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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개 

1.1 시작하기 

Window의 시작을 클릭 후 “Golabel”을 선택하거나  아이콘을 클릭해 고라벨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1.2 메인 디스플레이 스크린 

고라벨 프로그램을 시작하면 고라벨 메인 디스플레이 스크린에는 2 개의 작업 영역과 3 개의 도구 세트가 있습니다.  

1) 도구 세트: 

 화면 위쪽 도구 세트 

 화면 왼쪽 오브젝트 도구 세트 

2) 작업 영역: 

 라벨 디자인 영역 

 Command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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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작업환경 

2.1 개요 

 아이콘을 클릭해 라벨 디자인 및 편집을 위한 새로울 파일을 생성합니다. 스크린에는 2개의 작업 영역이 

있습니다. 왼쪽 영역은 라벨 디자인 영역이고 오른쪽 영역은  Command Area입니다. 사용자는 라벨을  디자인, 편집, 

삭제할 수 있으며 "ezpx" 확장자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고라벨은 항상 파일 이름과 함께 "ezpx" 확장자로 파일을 

저장합니다.) Command Area에서 사용자는 라벨을 왼쪽 디자인 영역에서 프린터 Command 포맷과 함께 Command 

Area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2.2 Command 영역 

Command Area로 전송된 "TEXT/ASCII" 포맷의 라벨은 PC에서 편집 및 저장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DOS 모드에서 

COPY, PRINT, TYPE와 같은 DOS 명령어를 사용해 TEXT/ASCII 파일을 통제하고 프린터로 바로 전송해 인쇄 할 수 

있습니다. Command Area의 명령은 바로 라벨 디자인 영역으로 부터 전송됩니다. 고라벨은 SI 엔지니어와 소프트웨어 

디자이너 위한 빠르고 편리한 작업 도구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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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라벨 도구 설정 

3.1 기본 도구 세트 

고라벨은 사용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스크린 위쪽에 도구 세트 아이콘이 있습니다. 사용자는 도구 세트의 

아이콘을 클릭하거나 편집 명령을 클릭할 수 있습니다. 아이콘 기능에 관한 설명은 아래를 참조하세요. 

Tool Set 

 
새로 만들기 

 
입력취소 

 
열기 

 
되돌리기 

 
저장 

 
앞으로 이동 

 
다른 이름으로 저장 

 
뒤로 이동 

 
닫기 

 
왼쪽 맞춤 

 
모두 닫기 

 
중앙 

 
라벨 설정 

 
오른쪽 맞춤 

 
프린터 설정 

 
모두 선택 

 
인쇄 

 
모두 선택 취소 

 
데이터 베이스 선택 

 
왼쪽에게 맞춥니다 

 
클립보드로 라벨 복사 

 
수평 센터에게 맞춥니다 

 
복사 

 
오른쪽에 맞춥니다 

 
붙여넣기 

 
위로 맞춥니다 

 
잘라내기 

 
수직 센터에게 맙춥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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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ol Set 

 
삭제 

 
가상 터미널 

 
아래에 맞춥니다 

 
교정 센서 

 
가로 간격을 

 
프린터 날짜/시간 설정 

 
새로 간격을 

 
프린터로 개체 다운로드 

 
IP 설정 

 
프린터 개체 삭제 

 
알람 매개 변수 설정 

 

프린터와 Golabel 개체 기록 

동기화 

 
알림 메시지 설정 

 
언어 

 
Godex 프린터 검색 

 
스타일 설정 

 
프린터 제어 

 
십자선 사용/사용안함 

 
GoLabel 온라인 도움말   

 



GoLabel On-line Help 

5 
 V1.002G 

 

3.2 Object Tool Set 

Object Tool Set 

 수평선 
 

Pdf 417  

 
수직선 

 
Maxicode  

 
사선 

 
Data Matrix  

 
Box 

 
QR Code  

 
직사각형 채우기 

 
Micro PDF 417 

 
타원 

 
Aztec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Composite 

 
Triangle 

 
텍스트 

 
Diamond 

 
윈도우 텍스트 

 
바코드 

 
그래픽 

 
GS1 데이터 바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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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반적인 작업 

4.1 첫번째 라벨 만들기 

 라벨 파일 열기 및 저장  

 새로운 라벨 파일 열기 

“속의” 탭의 “새로 만들기”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라벨 파일 저장 

디스크에 라벨 파일 저장을 위해 “저장”  또는 “다른 이름으로 저장”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가 나타나면 파일 이름을 입력해야 합니다. (고라벨 파일 타입인 "ezpx"는 

자동으로 설정되므로 파일 이름에 포함시키지 마세요.) 파일 이름을 입력 후 저장 아이콘을 누릅니다.    

만약 "TEXT/ASCII" 형식으로 파일을 저장하고 싶다면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Command Area에서 

“TEXT/ASCII” 포맷은 사용자가 수동으로 편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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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존재하는 파일 열기 

 “속의” 탭의 “열기”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존재하는 파일을 열 때 커서로 파일을 선택하면 미리보기가 나타납니다. "열기" 아이콘을 눌러 파일을 열거나 

파일 이름을 더블클릭 합니다. 고라벨에서 생성된 "ezpx"파일만 사용 가능합니다.  

 참고 2: "cmd" 파일 타입에서 EXPL 명령어인 "Text/ASCII" 포맷만 고라벨을 통해 복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픽, 사진, 그림과 같은 내용이 손실될 수 있으며 손실된 경우 고라벨을 통해 다시 생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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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프린터 설정 변경 

“속의”탭의 “프린터 설정”  아이콘을 클릭하거나, 라벨 디자인 영역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 후 “프린터 

설정”을 선택합니다. 프린터 설정에서 적절한 값을 입력합니다. 

 첫 번째 칸에서 고덱스 바코드 프린터 모델명을 선택합니다. 프린터 모델명을 프린터 아랫면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바코드 프린터 모델이 지원하지 않는 기능이라도 모든 칸이 설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떼어 내는 위치:  프린터의 멈춤 위치는 (+/- 값, 단위 : mm) 앞뒤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값이 커질수록 두 

라벨 사이가 멀어집니다. 설정 값은 라벨의 높이와 같거나 크면 안됩니다. 모든 바코드 모델에는 자체 설정 

떼어내는 위치의 제한이 있으므로 사용자는 프로그래밍 설명서에 명시된 EZPL 명령 (^ E)에 대한 설명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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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데이터베이스 인쇄 설정 

 “속의”탭의 “프린터 설정”  아이콘을 클릭하거나, 라벨 디자인 영역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 후 

프린터 설정을 선택합니다. ’’Miscellaneous’’. 

