않습니다. 

�용도별 메뉴로부터 용도를 선택했을 때는 권장 테이프 폭의 테이프를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참조 P.49 「● 용도별 메뉴의 라벨의 길이」

희망하는 길이를 수값으로 지정한다.
순서�에서 희망하는 길이를 숫자 버튼으로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10cm 이하로 하려고 하

는 경우（소수점 지정이 필요한 경우）는 순서�에서 다음과 같이 조작합니다.

�희망하는 길이 부근의 가까운 값의 숫자 버튼을 누릅니다. 예를 들어 2.6cm로 하려고 하는

경우 ② 또는 ③키를 누릅니다.

� 을 누릅니다.

� 을 수차례 눌러 희망하는 길이를 선택한 후 을 누릅니다.

선택,줄변경

편집

서체

편집

길이?

선택,줄변경

편집

여백

길이?

MD

선택,줄변경

선택,줄변경

편집

종료?

선택,줄변경

선택,줄변경

선택,줄변경



활 용 편
이런 기능도 있다

본 장치에는 더욱 편리한 기능이 있어 만든 라벨의 문장을

보존이 가능하고 필요시 불러내어 그 로 혹은 수정하여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멋진

PRIF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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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을 파일(등록)한다
작성한 문장을 본 장치에 등록하고 보존할 수 있습니다. 파일 등록한 문장은 필요시에 디스플레이

상에 불러와 몇번이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존할 수 있는 파일은 3개입니다.

●등록한 파일이나 입력한 문장등 데이터를 보존하여 두기 위해 전지를 장착하십시오. 

약 4분 이상 본 장치에 전원이 공급되지 않으면 데이터를 전부 잃을 수 있습니다.

●전지를 교환할 정도의 시간（약 4분간）은 백업용 회로에 의해 전원이 공급되지만

신속히 전지를 교환하십시오.

●장시간 보관에 의해 전지가 수명이 다하여 데이터를 잃는 수가 있습니다.

�문장을 작성한다.

� 을 누른다.
「파일」메뉴가 표시됩니다.

� 으로「등록」을 선택하고
를 누른다.

파일

등록

등록�

확인?1

�홍길동

�등록된 파일이 3개가 있으면�메모리

초과!�가 디스플레이됩니다. 아무키나

누르면 텍스트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파일을�호출�하여 불필요한 파일을 확인

하고 그 파일을 삭제하십시오.

참조 P.57�파일을 불러온다�

�파일의 삭제는�호출�과 같은 순서에

따릅니다.

�조작을 도중에서 중지하는 경우는

를 누르십시오. 직전의 상태로

돌아갑니다.  

이 조작을 반복하면 텍스트 화면에 되돌아

갈 수 있게 됩니다.

� 를 누른다.
「등록실행」으로 표시된 후 텍스트

화면으로 되돌아 갑니다.

선택,줄변경

선택,줄변경

선택,줄변경

등록실행

선택,줄변경

BS/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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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을 불러온다(호출)
파일에 등록한 문장을 디스플레이 상에 불러 옵니다. 파일을 불러오면 디스플레이 상의 문서는 전

부 삭제되고 불러온 파일의 문장과 바뀌어 집니다.

� 를 누른다.
「파일」메뉴가 표시됩니다.

� 로「호출」을 선택하고

를 누른다.
2번째 행에 불러온 파일이 표시됩니다.

보존되어 있는 파일이 없는 경우는「파일

없음」으로 표시됩니다. 아무 버튼이나 누

르면 텍스트 화면으로 되돌아 갑니다.

�파일의 내용을 확인한다.
로 파일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를 누른다.
확인 메시지（「확인？）이 표시됩니다.

�파일을 불러오면 디스플레이 상에 있는

문장은 소거됩니다.  「호출」을 선택 하기

전에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오.

�조작을 도중에서 중지할 때는 을

누르십시오. 

직전의 상태로 되돌아 갑니다. 이 조작을

반복하면 텍스트 화면에 되돌아 갈 수

있습니다.

� 을 누른다.
「호출 실행」이 표시된 후 파일 문장이

불려 오고 텍스트 화면에 표시됩니다.

