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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품 사용 전 확인사항 

점자 라벨러 BL-1000 을 구매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 드립니다. 사용하기 전에 각 

기능들을 충분히 숙지하기 위해서 본 매뉴얼을 읽어 주시기 바라며, 동작 시 

지시사항에 따라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BL-1000사용 전 주의 사항 

점자 라벨러 BL-1000 을 PC 와 연결하기 전에 우선 PC 에서 CD 안에 있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했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D 안에 있는 USB 드라이버를 설치하기 전에 BL-1000을 PC와 연결하면, 그 이후 

USB 드라이버가 정상적으로 설치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PC 와 BL-1000 을 

연결하기 전에 본 매뉴얼의 1.6 장 “PC 와의 연결 준비”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1  내용물 확인 
 

BL-1000 제품에는 아래의 내용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점자 라벨러 BL-1000 □ AC 어뎁터 

 

 

□ BL-1000 점자 테이프 □ 소프트웨어 CD 

□ USB 케이블 

□ 시리얼 케이블 

□ 일반 출력 매뉴얼 

□ 점자 매뉴얼 
 



 

 

1.2  사용상 주의사항 

BL-1000 을 최상의 조건에서 사용하시려면, 아래에 열거된 사항들을 준수하여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BL-1000 은 정밀 기기이므로, 떨어뜨리거나 강한 충격을 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물기를 피하고, BL-1000을 건조한 상태로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 BL-1000 이 뜨거워질 수 있는 창문이나 난로등 높은 온도를 피하고, 

직사광선이 드는 곳과 같은 장소에 BL-1000 또는 점자 테이프를 

보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BL-1000 을 분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해할 경우 무상 A/S 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 BL-1000 과 함께 제공된 AC 어뎁터만을 사용하시고, 다른 어뎁터는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일 다른 AC 어뎁터를 사용하실 경우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 BL-1000 과 함께 제공된 점자 테이프만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다른 종류의 테이프를 사용할 경우 점자 출력을 위한 장치의 질이 

나빠질 수 있으며, BL-1000 을 고장나게 하거나 오동작하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먼지가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점자 테이프를 위한 커버를 닫으신 

후에 BL-1000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잔여 테이프가 출력할 분량만큼 충분하지 않을 경우 해당 테이프를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사용 전에 점자 출력 장치의 커버 오른쪽에 위치한 테이프 가이드 레일 

안에 테이프의 고정상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잔여 테이프가 출력할 분량만큼 충분하지 않을 경우 테이프를 교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BL-1000 에 점자 테이프 조각이 남아있다면, 점자 출력 장치의 커버를 

열고 남은 조각을 제거하신 후에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1.3 BL-1000의 각 키들의 명칭 

아래에서 각 키의 명칭과 기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어뎁터 연결 포트 
시리얼 포트 

USB 포트 

점자 테이프를 위한 커버 

내보내기 키 

되감기 키 

고정 키 

절단 키 

리셋 키 

LED 조명 
(빨간색 녹색 노란색) 

점자 출력 

장치 커버 



 

 

고정 키 
고정 키는 점자 테이프의 끝을 출력위치에 보내고 고정시키기 

위해 사용합니다. 

절단 키 

절단 키는 점자 출력 후에 점자 테이프를 절단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만약 절단기 또는 절단 키가 원래 상태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얇은 핀셋 등으로 절단 키의 앞쪽 빈공간에 넣고 키를 들어 

올리시기 바랍니다. 

리셋 키 
리셋 키는 출력을 위해 남아있는 데이터를 모두 지우고 초기 

상태로 유지합니다. 

내보내기 키 

내보내기 키는 테이프 롤러에 의해서 점자 테이프를 왼쪽으로 

보내기 위해 사용합니다. 또한, 테이프가 엉키거나 꼬였을 

경우에도 이 키를 사용합니다. 

되감기 키 

되감기 키는 테이프 롤러에 의해서 점자 테이프를 오른쪽으로 

되감기 위해 사용합니다. 또한, 테이프가 엉키거나 꼬였을 

경우에도 이 키를 사용합니다. 

LED 조명 조명에 의해서 BL-1000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점자 테이프 

커버 

본체에 점자 테이프를 설치하기 위해서 커버를 여십시오. 

출력 중에는 이 커버를 닫아주시기 바랍니다. 

 

LED 조명 

붉은색 전원이 들어왔음을 알려줍니다. 