  “Miscellaneous” 탭을 클릭하고, 사용자는 각 해당 내용을 설정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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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라벨의 사본"과 "인쇄 수량" 값을 라벨 사본 또는 인쇄 수량에 맞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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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라벨 사이즈 및 매체 타입 선택 

 “속의”탭의 “라벨설정”  아이콘을 선택합니다. 

 "너비", "높이", "왼쪽 여백", "위쪽 여백"을 포함해 라벨 파라미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라벨 설명칸에 라벨 이름을 입력하고 표준으로 저장하면 "표준 페이지 폼"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고라벨을 시작할 때, 사용자는 "표준 페이지 폼"에서 저장된 "일반 테이블"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설정을 위해 다양한 단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mm/ cm/ dot/ i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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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지 타입 선택  

 모든 라벨은 라벨과 라벨 사이에 간격이 있고 이 간격을 라벨 간격이라고 부릅니다. 

 페이퍼 롤을 사용하는 팩스와 같이 연속 용지를 사용할 때 라벨과 라벨 사이에 간격을 포함시키고 

싶다면 용지 길이를 설정해야합니다. 

 블랙 마크 용지: 라이너 뒤쪽에 미리 검정색 또는 칸으로 인쇄된 줄이 있습니다. 이 블랙 마크의 너비, 

위치 그리고 Zsign을 설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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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블 매치 선택 

 Print Order: 라벨 인쇄 순서를 복사함으로써 선택할 수 있습니다. 왼쪽으로부터 오른쪽 또는 위에서 

아래로. 

 Horizontal: 라벨을 나누어 수평 레이아웃으로 만듭니다. 

 세로: 라벨을 나누어 수직 레이아웃으로 만듭니다. 

 Horizontal Gap/Pitch: 라벨 사이의 수평 간격을 설정합니다. 

 세로 간격: 라벨 사이의 수직 간격을 설정합니다. 

 Label Shape: 3가지 라벨 모양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커서를 라벨 미리보기 영역으로 이동한 후 클릭하면 변경된 설정이 적용된 라벨을 미리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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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프린터 인터페이스 설정 

프린터 인터페이스: USB, LAN, LPT, Serial Ports 와 Driver Port를 아래와 같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속의”탭의 “프린터 설정”  아이콘을 클릭하거나, 라벨 디자인 영역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 후 

프린터 설정을 선택합니다. “프린터 설정” 창의 “Printer Interface” 탭을 선택합니다. 

 포트를 선택하고 USB, LAN, LPT, 시리얼 포트와 같이 프린터가 연결되는 곳의 파라미터를 설정합니다. 

 “네트워크”탭의 “Godex 프린터 검색”  아이콘을 클릭하면 포트에 연결된 프린터를 자동으로 

감지합니다. 또는 사용자가 “시작할 때 연결된 프린터 자동 감지”를 선택해 놓으면 프로그램이 시작될 때 

마다 고라벨이 자동으로 프린터를 감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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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의”탭의 “프린터 설정”  아이콘을 클릭하거나 라벨 디자인 영역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해 

“프린터 설정”을 선택 후 EZ2205i / EZ2350i / EZ-6200+ / EZ-6300+ series 모델 이름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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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텍스트 설정 – 라벨에 텍스트 입력하기 

폰트는 내장 폰트, 다운로드 폰트, CF 카드 또는 USB를 사용한 외장 폰트를 모두 포함합니다. 

 스크린 왼쪽의 오브젝트 도구에서 "텍스트"를 선택 후,  아이콘을 선택합니다. 

 텍스트를 삽입할 위치로 커서를 이동 후 왼쪽 마우스를 클릭합니다. 

"텍스트 설정"에는 "텍스트", "글꼴 종류", "데이터 원본" 탭이 있습니다. 

1) "텍스트" 에는 "가로 확장" 과 "세로 확장"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텍스트 각도 선택을 위한 "회전" 이 있고, 텍스트를 입력하고 미리볼 수 있는 "텍스트 

데이터"가 있습니다. 

 "잠금" 기능을 사용할 경우 라벨 디자인 영역에서 라벨을 편집하거나 이동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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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글꼴 종류"에서 사용자는 "내장 폰트", "아시안 폰트", "Soft font", "트루 타입 폰트", "다운로드 폰트"의 

파라미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장 폰트는 프린터의 F/W에 내장되어 있는 폰트로, 알파벳 텍스트와 숫자만 있습니다.  

 아시안 폰트에서 사용자는 아시안 폰트를 선택 후 플래시 또는 USB를 통해 프린터에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트루 타입 폰트(TTF)는 사용자가 트루 타입 폰트를 다운로드하고 다양한 언어를 지원하는 트루 타입 

테이블의 파라미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트루 타입 폰트"를 선택하면 아래 창이 팝업됩니다. "트루 타임 글꼴 다운로드"를 클릭합니다. 

TTF 파일을 선택하고 프린터로 다운로드 합니다. 

 "UDISK에 폰트 다운로드"를 사용하는 방법은 5.8.2장을 참조하세요. 

 오른쪽 부분에 선택을 위한 "회전", 텍스트 입력을 위한 "텍스트 데이터" 그리고 미리보기 창이 

있습니다. 

 "잠금" 기능을 사용할 경우 라벨 디자인 영역에서 텍스트를 편집하거나 이동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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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데이터 원본"에서 사용자는 텍스트 데이터를 어디로부터 가져올지(일반 또는 데이터베이스)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반: 텍스트 데이터 소스를 사용자가 설정한 "Self-defining table”에서 가져옵니다. 

 데이터 베이스: "데이터 원본"탭에서 사용자는 6가지 데이터 베이스(SQL, Access, Oracle, Excel, TxT, 

DBF)로 부터 파일을 가져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는 "속의"의 "데이터 베이스 선택"  아이콘을 

사용해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일련 번호, 데이터 베이스 등의 설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5.2에서 5.5 장을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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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윈도우에서 제공되는 폰트 사용하기 

고라벨은 윈도우 폰트를 지원합니다. (일부 제한 있음)  

 스크린 왼쪽의 오브젝트 도구에서 "텍스트"를 선택 후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Window Text Setup"에서 폰트를 클릭하면 글꼴, 크기를 선택할 수 있는 창이 나타납니다.  