파일

등록

파일

호출

호출?�

�홍길동

선택,줄변경

선택,줄변경

확인?�

�홍길동

선택,줄변경

호출실행

홍길동

BS/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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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치

인쇄 ▶

인쇄농도
인쇄의 농도를 설정합니다.

참조 P.59 �인쇄의 농도를 조정한다�

▶

화면농도
화면 농도를 설정합니다.

참조 P.59 �화면 농도를 조정한다�

컷트 ▶

자동컷트
인쇄후 자동 절단의 유무를 설정합니다.

참조 P.35 �인쇄시 자동절단을 중지한다�

초기치 ▶

초기치 복원
각종 보존치를 구입시의 상태(초기설정치)로

되돌립니다.

참조 P.61 �보존치를 초기치로 되돌린다�

보존치 설정
보존치로 환경설증을 합니다.

참조 P.61 �초기치를 변경한다�

환경 설정을 변경한다
디스플레이 농도표시나 인쇄 농도, 초기치（보전치）은 환경설정에서 변경합니다.

를 누르면 다음의 메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굵은 자는 구입시 초기 설정값）

메뉴 일람

메 뉴 첫 선택경로

-3
-2
-1

+1
+2
+3

보통

화 면
-5
:
-1

+1
:
+5

보통

자동
수동

복원?
▶

크기
서체

장식
테∙표

간격
정렬
길이?
여백
반사
종료?

종횡 상세한 항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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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농도를 조정한다. 화면농도를 조정한다.

인쇄 농도는－3 ~보통~＋3 의 7 단계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인쇄가 흐리거나 진
한 경우 조정하십시오. 보통은「보통」으로
사용하십시오.

� 을 누른다.
「설정치」메뉴가 표시됩니다.

� 「인쇄」를 선택하고 를
누른다.

� 로농도를조정하고 를
누른다.
인쇄농도가 설정되고 텍스트 화면으로 돌아

갑니다.

디스플레이 화면농도는 －5~보통~＋5
의 11 단계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디스풀
레이 표시가 보기 어려울 때는 다음 순서
로 조정합니다.

� 을 누른다.
「설정치」메뉴가 표시됩니다.

� 로「화면」을 선택하고
를 누른다.

� 으로 농도를 조정하고
를 누른다.

초기 설정값은「보통」으로 설정되어 있습니

다. 화면 농도가 설정되고 텍스트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선택,줄변경

화면농도

보통

인쇄농도

보통

인쇄농도

+1
화면농도

+1

선택,줄변경

선택,줄변경

선택,줄변경

�본 장치는 온도센서를 내장하고 있어 인쇄 헤드의 온도에 맞추어 인쇄 농도가

일정하게 되도록 자동 조정됩니다.

�인쇄 농도를「보통」이외로 설정하면 전지의 소모가 심하게 되거나 인자가

일그러지거나 흐려지거나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가끔 라벨 문자가 지워지기

쉬워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조심하십시오.

�설정을 도중에서 중지할 때는 또는 를 누르십시오. 직전의 상태로

돌아갑니다. 이 조작을 반복함으로써 텍스트 화면으로 되돌아 갈 수 있습니다.

�화면 농도나 인쇄 농도는 전체 삭제나 전원 OFF 로는 초기화되지 않습니다.

이 조작으로 다시 설정하거나 본 장치의 초기화를 실행하십시오.

참조 P.62「본 장치를 초기화한다.�

BS/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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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초기치(보존치)를 변경한다
본 장치에서는 을 누르면 다음표의 메뉴가 표시됩니다.

키 지정할 수 있는 선택 경로

자（문자）크기

횡서, 종서

서체, 장식문자, 테두리, 표작성, 문자간격, 정렬, 길이고정, 여백, 반사문자

윗 표의 메뉴를 선택하면 선택경로가 표시됩니다만 구입시에는 미리 정해진 선택경로가 보존되어

있습니다. 

구입시의 보존 값을「초기치」라고 부릅니다. 이「초기치」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서체」

의 설정치를「고딕」으로 변경시켜 두면 보통은「고딕」의 라벨이 됩니다. 

초기치를 변경하여 두면 문장을 작성할 때마다 등으로 변경시킬 필요가

없어집니다.