녹색 
점자 테이프가 오른쪽 위치에 정확히 고정되었음을 

알려줍니다. 

노란색 출력하고자 하는 데이터가 아직 남아있음을 알려줍니다. 

 

부져 음 

세번 약하게 울리는 

긴 비프음. 

이것은 테이프가 소모되었거나, 올바르게 전원이 들어와 

있지 않을 상태 또는 고정 키를 누른 상태에서 들을 수 

있는 비프음입니다. 

두번 약간 짧은 

비프음. 

이것은 테이프에 점자 인쇄를 마친 상태이고, 절단 뒤에 

테이프 출구에서 점자 테이프를 제거하기 전까지 

계속됩니다. 이것은 절단 키를 누르지 않으면 어떠한 

작업도 이후 수행할 수 없음을 나타냅니다. 

세번 짧은 비프음. 
이것은 설정 키를 눌렀을 때 출력 데이터가 없는 상황을 

나타내며, LCD에는 노란 조명이 출력됩니다. 

 



 

 

1.4 점자 테이프 설치 방법 

처음 사용 시에는 BL-1000 의 본체에 점자 테이프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음 과정을 통해서 점자 테이프를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테이프 설치 과정 

1. BL-1000에 AC 어뎁터 연결.  

점자 테이프를 출구로 보내기 위한 기계적인 

이동 소리가 짧게 들립니다. 그리고 약간 긴 

비프음을 세 번 들을 수 있는데, 이것은 점자 

테이프가 없음을 의미함니다. 

 

 

 

 

2. 점자 테이프 커버를 열어서 몸체 안에 

분된 공간 중앙에 점자 테이프를 케이스와 

함께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테이프의 홀더 위치가 왼쪽에 위치하도록 

좀더 높은 쪽에 케이스를 고정하기 바랍니다 

(왼쪽이 테이프의 입구에 가깝습니다). 

 

 

 

 

3. 롤에 말려있는 점자 테이프의 

가장자리로부터 고정된 보호 비닐을 제거해 

주세요. 

점자 테이프의 끝을 출력 위치로 놓고, 출력 

위치의 안쪽 롤러가 있는 위치까지 밀어 넣어 

주십시오. 

① 

② 



 

 

4. 점자를 출력하기 전에 정확한 위치에 

고정하기 위해서, 고정 키를 눌러서 점자 

테이프의 끝 위치를 조정하여 주십시오. 

만약 고정 키를 누르고 기계 움직이는 

소리를 짧게 들은 후, 약간 긴 비프음이 

세번 울리면 테이프가 롤러에 정상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경우에는, 다시 한 번 (3)번에서 

진행했던 작업을 반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점자 테이프의 설치가 완료되었다면, 

커버를 닫으세요. 

 

 

 

 

 

 

 

 

 

 

 

 

 

① 

② 



 

 

1.5 시험 출력 

시험 출력을 통해서 아래의 세 라인을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첫번째 라인 “Test pattern” 

두번째 라인 “KGS Braille Labeler BL-1000” (영어)  

세번째 라인 “KGS Braille Labeler BL-1000” (일본어) 
 

시험출력 과정 

 

1. 고정 키와 리셋 키를 동시에 누른 

상태에서 BL-1000 에 AC 어뎁터를 

연결합니다. 만일 기계적인 이동 소리를 

들은 후에 약간 긴 비프음이 세번 울리면, 

점자 테이프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2. 만약 약간 긴 비프음이 세번 울렸다면, 

위에서 설명한 과정을 참고하면서 점자 

테이프를 다시 설치하십시오. 

고정 키를 누르면 출력이 시작됩니다. 

만약 출력이 되지 않는다면 AC 어뎁터를 

제고하시고 (1)번 과정부터 다시 시도해 

주십시오. 점자 테이프는 한 라인을 출력한 

후에 절단을 위해서 테이프 위치를 이동하고, 

2초 간격으로 비프음이 울림니다. 



 

 

3. 절단 키를 눌러서 출력된 테이프를 

자르십시오. 출력된 테이프를 절단하여 제거한 

후 10초 간격으로 비프음이 울림니다. 

 

4. 고정 키를 누르면, 두번째 라인의 출력이 

시작됩니다. 

 

5. 출력후 절단 키를 눌러서 출력된 테이프를 

자르십시오. 

 

6. 고정 키를 누르면, 세번째 라인의 출력이 시작됩니다. 

 

7. 절단 키를 눌러 출력된 테이프를 자르십시오. 