 "잠금"기능을 사용하면 라벨 디자인 영역에서 라벨을 편집하거나 이동할 수 없습니다. 

 "Change to Graphic"을 사용할 경우, 텍스트는 그래픽으로 변환되어 프린터 메모리로 다운로드 됩니다. 이 

기능은 입력 시간을 줄일 수 있지만 그래픽으로 변환된 텍스트는 편집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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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원본"에서 사용자는 텍스트 데이터를 어디로부터 가져올지(일반 또는 데이터베이스)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반: 텍스트 데이터 소스를 사용자가 설정한 "Self-defining table”에서 가져옵니다. 

 데이터 베이스: "데이터 원본"탭에서 사용자는 6가지 데이터 베이스(SQL, Access, Oracle, Excel, TxT, 

DBF)로 부터 파일을 가져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는 "속의"의 "데이터 베이스 선택"  아이콘을 

사용해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일련 번호, 데이터 베이스 등의 설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5.2에서 5.5 장을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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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바코드 생성 

4.9.1 1D 바코드 생성 

1) 기호 

 스크린 왼쪽의 오브젝트 도구에서 "바코드"  아이콘을 선택합니다. “바코드”를 클릭 후 라벨 디자인 

영역에서 왼쪽 커서를 누릅니다. 

 "바코드 설정"에는 "Symbology", "Text Settings", "폰트", "데이터 원본" 탭이 있습니다.  

 Symbology 탭에서 사용자는 바코드 유형을 먼저 선택 후 높이, Narrow, Width, Wide/Narrow Ratio 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바코드를 디자인할 때 사용하는 스캐너가 바코드를 읽을 수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Rotation탭에서 바코드를 0, 90, 180, 270도 회전시킬 수 있습니다. "바코드 데이터" 영역에 사용자가 직접 

입력할수도 있습니다. 

 "잠금" 기능을 사용하면 라벨 디자인 영역에서 라벨은 편집하거나 이동할 수 없습니다. 

 바코드 값 설정 후 "미리보기 새로고침"을 누르거나 "바코드 데이터" 에 데이터를 입력 후 확인을 클릭하면 

디자인한 바코드를 미기보기 창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1D 바코드 디자인이 어렵다면 웹에 문서 또는 북 스토리가 많이 있으니 활용하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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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ext Settings 

 "Text Settings" 탭의 "위치 정렬"에서 문자의 정렬과 "Offset"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설정된 내역은 

미리보기 창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3) 폰트 

"폰트" 탭에서 폰트, 사이즈, 두께, 기울기 등을 변경하려면 "시스템 폰트"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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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데이터 원본 

 "데이터 원본"에서 사용자는 텍스트 데이터를 어디로부터 가져올지(일반 또는 데이터베이스)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반: 텍스트 데이터 소스를 사용자가 설정한 "일반테이블”을 가져옵니다. 

 데이터 베이스: "데이터 원본"탭에서 사용자는 6가지 데이터 베이스(SQL, Access, Oracle, Excel, TxT, 

DBF)로 부터 파일을 가져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는 "속의"의 "데이터 베이스 선택"  아이콘을 

사용해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일련 번호, 데이터 베이스 등의 설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5.2에서 5.5 장을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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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 GS1 데이터 바코드 생성 

1) 바코드 유형 

 스크린 왼쪽의 오브젝트 도구에서 "GS1 데이터 바코드"  아이콘을 선택합니다. “GS1 데이터 

바코드”를 클릭 후 라벨 디자인 영역에서 왼쪽 커서를 누릅니다 

 “바코드 유형”, “ Text Settings”, “데이터 원본” 탭이 있습니다.  

 "바코드 유형"탭에서 먼저 GS1 타입의 데이터 바를 먼저 선택 후 "Seg/Row"에서 높이와 굵기를 

선택합니다. 스캐너가 스캔할 수 있도록 올바른 GS1 디자인 바를 디자인합니다. 

 GS1 데이터 바는 0, 90,180, 270도 회전이 가능합니다. "바코드 데이터" 영역에 사용자가 직접 값을 

넣을수도 있습니다. 

 "잠금" 기능을 사용할 경우 라벨 디자인 영역에서 라벨은 편집하거나 이동할 수 없습니다. 

 GS1 데이터 바에 값을 넣은 후 "미리보기 새로고침"을 누르거나 확인을 클릭하면 미리보기 창에서 바코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GS1 바코드 디자인이 어렵다면 웹에 문서 또는 북 스토리가 많이 있으니 활용하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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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S1-128 디자인을 위해 ‘’GS1-128(EAN 128)”를 클릭하세요. 

 

 AI Wizard 설정을 위해 ‘’AI Wizard’’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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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ext Settings 

 “ Text Settings” 탭의 Position Aligment에서 텍스트 정렬 방법을 선택합니다. 선택한 내용은 미리보기 

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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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데이터 원본 

 "데이터 원본"에서 사용자는 텍스트 데이터를 어디로부터 가져올지(일반 또는 데이터베이스)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반: 텍스트 데이터 소스를 사용자가 설정한 "일반테이블”을 가져옵니다. 

 데이터 베이스: "데이터 원본"탭에서 사용자는 6가지 데이터 베이스(SQL, Access, Oracle, Excel, TxT, 

DBF)로 부터 파일을 가져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는 "속의"의 "데이터 베이스 선택"  아이콘을 

사용해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일련 번호, 데이터 베이스 등의 설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5.2에서 5.5 장을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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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 Micro PDF417 설정 

 스크린 왼쪽의 오브젝트 도구에서 "PDF 417"  아이콘을 선택합니다. “PDF 417”를 클릭 후 라벨 

디자인 영역에서 왼쪽 커서를 누릅니다. 

 아래와 같은 창이 나타나면 PDF417 파라미터를 선택하고 값을 입력합니다.  

 Rotation 탭에서 0, 90,180, 270도 회전이 가능합니다.  

 "잠금" 기능을 사용하면 라벨 디자인 영역에서 라벨은 편집하거나 이동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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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원본"에서 사용자는 텍스트 데이터를 어디로부터 가져올지(일반 또는 데이터베이스)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반: 텍스트 데이터 소스를 사용자가 설정한 "일반테이블”을 가져옵니다. 