변경시킨 설정치는 초기치 복원으로 언제든지 초기치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각 메뉴의 초기치에 해서는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참조 P.41「문자 크기를 바꾼다」
참조 P.42「횡서, 종서로 전환한다.」
참조 P.46「편집 기능을 자유자재로」

�일반적으로 지정 내용은 전체 삭제를 실행하면 초기치의 내용으로

되돌아 옵니다.

�파일에 등록된 내용은 파일 등록시 지정 내용이 반 됩니다.

보존값 설정을 변경시킬 때에는 텍스트 화면에 입력된 모든 문장을 삭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조 P.37「모든 문장을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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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중인 문장이 없는지 확인한다.

� 를 누른다.
「환경설정」메뉴가 표시됩니다.

� 「초기치」을 선택하고

를 누른다.
「초기치」메뉴가 표시됩니다.

� 로 변경할 항목을 선택하고 또
한 설정하고 싶은 선택경로를 선택한다.
각 항목의 설정 방법은 보통의 문자 크기,

편집 기능등의 지정 방법과 같습니다.

문자크기：

참조 P.41「문자크기를 바꾼다.」
인쇄방향：

참조 P.42「횡서,종서로 전환한다.」
서체, 장식문자, 테두리, 표작성, 문자 간

격, 정렬, 고정 길이, 여백, 반사문자：

참조 P.45「사용방법편2 」

�모든 항목의 설정이 완료되면「초기치」
메뉴에서「종료？」를 선택하고

를 누른다.
초기치가 변경되고 텍스트화면으로 돌아

갑니다.

인쇄 농도와 화면 농도, 자동 절단, 이외의 모든

설정을 구입시의 설정（초기 설정값）으로 복원

시킵니다. 

�입력중인 문장이 없는 것을 확인한다.

� 을 누른다.
「설정치」메뉴가 표시됩니다.

�「초기치」를 선택하고 을
누른다.

「보존값」메뉴가 표시됩니다.

�「복원？」을 선택하고 을
누른다.

「복원실행」이 표시되면 모든 설정이 초기

치로 돌아갑니다.

초기치를 변경한다(보존치 설정) 보존치를 초기치로 되돌린다(초기치 복원)

설정치

초기치

초기치

종∙횡

초기치

종료?

선택,줄변경

선택,줄변경

선택,줄변경

선택,줄변경

설정치

초기치

초기치

복원?

복원실행

선택,줄변경

보존값의 설정을 변경하거나 초기 설정값으로 되돌린다든가 할 때에는 텍스트화면에 입력된

모든 문장을 삭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조 P.37「모든 문장을 삭제한다.」

조작을 도중에서 중지할 때는 을

누르십시오. 직전의 상태로 돌아갑니다.  

이 조작을 반복함으로써 텍스트 화면으로

되돌아 갈 수 있습니다.

BS/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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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장치를 초기화한다

부탁의 말

�본 장치는 전자기기이기 때문에 가끔 정전이나 기타 원인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 발생으로 인해 표시가 불안정하거나 전원 ON/0FF가 안되는 등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게 되는 경우는 다음 순서으로�본 장치의 초기화�를 실행하십시오.

�초기화하여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지만 만일�본 장치의 초기화�로도 정상적으로

동작되지 않는 경우에는 구입하신 판매점에 수리 의뢰하십시오.

초기화나 수리, 검사 등을 실행하면 파일 데이터 등 등록된 내용이나 학습내용 모두가

지워져서 복원이 안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기화란
초기화 조작에 의해 다음의 내용 모두가 구입시의 상태로 돌아갑니다.

조작전에 충분히 확인한 다음 초기화하시기 바랍니다.

●입력한 문장 ●파일 데이터 ●보존값의 설정값

●화면 농도의 설정값 ●인쇄 농도의 설정값 ●자동 컷팅의 설정값

●기타의 학습내용

� 를 눌러 일단 전원을 끈다.

� 과 를 누르면서 를
누른다.

「초기화？」가 점멸합니다.

� 를 누른다.
초기화가 실행되고「초기화실행！」이 표시

된 후 타이틀 화면, 입력 모드가 표시되고

텍스트화면으로 됩니다.