 

 

8. 모든 과정이 완료되면 AC 어뎁터를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1.6 PC와의 연결 준비 

BL-1000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2 종의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A) USB 연결을 위한 드라이버 –  이 드라이버는 USB 케이을 사용하여 PC 에 

BL-1000을 연결하기 위해 요구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PC와 BL-1000 을 연결하기 전에 USB 드라이버 설치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B) 점자 라벨러 유틸리티 –  BL-1000 을 사용하여 점자 라벨을 출력하기 위해 

사용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이 소프트웨어는 Windows XP 또는 Vista와 호환됩니다. 호환되는 PC에 설치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1.7 USB 드라이버 설치 방법 

다음 과정을 통해서 USB 드라이버를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PC 의 CD-ROM 에 본 제품에 들어있는 CD 를 삽입하세요. 그러면 CD 안의 내용들이 

보일 것입니다. 

 

1. “USB 드라이버” 폴더 안에 있는 CP210x_Setup.exe를 실행합니다.  

CP210x_Setup.exe파일은 USB 드라이버 설치 파일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PC에 

필요한 파일들을 설치하여 USB드라이버의 사용을 가능하게 합니다. 

 
 



 

 

2. 설치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서 다음[Next] 또는 설치[Install] 버튼을 

누르세요. 

 

중요 사항: 이 드라이버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Silicon Laboratories 의 사용자 

계약서의 조건에 동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설치관리자가 화면에 표시하는 계약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계약 내용에 동의 하시려면 [I accept the terms of the License 

Agreement]를 선택하시고 다음[Next] 버튼을 누르세요. 만약 동의하지 

않으시면, USB를 연결하여 출력하는 방식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4. 설치 폴더를 선택하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기본으로 제시되는 

“c:/SiLabs/MCU”를 사용하시려면, 다음[Next] 버튼을 누르시고, 다른 

폴더를 선택하시려면, 탐색[Browse] 버튼을 눌러서 설치하고자 하시는 폴더를 

지정한 후에 다음[Next]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5. 모든 파일의 복사되면 완료[Finish] 버튼이 화면에 나타납니다. PC에 USB 

드라이버의 설치를 완료하기 위해서는 [Launch the CP210x VCP Driver]를 

선택하신 후에 완료[Finish] 버튼을 누르시기 바랍니다. 

 
 

 



 

 

6. 그러면 (USB to UART Bridge Driver Installer)화면이 출력됩니다. 

설치[Install] 버튼을 눌러서 설치를 완료합니다. 

 

 

 

7. 설치가 완료되면 아래와 같은 창이 뜨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모든 

설치는 완료됩니다. 

 

 
 



 

 

1.8 점자 라벨러 유틸리티 설치 방법 

점자 라벨러 유틸리티를 설치하기 위해서 다음 과정을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PC의 CD-Rom에 첨부된 CD를 넣으시면, CD 안에 있는 내용들이 출력됩니다. 

 

1. “점자 라벨러 유틸리티” 폴더 내에 있는 setup.exe를 실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 파일은 설치관리자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점자 라벨러 

유틸리티”를 수행하기 위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기본적인 소프트웨어들이 

설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2. 만약 필요한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지 않았다면 다음의 화면이 출력됩니다. 

이 경우 “설치” 버튼을 눌러서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버튼을 눌러서 설치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서 “점자 

라벨러 유틸리티”를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점자 라벨러 유틸리티” 프로그램이 필요한 소프트웨어의 설치가 

완료되면 이제 “점자 라벨러 유틸리티” 프로그램의 설치를 시작합니다. 

“다음” 버튼을 눌러서 설치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4. 제시된 폴더에 설치하시려면 “다음”버튼을 누르시고, 다른 폴더로 

변경하고자 하시면 “찾아보기”버튼을 눌러서 설치할 폴더를 지정한 후에 

“다음”버튼을 눌러서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5. 설치가 완료되는 아래의 화면이 출력됩니다. “닫기”버튼을 눌러서 

설치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2. 점자 테이프 출력 방법 

이 장에서는 BL-1000 을 PC 와 연결한 후에 테이프에 점자를 출력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약 필요한 소프트웨어들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1.6장에서 1.8장까지를 읽어 

보신 후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먼저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 PC와 BL-1000의 연결 

다음의 지시에 따라서 PC와 BL-1000을 연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결 과정 

1. BL-1000에 AC 어뎁터를 연결합니다. 

그러면 점자를 출력하기 위해서 점자 테이프의 끝이 시작위치에 자동으로 

놓여집니다. 만약 점자 테이프가 없을 경우에는 새로운 점자 테이프를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2. PC를 켜기 전이면 PC를 켜기 바랍니다. 