 데이터 베이스: "데이터 원본"탭에서 사용자는 6가지 데이터 베이스(SQL, Access, Oracle, Excel, TxT, 

DBF)로 부터 파일을 가져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는 "속의"의 "데이터 베이스 선택"  아이콘을 

사용해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일련 번호, 데이터 베이스 등의 설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5.2에서 5.5 장을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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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 MaxiCode 생성 

 스크린 왼쪽의 오브젝트 도구에서 "Maxicode"  아이콘을 선택합니다. “Maxicode”를 클릭 후 

라벨 디자인 영역에서 왼쪽 커서를 누릅니다. 

 아래와 같은 창이 나타나면 Maxicode 파라미터를 선택하고 값을 입력합니다.  

 Rotation 탭에서 0, 90,180, 270도 회전이 가능합니다.  

 "잠금" 기능을 사용하면 라벨 디자인 영역에서 라벨은 편집하거나 이동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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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원본"에서 사용자는 텍스트 데이터를 어디로부터 가져올지(일반 또는 데이터베이스)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반: 텍스트 데이터 소스를 사용자가 설정한 "일반 테이블”을 가져옵니다. 

 데이터 베이스: "데이터 원본"탭에서 사용자는 6가지 데이터 베이스(SQL, Access, Oracle, Excel, TxT, 

DBF)로 부터 파일을 가져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는 "속의"의 "데이터 베이스 선택"  아이콘을 

사용해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일련 번호, 데이터 베이스 등의 설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5.2에서 5.5 장을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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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5 DataMatrix 코드 생성 

 스크린 왼쪽의 오브젝트 도구에서 "Data Matrix"  아이콘을 선택합니다. “Data Matrix”를 클릭 

후 라벨 디자인 영역에서 왼쪽 커서를 누릅니다. 

 아래와 같은 창이 나타나면 DataMatrix 파라미터를 선택하고 값을 입력합니다.  

 Rotation 탭에서 0, 90,180, 270도 회전이 가능합니다.  

 "잠금" 기능을 사용하면 라벨 디자인 영역에서 라벨은 편집하거나 이동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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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원본"에서 사용자는 텍스트 데이터를 어디로부터 가져올지(일반 또는 데이터베이스)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반: 텍스트 데이터 소스를 사용자가 설정한 "일반 테이블”을 가져옵니다. 

 데이터 베이스: "데이터 원본"탭에서 사용자는 6가지 데이터 베이스(SQL, Access, Oracle, Excel, TxT, 

DBF)로 부터 파일을 가져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는 "속의"의 "데이터 베이스 선택"  아이콘을 

사용해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일련 번호, 데이터 베이스 등의 설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5.2에서 5.5 장을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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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6 QRCode 생성 

 스크린 왼쪽의 오브젝트 도구에서 "QR Code"  아이콘을 선택합니다. “QR Code”를 클릭 후 라벨 

디자인 영역에서 왼쪽 커서를 누릅니다. 

 커서를 라벨 디자인 영역으로 이동시켜 왼쪽 커서를 누르면 QRCode가 생성됩니다. 

 아래와 같은 창이 나타나면 QRCode 파라미터를 선택하고 값을 입력합니다.  

 0, 90,180, 270도 회전이 가능합니다.  

 "잠금" 기능을 사용하면 라벨 디자인 영역에서 라벨은 편집하거나 이동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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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원본"에서 사용자는 텍스트 데이터를 어디로부터 가져올지(일반 또는 데이터베이스)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반: 텍스트 데이터 소스를 사용자가 설정한 "일반 테이블”을 가져옵니다. 

 데이터 베이스: "데이터 원본"탭에서 사용자는 6가지 데이터 베이스(SQL, Access, Oracle, Excel, TxT, 

DBF)로 부터 파일을 가져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는 "속의"의 "데이터 베이스 선택"  아이콘을 

사용해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일련 번호, 데이터 베이스 등의 설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5.2에서 5.5 장을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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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7 Micro PDF 417 코드 생성 

 스크린 왼쪽의 오브젝트 도구에서 "Micro PDF 417"  아이콘을 선택합니다. “Micro PDF 

417”를 클릭 후 라벨 디자인 영역에서 왼쪽 커서를 누릅니다. 

 커서를 라벨 디자인 영역으로 이동시켜 왼쪽 커서를 누르면 Micro PDF 417 코드가 생성됩니다. 

 아래와 같은 창이 나타나면 Micro PDF 417 코드 파라미터를 선택하고 값을 입력합니다.  

 Rotation 탭에서 0, 90,180, 270도 회전이 가능합니다.  

 "잠금" 기능을 사용하면 라벨 디자인 영역에서 라벨은 편집하거나 이동시킬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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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원본"에서 사용자는 텍스트 데이터를 어디로부터 가져올지(일반 또는 데이터베이스)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반: 텍스트 데이터 소스를 사용자가 설정한 "일반 테이블”을 가져옵니다. 

 데이터 베이스: "데이터 원본"탭에서 사용자는 6가지 데이터 베이스(SQL, Access, Oracle, Excel, TxT, 

DBF)로 부터 파일을 가져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는 "속의"의 "데이터 베이스 선택"  아이콘을 

사용해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일련 번호, 데이터 베이스 등의 설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5.2에서 5.5 장을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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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8 Aztec 코드 생성 

 스크린 왼쪽의 오브젝트 도구에서 "Aztec"  아이콘을 선택합니다. “Aztec”를 클릭 후 라벨 디자인 

영역에서 왼쪽 커서를 누릅니다. 

 커서를 라벨 디자인 영역으로 이동시켜 왼쪽 커서를 누르면 Aztec 코드가 생성됩니다. 

 아래와 같은 창이 나타나면 Aztec 코드 파라미터를 선택하고 값을 입력합니다.  

 Rotation 탭에서 0, 90,180, 270도 회전이 가능합니다.  

 "잠금" 기능을 사용하면 라벨 디자인 영역에서 라벨은 편집하거나 이동시킬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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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원본"에서 사용자는 텍스트 데이터를 어디로부터 가져올지(일반 또는 데이터베이스)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반: 텍스트 데이터 소스를 사용자가 설정한 "일반 테이블”을 가져옵니다. 