을 눌러도 전원이 끊어지지 않을 때에는

AC 어댑터를 빼고 전지도 빼냅니다. 다음에 다

시 한번 전지를 넣고（또는 AC 어댑터를 콘센트

에 꼽는다）다시 한번 를 눌러 전원을 넣어

「전원 ON/OFF가 가능한 때」에 따라 초기화를

하십시오.

전원 ON/OFF가 가능한 때 전원 ON/OFF가 불가한 때

ON/OFF

ON/OFF

ON/OFF

ON/OFF

선 택

초기화?

초기화
실행 !

�초기화를 중지할 때는

이외의 키를 눌러 주십시오.

�정말로 초기화해도 문제 없습니까?

지금까지 등록한 파일등 여러 데이터나

학습내용이 삭제됩니다. 초기화를

실행하기 전에 충분히 검토하십시오.

BS/
취소

선택,줄변경선택,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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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표시가 나왔을 때는

잘못 조작하면 화면이 순간적으로 꺼집니다. 또한 약 5분간 아무 조작도 하지 않으면
전지의 소모를 막기 위해 전원이 자동으로 꺼지고 화면도 꺼집니다. (자동 전원 OFF)

화면이 꺼졌을 경우

오류 메시지가 표시될 때는

전지가 소모되었습니다. 전원을 끊고 전지를 모두 새 AA알카리 전지로 교환

하십시오. 또 전지의 방향이 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지의 방향을 확인

하십시오. 또한 가능한 한 전용 AC어댑터를 사용하십시오.

참조 P.18 �1. AC 어댑터를 접속한다.�
참조 P.18 �2. 전지를 넣고 사용할 때는�

테이프 카트리지가 장착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원을 끄고 테이프 카트리지를

바르게 장착하십시오.

참조 P.20 �3. 테이프 카트리지를 장착한다.�

본 장치에서 사용할 수 없는 테이프 카트리지를 장착했던가 정확한 바른 위치에

장착되지 않았습니다. 전원을 끄고 테이프 카트리지를 확인하십시오.

참조 P.20 �3. 테이프 카트리지를 장착한다.�

문장의 행수가 너무 많아 장착된 체이프 카트리지로는 인쇄나 미리보기를 할 수

없습니다. 아무 버튼이나 눌러 텍스트 화면으로 돌아가 폭이 넓은 테이프

카트리지를 장착하거나 행을 삭제하거나 행수를 줄이십시오. 

참조 P.38 �테이프 폭과 인쇄 가능한 행 수.�

고정길이로 지정한 테이프의 길이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무 버튼이나 눌러

텍스트 화면으로 돌아가 문자수를 줄이든가 문자의 크기를 작게 하십시오. 

또는 (        )를 누르면 고정길이를 해제하고 인쇄 또는 미리보기

를 강행합니다. 참조 P.53 �일정 길이의 라벨을 만든다.(길이고정 인쇄)�

연속적으로 인쇄를 실행했기 때문에 인쇄 헤드가 과열되었습니다. 전원을 끊고

테이프 카트리지를 빼고 인쇄헤드를 식히기 위해 잠시 가만히 놓아 두십시오.

모터 동작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인단 전원을 끊었다가 다시 넣으십시오. 같은

메시지가 반복되는 경우 PRIFIA 고객 상담실로 연락주십시오.

참조 P.78 �애프터 써비스(A/S)에 해�

커터 동작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일단 전원을 끊은 다음 다시 넣어 주십시오.

같은 메시지가 반복되면 PRIFIA 고객 상담실로 연락주십시오.

참조 P.78 �애프터 써비스(A/S)에 해�

메 지 지 원 인 ∙ 책

전지교환

테잎없음

테잎확인

행수초과

범위초과
강행?

헤드과열!

모터이상!

컷터이상!

미리보기

표기 이외의 표시가 나왔을 때는 PRIFIA 고객 상담실로 연락 주십시오.

참조 P. 78 �애프터 써비스(A/S)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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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이라 생각하기 전에

키를 눌러도 화면에 아무것도

표시되지 않음

●AC어댑터는 단단히 접속되어 있습니까?