 

3. 제공된 USB 케이블을 사용하여 BL-1000과 PC를 연결하십시오. 

 

2.2 점자 테이프에 점자 출력 

2.2.1 “점자 라벨러 유틸리티”프로그램 실행과 종료 

다음 과정 중 하나로서 “점자 라벨러 유틸리티”를 실행하실 수 있습니다. 

 

1. 바탕화면에 있는 “점자 라벨러 유틸리티”를 더블 클릭하여 실행할 수 

있습니다.  

 

 

 

 



 

 

2. “시작메뉴”버튼을 누르고 “프로그램”메뉴를 선택하여 “점자 

라벨러”메뉴에 있는 “점자 라벨러 유틸리티”를 클릭하여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미 생성된 파일을 열 경우, 파일에 위치하고 더블 클릭하면 바로 

그 파일을 열 수 있습니다. 

 

 

 

 

 

 

 

3. 메뉴바에서 “파일”메뉴을 선택한 후에 “종료”메뉴를 클릭하면 

프로그램을 종료하실 수 있습니다. 

 

 

 

 

 



 

 

2.2.2 출력한 데이터 파일의 텍스트 편집 

“점자 라벨러 유틸리티”가 실행되면 이전에 작업했던 마지막 파일이 열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텍스트 목록이 출력됩니다. 

 

1. 점자 테이프에 새로운 텍스트를 출력하는 경우에는, 메뉴바를 누른 후 

“라벨”메뉴의 하위 메뉴에서 “새 자료”메뉴를 선택합니다. 기존 

텍스트를 편집하시려면 텍스트 목록에서 편집을 원하시는 텍스트를 선택한 

후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더블 클릭하거나, 키보드로 엔터를 입력하시면 

텍스트를 열어서 편집하실 수 있습니다. 

 
 

 

2. “내용:”란에 출력하고자 하는 단어나 문장을 입력 한 뒤, 

“점역”버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입력된 단어나 문장이 점자로 

번역되어 “점자:”란에 출력됩니다. 

 



 

 

“점자:”란에 출력된 점자는 실제로 점자 테이프에 동일하게 출력됩니다. 

“점자:”란의 점자 텍스트도 직접 편집이 가능합니다. 

“제목:”란에 알기 쉬운 제목을 입력하면, 다음번 출력 시에 텍스트 목록에서 

텍스트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제목의 입력을 생략할 수 있지만, 입력하는 

것이 나중에 텍스트를 찾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입력하실 것을 추천합니다. 

“닫기”버튼을 누르시면 편집했던 내용들이 저장되면서 텍스트 목록으로 

돌아오고, 편집한 내용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취소”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컴퓨터 점자 

URL 이나 이메일 주소가 입력될 때 일반적으로는 컴퓨터 점자를 입력하므로서 

다른 텍스트와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점자 라벨러 유틸리티”에서는 점자로 번역할 텍스트와 URL 또는 이메일 

주소등의 컴퓨터 점자를 bracket{} 으로 구분합니다. 

“컴퓨터 점자”버튼을 누른 후에 Bracket{} 사이에 홈페이지 주소나,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시면 다른 텍스트와 점역 시에 Bracket{} 구간의 텍스트는 컴퓨터 

점자로 점역됩니다. 

 

 
 

 

 

 

 



 

 

2.2.3 점자 출력 실행 

편집 후에 점자를 테이프상에 출력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과정을 수행합니다. 

 

실행 과정 

1. 아래의 (a) 또는 (b)의 방법으로 “점자 출력”을 실행하실 수 있습니다. 

 (a) 이전 장에서 보았던“라벨 편집”창에 있는 “점자 출력”버튼을 클릭하여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b) 메뉴바를 선택하여 “라벨”메뉴 하위에 있는 “점자 출력”메뉴를 클릭하여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2. 만약 이전에 사용했던 포트를 BL-1000 찾았다면 해당되는 포트의 사용에 

대해서 사용여부를 물어볼 것이며, USB cable 을 통해 연결한 경우 아래와 

같은 질문창이 출력됩니다. 해당 포트를 사용하시려면 “예” 버튼을 

클릭하시고, 다른 포트를 사용하시려면 “아니오”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3. 만약 USB 포트를 찾지못할 경우 다음과 같은 창이 출력됩니다. 
 