 데이터 베이스: "데이터 원본"탭에서 사용자는 6가지 데이터 베이스(SQL, Access, Oracle, Excel, TxT, 

DBF)로 부터 파일을 가져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는 "속의"의 "데이터 베이스 선택"  아이콘을 

사용해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일련 번호, 데이터 베이스 등의 설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5.2에서 5.5 장을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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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9 Composite 코드 생성 

1) 바코드 유형 

 스크린 왼쪽의 오브젝트 도구에서 "Composite"  아이콘을 선택합니다. “Composite”를 클릭 후 라벨 

디자인 영역에서 왼쪽 커서를 누릅니다. 

 “바코드 유형”, “ Text Settings”, “데이터 원본” 탭이 있습니다.  

 "바코드 유형"탭에서 먼저 바코드 타입을 먼저 선택 후 "Seg/Row"에서 높이와 굵기를 선택합니다. 스캐너가 

스캔할 수 있도록 코드를 디자인합니다. 

 바코드는 Rotation 탭에서 0, 90,180, 270도 회전이 가능합니다. "바코드 데이터" 영역에 사용자가 직접 

값을 넣을수도 있습니다. 

 "잠금" 기능을 사용할 경우 라벨 디자인 영역에서 라벨을 편집하거나 이동할 수 없습니다. 

 바코드에 값을 넣은 후 "미리보기 새로고침"을 누르거나 Enter를 눌러 바코드를 미리보기 할 수 있습니다. 

 바코드 디자인이 어렵다면 웹에 문서 또는 북 스토리가 많이 있으니 활요하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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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Wizard 설정을 위해 ‘’AI Wizard’’ 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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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ext Settings 

 “ Text Settings” 탭에서 Position Aligment에서 텍스트 정렬 방법을 선택합니다. 미리보기 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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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데이터 원본 

 "데이터 원본"에서 사용자는 텍스트 데이터를 어디로부터 가져올지(일반 또는 데이터베이스)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반: 텍스트 데이터 소스를 사용자가 설정한 "일반 테이블”을 가져옵니다. 

 데이터 베이스: "데이터 원본"탭에서 사용자는 6가지 데이터 베이스(SQL, Access, Oracle, Excel, TxT, 

DBF)로 부터 파일을 가져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는 "속의"의 "데이터 베이스 선택"  아이콘을 

사용해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일련 번호, 데이터 베이스 등의 설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5.2에서 5.5 장을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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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선, 직사각형, 원 그리기 

4.10.1 선 그리기 (수평선, 수직선, 대각선) 

 스크린 왼쪽의 오브젝트 도구에서. 그리기 도구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 수평선 , 

수직선  또는 사선 . 

 그리고자 하는 선의 시작점에 커서를 놓은 후 마우스의 왼쪽을 누르며 원하는 사이즈가 될 때까지 

드래그합니다. 

 도형의 위치와 길이는 마우스 왼쪽 커서를 사용해 이동시키거나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선을 더블 클릭하면 “설정” 창이 나타나며, 길이 및 두께를 편집할 수 있습니다. 

 단위 변경 가능합니다(mm/ cm/ dot/ i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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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2 Box 또는 직사각형 그리기  

 스크린 왼쪽의 오브젝트 도구에서. “Box”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그리고자 하는 Box의 시작점에 커서를 놓은 후 마우스의 왼쪽을 누르며 원하는 사이즈가 될 때까지 

드래그합니다. 

 도형의 위치와 길이는 마우스 왼쪽 커서를 사용해 이동시키거나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도형을 더블 클릭하면 “설정” 창이 나타나며, 길이 및 두께를 편집할 수 있습니다 

 단위 변경 가능합니다.(mm/ cm/ dot/ i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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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3 직사각형 채우기 그리기  

 스크린 왼쪽의 오브젝트 도구에서. “직사각형 채우기”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그리고자 하는 직사각형의 시작점에 커서를 놓은 후 마우스의 왼쪽을 누르며 원하는 사이즈가 될 때까지 

드래그합니다. 

 도형의 위치와 길이는 마우스 왼쪽 커서를 사용해 이동시키거나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도형을 더블 클릭하면 “설정” 창이 나타나며, 길이 및 두께를 편집할 수 있습니다 

 단위 변경 가능합니다.(mm/ cm/ dot/ i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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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4 타원 그리기  

 스크린 왼쪽의 오브젝트 도구에서. “타원”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그리고자 하는 원의 시작점에 커서를 놓은 후 마우스의 왼쪽을 누르며 원하는 사이즈가 될 때까지 

드래그합니다. 

 도형의 위치와 길이는 마우스 왼쪽 커서를 사용해 이동시키거나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도형을 더블 클릭하면 “설정” 창이 나타나며, 길이 및 두께를 편집할 수 있습니다 

 단위 변경 가능합니다.(mm/ cm/ dot/ i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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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5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그리기 

 스크린 왼쪽의 오브젝트 도구에서.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그리고자 하는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의 시작점에 커서를 놓은 후 마우스의 왼쪽을 누르며 

원하는 사이즈가 될 때까지 드래그합니다. 

 도형의 위치와 길이는 마우스 왼쪽 커서를 사용해 이동시키거나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도형을 더블 클릭하면 “설정” 창이 나타나며, 길이 및 두께를 편집할 수 있습니다 

 단위 변경 가능합니다.(mm/ cm/ dot/ i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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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6 Triangle 그리기 

 스크린 왼쪽의 오브젝트 도구에서. “Triangle”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그리고자 하는 Triangle의 시작점에 커서를 놓은 후 마우스의 왼쪽을 누르며 원하는 사이즈가 될 때까지 

드래그합니다. 

 도형의 위치와 길이는 마우스 왼쪽 커서를 사용해 이동시키거나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도형을 더블 클릭하면 “설정” 창이 나타나며, 길이 및 두께를 편집할 수 있습니다 

 단위 변경 가능합니다.(mm/ cm/ dot/ i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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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7 Diamond 그리기 

 스크린 왼쪽의 오브젝트 도구에서. “Diamond”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그리고자 하는 Diamond의 시작점에 커서를 놓은 후 마우스의 왼쪽을 누르며 원하는 사이즈가 될 

때까지 드래그합니다. 

