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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rcode Label Printer

Software

(BarTab1 User's Manual)
        

다모아시스템 dma.co.kr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륜2동 39-1번지

TEL:(051)552-4336 FAX:(051)552-4329
***본 설명서는 다모아시스템 에서 판매하는 BarTab Software에 관한 사용자 설명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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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안전수칙
1. 전원

   220～240VAC 전원을 사용하십시오.

2.제품을 분해하지 마십시오.

  이 프린트에는 고전압의 부품들이 사용되었으므로 사용자가 임의로

  분해하지 마십시오.

  프린터를 수리하려 할 때에는 가까운 본사 에 연락하십시오.

3.인쇄시 프린터 헤드는 고온이 됩니다.

  인쇄가 되는 동안이나 인쇄가 끝난 직후에는 프린터 헤드를 만지지 

  마십시오.

4.덮개

  덮개는 프린터를 오염과 먼지로부터 보호합니다.

  덮개 위에는 무거운 물건을 올려놓지 마십시오.

프린터의 올바른 사용방법
1.전원 코드 연 결시 반드시 프린터를 OFF 하십시오.

2.전원이 꺼진 후 다시 켜려면 반드시 10초 이상 기다렸다가 전원을 켜십시오.

3.다음과 같은 위치에서는 프린터를 설치하지 마십시오.

  -실내온도가 5°C (41F)이하이거나 35°C (95F)이상인 곳.

  -습도가 30% 이하이거나 80% 이상인 곳.

  -카펫이 깔린 곳.

  -먼지가 많은 곳.

  -직사광선에 노출이 되는 곳.

  -화학약품이 놓여 있는 곳.

  -진동이나 충격이 있는 곳.

4.인쇄지 주의사항

  -용지 없이 인쇄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규격용지를 사용하십시오.

  -규정된 리본을 사용하십시오.

  -정기적으로 프린트 헤드와 용지가 지나는 통로의 먼지를 제거하십시오.

  -프린트 자체를 청소할 대는 물에 묽게 탄 중성세제를 천에 묻혀 이용하고,

   벤젠이나 신나와 같은 용재를 변색의 원인이 되므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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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프로그램 초기화면

 -.프로그램 설치후 화면 (업체에따라서 화면구성은 다름니다.)

2.라벨이름

   가.“라벨이름”을 클릭 하시면 현재 쓰는 라벨폼 종류를 선택

        할수 있습니다. 

   나.“5”번 검색창이 뜨면 현재 사용하고자 하는 라벨 폼선택후

        입력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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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라벨복사,입력,검색

  가.자료복사 입력방법

     1.옆그림 과같이 화살표 부분에

        마우스 클릭후 컴퓨터 키보드 ꍡ키를 누르면 자료복사

        화면이 나옵니다.(다른이름으로 저장할수 있는 기능)

   나.검색(자료입력)

     1.자료입력을 클릭하시면 위설명 과같이 저장한 자료를

        선택하실수 있습니다.

  

4.라벨인쇄

   1.제공된 케이블을 컴퓨터와 프린터에 연결 연결하십시오.

   2.프린터 리본,라벨을 장착하십시오.

   3.프로그램에서 인쇄 버튼을 누르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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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기타 

-.제품번호 입력방법

  가.아래그림 "1"번 의 번호를 다모아시스템에 알려주시면

      제품번호를 등록하여 알려드립니다.

  나.아래그림 "2"번 의 "제품번호 입력"란을 더블클릭하세요.

  다.아래그림 "3"번 의 "제품번호 입력"란에 제품번호 입력후

      프로그램 종료후 다시실행 하십시요.

 라.아래그림 "4"번 의 "제품번호 입력"란에 OK..가 나오면 제품번호     

     입력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