 
 

위의 창이 출력되면, BL-1000 과 연결된 포트를 먼저 확인하시어 “통신포트”를 

설정하신 후 “다음”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주의 

일단 통신 포트가 선택되면 “점자 라벨러 통신포트 선택”창이 다음 출력 

시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른 포트를 선택하시려면 “점자 라벨러 

유틸리티”프로그램을 다시 실행해야 합니다.  

 

 

4. 다음의 창이 출력되면, BL-1000 의 절단기에 의해서 출력된 점자 테이프를 

절단하기 위해 “모든 라인 절단”Check 박스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출력 후에 수동으로 절단기를 이용해서 출력된 점자 테이프를 

절단하시려면 “모든 라인 절단”Check 박스를 체크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출력될 점자 테이프의 매수를 선택한 후 “시작”버튼을 클릭하시면 점자 

출력이 시작됩니다. 

 

 

 
 

 

 



 

 

 

 
 

 

 

5. 다음 라인을 출력하기 위해서 설정 키를 

누르시기 바랍니다. 하나의 라인을 출력한 

후에 점자 테이프가 잘려진 테이프 위치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2 초 간격으로 비프음을 

출력합니다. 

 

 

 

 

 

 

 

 

 

6. 절단 키를 눌러서 출력된 테이프를 

잘라내십시오. 테이프를 절단하여 제거한 후에 

10초 간격으로 비프음이 출력됩니다. 

 
 

 

 

 

 

 

 

 



 

 

7. 고정 키를 누르면 출력이 시작되고, 출력 이후에 과정 6 번과 7 번을 

되풀이 합니다. 

 

 

 

 

 

 

 

 

 

 

 

출력 후에 테이프를 보면 위쪽 부분과 아래쪽 부분의 여백이 다릅니다. 여백이 

좁은 쪽이 위쪽입니다. (A<B) 

 

주의 

출력이 완료된 후, 점자 테이프가 출력될 위치까지 이동하기 전에 절단 키를 

누르게되면, 마지막으로 출력된 점자가 잘릴 수 있습니다. 비프음이 출력되고 난 

뒤에 절단 키를 눌러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 키는 약간 

길게 눌러서 점자 테이프가 절단된 위치로 이동하도록 한 후, 절단 키를 눌러서 

절단하고, 출력된 점자 테이프를 제거하시면 됩니다. 

 



 

 

2.2.4 순차적인 순번 기능 

“점자 라벨러 유틸리티”는 숫자를 출력할 때 순차적으로 숫자를 하나씩 

증가시키면서 출력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능으로 숫자로된 

순차적인 여러 개의 라벨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Test 

10001”부터 “Test 10010”까지 10 개의 일련된 라벨을 출력하고자 한다면 

다음의 진행 과정에 따라서 출력하시면 됩니다. 

 

진행 과정 

 

1. 우선, “내용:”란에 “Test”라는 테스트를 입력한 후에 “#”버튼을 

5번 누름니다. 그러면, “내용:”란에 “Test #####”와 같이 표시가 됩니다. 

 

 

2. “점역”버튼을 클릭하여 입력된 텍스트를 점자를 변환합니다. 

“#”으로 표시된 부분들은 점자로 3456 점형으로 나타나며, 여기에 하나 더 

추가된 숫자 sign 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순차적인 순번임을 

나타내는 숫자 Sign을 의미하고, 실제로 순차적인 순번이 아닌 점자 “#”를 

출력할 때에는 추가 숫자 sign이 필요 없습니다. 

 
 

 

3. “다음 번호:”입력창에 시작 숫자로서 “10001”을 입력합니다.  

 

 



 

 

4. “점자 출력”버튼을 클릭하면 다음의 창이 나타납니다. “매수:”란에 

출력하고자하는 매수를 입력한 후 “시작”버튼을 클릭하면 출력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출력 “매수:”에 의해서 출력 후에는 자동으로 “다음 번호:”란에 

있는 숫자가 증가합니다. 만약, 이 텍스트를 저장하시면 다음 번에 계속해서 

이러한 숫자들을 변경하면서 연속된 라벨을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2.2.5 점자 데이터로의 입력 방법 

“점자:”란에 점자 텍스트를 입력하는 방법이 2가지 있습니다. 

(a) 기본 모드 –  키보드로 입력된 텍스트를 점자로 변환하는 방법. 