 도형의 위치와 길이는 마우스 왼쪽 커서를 사용해 이동시키거나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도형을 더블 클릭하면 “설정” 창이 나타나며, 길이 및 두께를 편집할 수 있습니다 

 단위 변경 가능합니다.(mm/ cm/ dot/ i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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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그래픽 생성 

 스크린 왼쪽의 오브젝트 도구에서 "그래픽"  아이콘을 선택합니다. “그래픽”울 클릭 후 라벨 디자인 

영역에서 왼쪽 커서를 누릅니다. 

 이미지 설정 창이 나타나며 “그래픽 원본” 및 “그래픽 작업” 탭이 있습니다. Downloaded graphic in 

printer을 선택하면 사용자는 그래픽을 “일반” 또는 “데이터베이스”로부터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일반: 텍스트 데이터 소스를 사용자가 설정한 "Self-defining table”에서 가져옵니다. 

 데이터 베이스: "데이터 원본"탭에서 사용자는 6가지 데이터 베이스(SQL, Access, Oracle, Excel, TxT, 

DBF)로 부터 파일을 가져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는 "속의"의 "데이터 베이스 선택"  아이콘을 

사용해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일련번호, 변수, 날짜, 시간설정 방법은 5.2 ~5.5장을 참조하세요. 

 프린터에 저장된 그래픽을 삭제하려면, “고급” 탭의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그래픽 작업” 탭에서 너비, 높이, 회전 각도, 색상 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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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잠금 설정 

 

모든 목록에서 사용자는 잠금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잠금 기능을 사용하면 

내용을 이동키시거나나 편집할 수 없습니다. 

 내용이 이동 또는 편집되지 않도록 “잠금”을 선택합니다. 

 만약 “잠금” 기능을 중지하려면 먼저 내용을 더블 클릭해 설정 창으로 이동합니다. 설정창에 “잠금”기능을 

해지 후 확인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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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고급 작업 

5.1  명령 포맷  

 라벨 생성이 완료되거나 편집하는 동안 사용자가 Command Area의 "Export" 아이콘을 클릭하면 

디자인 영역의 컨텐츠와 파라미터가 Command Area에 "Text/ASCII commands Format"로 출력됩니다. 그 

후  아이콘을 클릭해 "Text/ASCII" 파일로 저장하거나, 아이콘을 사용해 프린터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저장된“TEXT/ASCII”파일을 다시 불러오려면, 아이콘을 클릭하거나 "Import" 아이콘을 클릭해 

라벨 디자인 영역으로 불러옵니다. 

 

 "TEXT/ASCII" 포맷 포맷으로 Command Area로 출력된 라벨은 PC에서 편집하거나 "TEXT/ASCII" 파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DOS 모드에서 사용자는 DOS 명령어인 COPY, PRINT, TYPE 등을 사용해 

"TEXT/ASCII" 파일을 편집하고 프린터로 전송해 인쇄할 수 있습니다. 또한  COMMAND AREA의 명령은 

라벨 디자인 영역에서 바로 출력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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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일련 번호 사용 

5.2.1 일련 번호 생성 

텍스트 설정창의 "데이터 원본" 탭에서 "일반"을 선택하면 "일련번호, 변수, 날짜, 시간 설정"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편집 후 일련 번호 삽입을 위해 “편집”을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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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편집 행을 선택하고, "Add"를 클릭합니다. 그 후 "시작값"와 그 외의 파라미터를 입력합니다. 시리얼 

번호 마지막까지 같은 과정을 반복합니다. 

 "인쇄 시에 확인창 표시"가 설정되면, 프린터가 정지하며 프린터에 "Prompt" 메세지가 

나타납니다(Standalone 모델이서만 나타남). 그리고 사용자가 시작 값을 입력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예를 들어,”Golabel” 텍스트 스트림에 3 S/N 만들면:  

 열 0: “시작 값” 001과 그 외의 파라미터를 설정하고 “Add”를 클릭합니다.  

 열 1: “시작 값” 002과 그 외의 파라미터를 설정하고 “Add”를 클릭합니다.  

 열 2: 시작 값” 003과 그 외의 파라미터를 설정하고 “Add”를 클릭하고 “확인” 눌러 창을 닫습니다. 

 이를 통해, 디자인된 라벨은 3개의 시리얼 번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 시리얼 번호를 선택한 후 "삽입"을 클릭합니다. C0, C1, C2도 반복해서 선택합니다.  

 결과는 “GoLabel ^C0 ^C1 ^C2”입니다. (공간은 S/N 0,1,2 사이에 수동으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 라벨은el “GoLabel 001 002 003”, 두번째는 “GoLabel 002 003 004”, 세번째는 “GoLabel 003 

004 005”로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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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 일련 번호 편집 

 

 내용을 더블 클릭 하면 일련 번호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편집 순서는 생성하는 순서와 비슷합니다. 편집을 원하는 행을 선택 후 편집합니다.  

 편집을 위한 2개의 아이콘이 있습니다. 일련 번호를 하나씩 지울 수 있는 “지우기” 아이콘과 한번에 모두 

지울 수 있는 “모두 지우기” 아이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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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변수 사용  

참고: 고라벨에서 생성된 변수는 “Standalone” 모드를 사용할 수 있으며 “Recall Label” 작업이 가능한 

프린터에서만 가능합니다. 

5.3.1 변수 생성 

텍스트 설정창의 "데이터 원본" 탭에서 "일반"을 선택하면 "일련번호, 변수, 날짜, 시간 설정"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편집” 버튼을 누르면 “변수 설정” 창이 나타납니다. 편집 후 “확인” 버튼을 눌러 변수를 삽입합니다. 

 첫 번째 행을 선택하고 “Add”를 클릭 후 “최대 문자열수”와 그 외의 파라미터를 입력합니다. 변수 

마지막까지 같은 작업을 반복합니다. 

 "인쇄 시에 확인창 표시"가 설정되면, 프린터가 정지하며 프린터에 "Prompt" 메세지가 

나타납니다(Standalone 모델이서만 나타남). 그리고 사용자가 시작 값을 입력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예를 들어,”Golabel” 텍스트 스트림에 2개의 변수를 만들면”:  

 행 0 선택: “최대 문자열수” 3과 나머지 파라미터를 설정 후 “Add”를 클릭합니다. 

 행 1 선택: “최대 문자열수” 4와 나머지 파라미터를 설정 후 “Add”를 클릭합니다.  