본장치의 AC어댑터 삽입구와 콘센트에

단단히 접속하여 주십시오.

●전지는 바르게 장착되어 있습니까?

전지의 방향을 반 로 접속되어 있으면

전원은 ON되지 않습니다.

●전용AC어댑터 이외의 AC어댑터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봉된 AC어댑터(AC0615K)이외의

AC어댑터를 사용하면본 장치의 회로에

손상을 주거나 과열하여 단히 위험합니다.

●전지가 소모되어 있지 않습니까?

소모된 전지를 사용하면 전원이 들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지 교환!�이 표시되면

바로 새 전지로 교환하십시오.

●화면의 농도는 적절합니까?

화면의 농도에 따라서는 화면이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화면이 잘 보이지 않는 경우는 화면 농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참조 P.59 �화면농도를 조정
한다.�

정상으로 동작하지 않는다.

본 장치는 전자기기로서 가끔 정전기나 기타

요인에 의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에 따라 불안정하다든가 전원의

ON/OFF가 안된다든가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게 되었는 경우�본 장치의 초기화�를 실행해

보십시오. 

참조 P.62�본 장치를 초기화 한다.�

ON/OFF 를 눌러도 아무것도

인쇄되지 않는다.

●문장은 입력되어 있습니까?

아무것도 입력되어 있지 않으면 인쇄되지

않습니다.

●화면에 메시지가 표시되었습니까?

준비중이면 인쇄되지 않습니다.

화면 메시지를 확인하십시오.

●소모되지 않은 테이프 카트리지가 바르게

장착되어 있습니까?

테이프 카트리지가 없든가 윗 커버가 닫히지

않았다든가 하면 인쇄할 수 없습니다.

테이프 카트리지를 바르게 장착하고 윗

커버를 단단히 닫아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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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가 깨끗하게 인쇄되지 않는다.

●테이프 카트리지는 바르게 장착되었습니까?

테이프 카트리지를 바르게 장착하지 않으면

깨끗하게 인쇄되지 않습니다.

테이프 카트리지를 꺼내고 다시 한번 순서에

따라 장착하십시오.

참조 P.20 �3. 테이프 카트리지를
장착한다.�

●인쇄 헤드는 더러워지지 않았습니까?

인쇄헤드에 먼지나 티끌이 붙어 있으면

문자의 일부분이 흐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별매 헤드 크리닝 킷드(RC15) 또는 헤드

크리닝 테이프(SR18C)을 사용하거나

면봉에 시판 약용 알콜(에틸 알콜)을 뭍혀

인쇄 헤드를 청소하십시오.

●전지는 소모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지 교환!�이 표시되면 바로 새 전지와

교환 하십시오.

문장 도중까지만 인쇄한다.

●테이프가 남아 있습니까?

신품 카트리지를 장착하십시오.

참조 P.20�3. 테이프 카트리지를
장착한다.�

●전지가 소모되지 않았습니까?

�전지 교환!�이 표시되면 바로 새 전지와 교환

하십시오.

라벨 인쇄 후 자동 절단되지

않는다.

●�컷트�를�수동�으로 설정하지는

않았습니까?

�컷트�를�수동�으로 설정하면 인쇄후 자동

절단 하지 않습니다.

참조 P.35�인쇄시 자동 절단을
중지한다.�

●여백을�없음�으로 지정하지 않았습니까?

여백을�없음�으로 지정하면�컷트�를

자동으로 설정하여도�자동�절단하지 않고

문장 앞에 절단 마크를 인쇄합니다.

참조 P.50�●여백�

●컷터의 날이 마모되지 않았습니까?

컷터는 칼날이므로 장기간 계속 사용하면

마모하여 잘 자르지 못하게 됩니다.

컷터의 날 교환은 유상입니다. 구입하신

판매점, 또는 당사 고객 상담실로 연락

하십시오.

참조 P.78�애프터 서비스(A/S)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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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내용이 지워져 버렸다.

●전지는 장착되어 있습니까?

등록한 파일이나 입력한 문장의 내용을

보존하여 두려면 반드시 전지를 장착하여

두십시오. 약 4분 이상 본 장치에 전원이 공급

되지 않으면 데이터 모두 잃을 수 있습니다. 

