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라벨 프린터와 접속하여 시험 데이터를 인쇄할 수 있습니다.

버튼을 길게 눌러서 본체의 전원을 ON합니다.

버튼을 1초 이상 길게 누릅니다. 

    설정한 일시가 표시됩니다.

       버튼 중 하나를 누릅니다.

    

    현재 설정된 프린터가 표시됩니다.

 를 누르면, 표시가 점멸합니다.

       버튼으로 프린터를 선택합니다.

※ 선택 중에는 표시가 점멸합니다.

    P900을 선택하고,

  버튼을 눌러서 설정을 완료합니다.

  KEW 6207 「전기용품 안전성 시험기」 

  ※ 프린터와 접속하기 위해서는 옵션의 프린터 케이블(MODEL 7289)이 필요합니다.

   사용할 PT-P900W(브라더) 프린터의 설정 방법



  프린터에 이미지를 등록하여 시험 데이터의 좌측 여백에 등록 이미지를 프린트할 수 있습니다.

  ※ 이미지는 다음의 사양으로 준비하여 주십시오.

  *주의 : 이미지 사이즈가 크면 시험 데이터도

            인쇄되지 않습니다.

  이미지 형식 : 비트맵(.bmp) 이미지

  사이즈 : 454 x 454 픽셀 이하

  컬러 : 흑백 2계조

  ◆ 등록 방법

1. 프린터의 전원을 켜고, USB 케이블을 사용하여 PC와 접속하여 주십시오.

2. PC의 "시작" 메뉴에서 "P-touch Transfer Manager"를 기동합니다.

  KEW 6207 「전기용품 안전성 시험기」 대응 프린터

   사전에 "라벨 프린터 PT-P900W"(*이하 프린터)의 프린터 드라이버 및 "P-touch Editor"를 인스톨하여 주십시오.

   최신 드라이버 및 소프트웨어는 "브라더 코리아"에 문의하여 주십시오.

  PT-P900W(브라더) 회사명・로고 등록 방법

  ※ 회사 로고 또는 현장명 등, 필요한 정보를 미리 이미지화(비트맵 이미지) 해야 합니다.

등록 이미지(회사명・로고)

등록 이미지(현장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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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 II TEST

Result : PASS

Measured Value

Insulation test      :>21 Mohm

Run leakage      : 0.11 mA

Load current     : 5.14 A

Date                : 2021/02/28

Next Date     : 2021/07/28          

현장명 : 세진빌딩

시험기기 : KEW6207

시리얼 번호 : 0000001

시험 담당자 :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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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성"을 선택합니다. 이 때, 프린터는 PT-P900W로 선택하여 주십시오.

4. 전송할 이미지 파일을 드래그 앤 드롭으로 지정합니다.

※ 전송할 이미지 파일을 드래그 앤 드롭으로

이동시켜 주십시오.



5. 전송할 이미지 파일을 우클릭하여 "메뉴"에서 "키 할당"을 선택합니다.

6. 키 할당 창이 표시되면,  "1" 을 선택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7. "전송"을 클릭합니다.

※ "전송"이 아닌 "전송 파일 저장"이 표시되는 경우, 드라이버가 올바로 인스톨되어 있지 않거나,

 PC와 프린터가 올바로 접속할 수 없고, 프린터의 전원이 꺼져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8. "확인"을 클릭합니다.

9. 전송이 완료되면, "확인"을 클릭합니다.



10. "파일"을 클릭하고, "끝내기"를 선택하여 종료하여 주십시오.

※ 본 매뉴얼에서는 "포토샵"을 이용한 이미지 편집 방법을 소개해 드립니다.

1. 포토샵을 실행하고, "파일"→"새로 만들기"를 선택하여 다음과 같이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등록 이미지의 대지 편집)

  PT-P900W(브라더) 등록 이미지 편집 방법



포토샵을 실행하고, "파일"→"열기"를 선택하여 회사 로고를 불러옵니다. (PDF 또는 JPG)



2. "파일"→"열기"를 선택하여, 편집할 회사 로고를 불러옵니다. (PDF 또는 각종 그림 파일)

(본 예제에서는 Kyoritsu 로고를 사용)

3. 사각형 선택 도구를 클릭하고 복사할 영역을 지정한 후, Ctrl+C를 눌러 영역을 복사합니다. 



4. 편집할 탭을 선택하고, Ctrl+V를 눌러 편집할 대지에 복사한 로고를 붙여넣습니다. 

크기 조정을 위해 Ctrl+T를 눌러 대지에 알맞게 이미지 크기를 조정하여 주십시오.

5. 로고 하단에 편집할 상호명을 사각형 선택 도구로 복사할 영역을 지정하고 Ctrl+C로 복사합니다.



6. 편집할 탭을 선택하고, Ctrl+V를 눌러 편집할 대지에 복사한 로고를 붙여넣습니다. 

크기 조정을 위해 Ctrl+T를 눌러 대지에 알맞게 이미지 크기를 조정하여 주십시오.

7. 호환 라벨 프린터는 컬러 색상이 지원되지 않으므로, 색상 로고는 흑색으로 변환해야 합니다.

붙여넣은 등록 이미지 중에 컬러로 된 레이어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8. "이미지"→"조정"→"흑백"을 선택하고, "확인"을 클릭하면, 색상이 회색으로 변환됩니다.



9. "자동 선택 도구"를 선택하고, 허용치를 다음과 같이 설정한 후, 회색으로 변경된 부분을 클릭하면, 

해당 영역이 자동으로 지정됩니다.

10. 전경색을 흑색으로 설정하고, Alt+Del 키를 누르면 선택 영역이 흑색으로 변환됩니다.

①

②

③ 색상 변경할 부분을 클릭

② 색상이 흑색으로 변경

①



11. 작성이 완료된 로고를 저장하기 위해, "파일"→"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선택합니다.

12. 저장할 폴더①를 선택하고, 파일명②을 입력한 후, 형식③을 BMP로 선택하고, "저장"을 클릭합니다.

①

②
③



13. BMP 옵션 창이 표시되면, 파일 형식을 "OS/2"로 선택하고, "확인"을 클릭하여 편집을 종료합니다.

14. 저장된 폴더를 열어, 등록 이미지를 확인하여 주십시오.

확인이 완료되면, 상기의 "등록 방법"을 참조하여 이미지를 등록하여 주십시오.

참고 : 로고가 없는 회사에서는 텍스트로 입력하여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