 이를 통해, 디자인된 라벨은 2개의 변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 변수를 선택한 후 "삽입"을 클릭합니다. V00, V01도 반복해서 선택합니다.  

 결과는 “GoLabel ^V00 ^V01”입니다. 

(공간은 변수 0,1사이에 수동으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 라벨은 “GoLabel VAR1 VAR”, 두번째는 “GoLabel var1 var”로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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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 변수 편집  

 내용을 더블 클릭 하면 변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편집 순서는 생성하는 순서와 비슷합니다. 편집을 원하는 행을 선택 후 편집합니다.  

 편집을 위한 2개의 아이콘이 있습니다. 일련 번호를 하나씩 지울 수 있는 “지우기” 아이콘과 한번에 모두 

지울 수 있는 “모두 지우기” 아이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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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날짜 시간 설정 

5.4.1 프린터의 RTC의 시간 및 날짜 설정  

“고급” 탭에서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날짜 및 시간은 설정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또는 그냥 확인을 클릭하면 PC의 날짜 및 시간이 프린터의 RTC로 설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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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2 라벨에 날짜 및 시간 추가하기 

텍스트 설정창의 "데이터 원본" 탭에서 "일반"을 선택하면 "일련번호, 변수, 날짜, 시간 설정"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편집” 버튼을 누르면 “날짜/시간 형식 설정” 창이 나타납니다. 선택 후 “확인” 버튼을 눌러 날짜 및 

시간을 삽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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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 후, “확인”을 클릭하면 이전 창으로 되돌아갑니다. “만료 시간”을 선택 후 삽입 버튼을 클릭합니다. 

필요에 따라 입력시간 및 날짜, 만료시간을 입력하세요. 

 명령어를 프린터로 전송하기 전 프린터는 반드시 준비 상태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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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데이터 베이스 연결 

데이터 베이스 연결은 라벨을 엑셀, 엑세스, Dbast와 같은 데이터 베이스 파일에 연결시키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5.5.1 데이터 베이스 연결 

연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데이터 베이스 연결을 위해 “데이터 베이스 쿼리”와 “연결”창이 

나타납니다. 

 “속의” 탭에서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또는 바코드, 텍스트, 그래픽 설정 창에서 “데이터 원본”을 클릭하면 일반과 데이터베이스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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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라벨에서 2개의 창이 나타납니다: 어떤 데이터 베이스를 연결할지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 “1.xlsx”을 

선택하고 “확인”을 클릭한 후 “연결”창을 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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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2 데이터 베이스 선택 

 “데이터 베이스 쿼리” 창에서 “데이터 테이블”을 선택하면 엑셀 파일 내용이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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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텍스트 설정” 창에서: 

 데이터 베이스가 성공적으로 연결 되면, 바코드, 텍스트, 그래픽이 “Insert Fields”를 클릭함으로써 

데이터 베이스에 연결됩니다. 그 후 어느 필드에 텍스트를 입력할 지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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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프린터 LAN Port 

5.6.1 프린터 찾기 

 프린터가 이더넷 포트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  아이콘을 클릭 후 “Printer Interface” 탭에서 

“LAN port”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아이콘을 클릭하면 이더넷 네트워킹을 검색하고 아래 창과 같이 고덱스 프린터가 

어디에 있는지 검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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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2 IP 주소 설정 

 아이콘을 클릭하면 DHCP서버로부터 자동으로 IP 주소가 나타납니다. 또는 “유동 IP”를 선택 해 

수동으로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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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그래픽/폰트/Format/DBF/Dmd 파일 다운로드 

5.7.1 폰트 다운로드 

  아이콘을 클릭하면 “개체 다운로드” 창이 나타납니다.  아이콘을 클릭하고 다운로드 하고자 하는 

폰트를 선택합니다.  

 폰트, 스타일, 크기 등을 선택하고 “확인” 버튼을 눌러 다운로드 합니다. “글꼴 ID를 선택하십시오” 창에서 

VA 또는 VZ 폰트 아이디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부 모델(RT200i, RT700i, EZ2250i)은 USB 포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USB 메모리를 사용해 그래픽, 

폰트, Format, DBF, Cmd 파일을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고급” 탭에서  “프린터제어” 아이콘을 클릭 후 “Switch the Memory” 에서 “Flash” 또는 

“Extended Memory” 를 선택합니다. 모든 폰트가 선택되면 “다운로드 시작”을 눌러 “Flash Memory” 또는 

“USB 메모리 스틱”으로부터 파일을 다운로드 합니다.  

 사용자가 “I” 시리즈 프린터에 USB 메모리 스틱을 삽입하면 프린터는 즉시 “Internal Flash” 에서 “Extended 

Momory”로 변경됩니다. 사용자가 USB 메모리를 제거하거나 “Internal Flash”로 변경하기 전까지 

유지됩니다.  

 “프린터 제어” 아이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7.1장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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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2 Check Download files in Flash or Extended Memory 

 사용자는 “고급” 탭의  아이콘을 클릭해 다운로드 파일 상태를 체크할 수 있습니다.  

 아래 창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2개의 파일 (Bitmap 폰트와 라벨)이 Flash 또는 Extende메모리에서 기본 

설정내용 또는 수동으로 다운로드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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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3 라벨 Format 다운로드 

  아이콘을 클릭하면 “개체 다운로드” 창이 나타납니다.  아이콘을 클릭하면 “Select Label 

Source” 창이 나타납니다. “Select Label Source” 창에서 현재의 Label source를 선택하고 “다운로드 시작”을 

클릭해 프린터의 사용자 Flash에서 Label format을 다운로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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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4 기타 개체 

 그 외의 개체(그래픽, DBF, Cmd파일) 다운로드 방법은 폰트 및 Format과 비슷합니다. 모두 “Flash” 또는 

“Expended Memory”로 부터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5.7.5 프린터 개체 삭제  

  아이콘을 클릭한 후 삭제하고자 하는 개체를 선택 후 “삭제” 버튼을 클릭합니다. 

 라벨과 그래픽은 “섬네일” 창에서 미리 보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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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6 프린터 개체 동기화 

이 기능은 연결되어 있는 프린터와 고라벨의 다운로드 개체를 동기화 할 수 있습니다. 