또한�전지 교환!�이 표시되면 전지가

소모되어 있습니다. 바로 새 전지로 교환

하십시오.

●전원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전지를 교환

하지 않았습니까?

전지교환은 반드시 전원을 끄고 실행

하십시오. 전원이 들어간 상태에서 전지

교환을 하면 등록된 파일이나 입력한 문장, 

학습 내용 등 데이터 모두를 잃을 수

있습니다.

●본 장치를 초기화했습니까?

본 장치를 초기화하면 등록한 파일이나

입력한 문장, 학습 내용 모두를 잃을 수

있습니다.

라벨을 붙일 수 없다.

●뒷 종이는 벗겼습니까?

뒷 종이를 벗기십시오.

참조 P.34 �9. 라벨을 붙인다.�

●붙이는 장소가 더러워져 있다든가, 요철이

있지는 않습니까?

표면이 울퉁불퉁한 장소나, 먼지, 기름

등이 뭍어 있는 장소에는 붙여지지 않습니다.

상기와 같은 곳이 아닌 곳이나 상기 항목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 되지 않을
때에는 구입처, PRIFIA 고객 상담실로 연락
하십시오. 

참조 P.78 �애프터 서비스(A/S)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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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일람표

분 류 기 호

부 호

약 호

괄 호

단 위

화 살 표

수 학

숫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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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류

십단위

공공용

환 경

화 물

업 무

스포츠

오 락

비 디 오

음 악

경 고

기 호

2행숫자(00 10 20 30 40 50 60 70 80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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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류 기 호

생 물

탈 것

음 식

일 정

일상생활

계 절

가 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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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자 리

분 류

12간지

그리스어

유 럽

편 집

기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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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두리 일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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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어 입력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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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310 주요 사양

� 입력

●입력장치
KS배열 준거 키보드식(67키)

문자키 46, 기능키 21

●입력상태
KS완성형 한 입력

KS배열 준거 키보드 입력

일본어 히라가나/카타카나 입력

Caps Lock, 기호입력

●한자변환
학습기능부 최장일치 방식

상용구/단한자 변환 방식

상용구 변환:약 15,000어

단한자 변환:약 2,500어

(상용구 학습용량:약 20어)

(단한자 학습용량:약 30어)

� 표시

●표시장치 Dot Matrix TN액정파넬

●문자표시 16dot×16dot×4chr×2line

●인디케이터 18개

� 기억

●문장메모리 최 64문자

●내장파일 최 64문자×3파일

파일:등록, 호출, 삭제

� 폰트

●내장문자수 전체 8,443문자

완성형 한 : 2,350문자

한 자모음 : 51문자

한자 : 4,888문자

일본어(히라가나, 카타카나): 192문자(종서포함)

기호, 숫자, 기타 : 523문자(종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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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장폰트 Bitmap폰트
명조체폰트 : 한 , 숫자, 한자, 히라가나, 카타카나

고딕체폰트 : 한 , 숫자

Sans Serif HV체 : 숫자

Serif BR체 : 숫자

� 인쇄

●인쇄방식 열전사 PRO방식

●헤드구성 박막 Thermal(180dpi/64dot)

●테이프폭 검출 Lx테이프규격검출공 응

4소자 16종 검출(사용가능 테이프5종)

●컷 터 본체내장 자동 직선 절단

� 인쇄기능

●문자구성 5단계 5종
1 : 16dot×16dot

2 : 24dot×24dot

3 : 32dot×32dot

4 : 48dot×48dot

5 : 60dot×60dot

●인쇄방향
횡서(가로쓰기), 종서(세로쓰기)

●문자크기
1행 : ∙중∙소 ∙세

2행 : ∙ 소∙소 ∙소소

●편 집
서 체 : 한 명조체, 고딕체

수 자동, 명조체, 고딕체, HV체, BR체

장식문자 : 보통, 외곽, 음 , 강조, 경사

테두리∙표작성 : 없음, 표작성 01~04(4종), 테두리 01~75(75종) 

(숫자로 입력 가능)