  아이콘을 클릭하면 연결된 프린터와 고라벨에 어떤 개체가 다운로드 되어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Golabel 및 프린터 개체 동기화” 창이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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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USB Disk 접근 기능 

5.8.1 메인 디스플레이 스크린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른 후 “USB Disk Access’’를 선택합니다. 

  

 다운로드 가능한 파일 타입은 라벨, 그래픽, 비트맵 글꼴, 아시아 글꼴, 트루타입폰트, 트루타입폰트 테이블, 

DBF 입니다. “USB 디스크 위치”에서 파일은 어디에 저장할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하고자 하는 

파일 타입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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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정을 입력 후 “추가”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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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BELDIR 폴더가 자동적으로 생성됩니다. 다운로드 된 파일은 서브디렉토리에 저장됩니다. (예: 

H:/LABELDIR/LBL) 

 

 

 프린터에 USB를 삽입합니다. 프린터가 라벨 파일은 리콜할 수 있으며 Standalone 작업을 이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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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2 텍스트 설정 

 스크린 왼쪽에서 텍스트를 클릭 후 “글꼴 종류” 탭을 선택합니다. “UDISK에 폰트 다운로드”를 체크 후 

UDISK 경로를 설정합니다. 

 

 

 다운로드 하고자 하는 폰트 타입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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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폰트가 다운로드 되었습니다. 

 

 

 LABELDIR 폴더가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다운로드 된 파일은 서브 디렉토리에 저장됩니다. (예: 

H:/LABELDIR/ ASIAF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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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3 프린터로 개체 다운로드하기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USB 디스크 위치에 다운로드” 를 체크하고 UDisk 경로를 설정합니다. 다운로드 

하고자 하는 개체를 선택 후 “다운로드 시작” 버튼을 클릭합니다.  

 

 

USB 디스트에 다운로드 된 파일은 체크합니다. LABELDIR 폴더가 자동적으로 생성됩니다. 다운로드 된 파일은 

서브 디렉토리에 저장됩니다. (예: H:/LABELDIR/LB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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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바코드 어플리케이션 

6.1  AI와 함께 EAN-128 / GS1 데이터 바  

6.1.1 어플리케이션 식별 

고라벨은 EAN-128 AI 데이터 포맷을 지원합니다. AI 데이터 포맷은 2~4개의 숫자로 이루어진 AI 리딩 코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AI의 (11)은 제품 날짜를 나타냅니다. 포맷은 n2+n6 입니다. N2는 AI 코드가 

2개의 숫자로 이루어져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후 따라오는 n6는 6개의 숫자(YYMMDD)로 이루어져 이루어진 

포맷이며 생산일자를 나타냅니다. AI 데이터 포맷 정의 방법은 AI 정의 규정에 관련된 문서를 참조하세요. 

EAN-128의 “바코드 데이터” 필드에서, 데이터를 입력하면 창에 미리보기가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11090227”을 입력하면, n2+n6 표준과 매치되어 (11)과 함께 생산일자인 “090227”이 되며, “(11)090227”이 

됩니다. 그리고 창에 미리보기가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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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 AI Wizard 

1) EAN-128 

 고라벨은 사용자가 AI 데이터 규칙을 확인할 수 있도록 “AI Wizard”를 제공합니다.  필요에 따라 

사용자는 “AI Wizard”를 이용해 사용자가 작성한 AI 코드가 규칙에 맞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창의 왼쪽에서 AI 코드를 선택하면 샘플이 화면 위쪽에 나타납니다.  

 사용자는 “Check date”에 직접 데이터(110090227)을 입력할 수도 있고, 창 왼쪽의 AI 코드(e.g., 11 

생산일자 (YY/MM/DD))를 더블 클릭하면 화면 오른쪽에 나타나는 “Data”필드에 “090207”을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check 1”을 클릭하면 AI Wizard가 입력한 데이터가 정확한지 확인합니다. 입력한 정보가 정확할 경우 

사용자는 다음 열에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순서를 데이터 입력이 끝날 때까지 반복합니다. i.e., (12) Due Date (YY/MM/DD)와 

110526을 두 번째 열에 입력 후 “Combine”을 클릭하면 “Check Data” 필드에서 모든 데이터가 

통합됩니다. “OK” 버튼을 누르면 EAN-128 바코드가 생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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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GS1 데이터 바 

 AI Wizr의 EAN-128 1D 바코드 이외에, GS1 Databar Expanded 와 GS1 Databar Expanded Stacked 또한 

아래 그림에서와 같이 GS1데이터 바코드 설정 창에서 AI Wizard를 제공합니다. 

 Symbology를 선택하고 Expanded 또는 Expanded Stacked를 클릭하십시오. 서브 다이아 로그에서 AI 

마법사의 아이콘을 클릭하면 사용자가 AI 코드를 정의 할 수 있으며 AI 규칙의 수정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부 사항은 이전 장의 "AI 마법사"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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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프린터 제어  

아이콘을 클릭하면 프린터 제어에 관해 아래와 같은 10가지 기능을 제공합니다.: 

 메모리 디스플레이：Label format, 그래픽, 폰트, 아시안 폰트, 내장 공간, 외장 USB 메모리의 파일 이름 

전체를 인쇄합니다. 

 프린터 헤드 테스트：프린터 헤드 테스트 및 프린터 라벨의 넷 패턴을 인쇄합니다. 

 프린터 리셋： DRAM 메모리를 리셋하고 재설정하는 프린터를 예열합니다 

 프린터 인쇄 세팅： 모델 이름, 펌웨어 버전, 시스템 구성 및 매개 변수를 라벨에 인쇄합니다 。 

 이전 인쇄된 라벨 인쇄: 마지막으로 인쇄 된 라벨이 다시 인쇄됩니다 

 종이 앞으로 이동：사용자가 mm 를 선택해 프린터 종이를 앞으로 이동시킵니다. 

 종이 뒤로 이동： 사용자가 mm 를 선택해 프린터 종이를 앞으로 이동시킵니다 

 부저： 프린터의 버저를 On 또는 Off 로 설정합니다. 

 메모리 전환：내장 플래시 또는 외장 USB 메모레 스틱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자동 센싱： 자동 감지 및 미디어 사양 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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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가상 터미널 

1)  아이콘을 클릭해 사용자가 원하는 언어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2)  아이콘을 클릭해 Office 2007, Office 2010 또는 Windows 7과 같은 GoLabel 작업 화면에 

선호하는 색을 설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