문자간격 : 보통, 좁게

정 렬 : 앞정렬, 중정렬, 균등, 뒤정렬

길이고정 : MD, 음악테이프, 미니DV, 8mm비디오, VHS, FD/MO, BS파일, 

A4파일, 자동, 1.8cm~50cm

앞정렬, 중정렬, 균등, 뒤정렬(길이고정시만)

여 백 : 보통, 없음

반사인쇄 : 반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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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농도
-3, -2, -1, 보통, +1, +2, +3(7단계)                

●화면농도
-5, -4, -3, -2, -1, 보통, +1, +2, +3, +4, +5 (11단계) 

●초 기 치
종∙횡 , 문자크기( 크기), 편집

(Reset복원? 있음)

� 전원, 기타

●주 전 원
220V(전용어댑터(AC0615K)를 사용할 것)

●보조뱃터리
단 AA알카리건전지×6개

●전원스위치
버턴식

●자동전원 OFF         
조작종료후 약 5분뒤 전원을 자동적으로 OFF함

●크기∙중량
약 171W×191D×55H(mm)

약 500g(전지, 테이프 카트리지 제외)

●동봉품
테이프카트리지(SS12K)

AC어댑터(AC0615K)

사용설명서

단 AA알카리 건전지 6개



사용하는 EPSON 제품이 제 로 작동하지 않거나 메뉴얼에 제공된 해결
방법들을 사용하여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아래의 고객지원센터로
연락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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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지원 정보 (애프터 서비스(A/S)에 해)

고객 지원 센터

한국엡손 홈페이지

한국엡손(주)  1566-3515(지역번호 없이)

본 제품의 서비스는 한국엡손의 택배수리로 지원됩니다.

무상보증기간내의 택배 비용은 한국엡손이 부담합니다.

(한국엡손의 지정업체 이용시)

한국엡손 홈페이지에서는 최신의 제품정보, Q&A, 각종 행사

에 한 정보를 24시간 제공합니다.

http://www.epso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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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증 서

� 보증내용
1. 본 제품은 철저한 품질관리에 따른 엄격한 검사로 우수한 제품임을 보증합니다.

2. 구입하신 날로부터 1년간의 무상보증기간중에 정상적으로 사용한 상태에서 자연 발생된

고장인 경우 무상으로 수리하여 드립니다. 단, 다음과 같은 부주의로 발생한 경우에는

무상 보증기간내라도 유상으로 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취급부주위로 발생한 고장 및 파손

�사용설명서에 기재된 사용방법과 주의사항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고장. (즉, 사용자의

과실인 경우)

�전원장애로 인해 발생한 경우

�보증기간내라도 분해 청소를 원하거나, 소모품의 교환을 요청하는 경우

�본사 지정 수리요원 이외의 사람이 수리하여 제품의 내용을 변경 또는 손상시킨 경우

3. 보증기간이 지난후에는 정비 보수계약 혹은 수리요청에 의하여 유상서비스를 받게됩니다.

※고장이 발생했을시에는 우선 구입처로 연락하여 주시고, 처리 불가능한 경우에는 고객

상담실로 의뢰하시면 신속 정확한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권장 및 주의사항
1. 저희 제품을 구입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보증서의 Serial No란에 본체의 시리얼

넘버를 기록하시고 구입 리점명과 전화번호를 아울러 기록해 주십시오.

2. 제품을 안정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라벨을 출력하신 후 사용이 끝나시면 전원을 꺼

주시기 바랍니다.

3. 소모품은 반드시 당사에서 공급하는 Lx-Tape소모품을 사용하셔야 하며, 소모품 교환

시에는 전원을 꺼 주시고 지시한 방법에 맞추어 카트리지를 교체해 주십시오.

4. 보증서가 없거나 기재사항에 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소비자보호법상에 명시되어

있는 품질보증기간 기준에 따라 유상 또는 무상 애프터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5. 본 보증서는 국내에서만 유효하며, 재발행하지 않으므로 분실에 주의하여 주십시오.

리점 명

전 화

담 당 자

주 소

성 명 전화

Serial No

년 월 일

제품 보증서

구입일로부터
1년간 보증함

Model Name      OK310

리
점

구
입
제
품

구
입
일

구
입
자



OK 310

제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제품 근처에 

본 책자를 보관해 두고 사용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