(b) 6 점 모드 –  키보드 상에서 아래와 같이 대응되는 6 개 키로서 점자를 직접 

입력하는 방법. 

 

초기에는 다음의 키들이 각 점에 해당하는 키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1점: F  4점: J 

 2점: D  5점: K 

 3점: S  6점: L 

 

현재의 입력 모드가 대화상자의 하단 중앙부분에 표시됩니다. 

 

 
 

 

이 버튼을 클릭하면 입력 모드를 변경할 수 있는 팝업 메뉴가 출력됩니다. 

키보드로 동작하기 위해서는 “점자:”입력 창에서 탭을 누르면 “입력 

모드:”로 포커스됩니다. 엔터를 누르면 팝업 메뉴가 띄고 아래/위 방향키로 각 

모드 간을 이동 한 후 사용하고자 하는 모드에서 엔터를 누르시면 됩니다. 

 

2.2.6 점자 번역 옵션 

점자 라벨 유틸리티에 있는 점역 기능은 다음의 옵션을 갖습니다. 

 

"2종 사용" 

이 옵션을 사용하면 영문에 대해서 점역 시에 2 종 점자(약어)규정을 사용하여 

점자로 번역합니다. (* 한글의 경우는 옵션에 관계없이 2종 점자로 번역됩니다.) 

 

이 옵션을 사용하지 않으시면, 영문에 대해서 점역 시 2 종 점자를 사용하지 

않고 1 종 점자로 번역합니다. 이 옵션은 “점자 라벨러 유틸리티”의 최초 시작 



 

 

시에 “2 종 점자”옵션이 사용 가능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설정을 

변경하시려면 다음 과정에 따라서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진행 과정 

1. 메뉴바에서 “설정” 매뉴얼을 클릭한 후 “점역 옵션”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2. 그러면 대화상자가 출력됩니다. 

 

 
 

3. 2 종 점자를 사용하여 출력하시려면 “2 종 사용” Check 박스에 체크를 

하시면 되고, 2 종 점자를 사용하지 않으시려면 “2 종 사용” Check 박스에 

체크를 해제하시면 됩니다.  

 

4. “확인”버튼을 누르면 설정 값이 변경되며, 설정한 내용을 변경하지 

않을 때는 “취소”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2.2.7 텍스트 파일 관리 

이전에 최종으로 열었던 텍스트가 “점자 라벨러 유틸리티”가 실행될 때 

열립니다. 



 

 

메뉴바에서 “파일”메뉴을 선택하여 “열기”메뉴를 사용해서 다른 파일을 열 

수 있습니다. 

 
 

“파일”메뉴에서 “저장”을 선택하시면 현재까지 편집했던 텍스트 목록을 

파일로 저장하실 수 있습니다. “새 이름으로 저장”을 선택하시면 다른 이름의 

파일로 현재 작업한 텍스트 목록을 저장하실 수 있습니다. 

 

텍스트 제거 방법 

다음 과정을 통해 불필요한 텍스트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1. 메인 윈도우의 텍스트 목록에서 제거를 원하는 불필요한 텍스트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2. 마우스의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면, 팝업메뉴가 뜹니다. “삭제”메뉴를 

를 선택하여 제거합니다. 메뉴바의 “라벨” 메뉴 안에 있는 “삭제”명령과 

같습니다. 

 



 

 

 
 

 

텍스트 복사 방법 

다음 과정을 통해 다른 파일에 있는 텍스트를 복사할 수 있습니다. 

1. 메인 윈도우의 텍스트 목록에서 복사할 텍스트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2. 마우스의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면, 팝업메뉴가 뜹니다. “복사”메뉴를 

선택하여 복사합니다. 메뉴바의 “라벨” 메뉴 안에 있는 “복사”명령과 

같습니다. 

 

3. 메뉴바를 이용하여 “파일”메뉴 안에 있는 “열기”메뉴을 선택하여 

복사된 텍스트를 붙여넣고자 하는 파일을 선택하여 주십시오. 

 

4. 텍스트 목록이 있는 공간을 마우스로 선택합니다. 

 

5. 마우스의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면, 팝업메뉴가 뜹니다. 

“붙여넣기”메뉴를 선택하여 붙여넣기를 합니다. 메뉴바의 “라벨” 메뉴 

안에 있는 “붙여넣기”명령과 같습니다. 

 



 

 

3. 일반 점자 출력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점자 테이프 출력 

만약 일반 점자 출력 소프트웨어가 다음의 조건을 만족한다면, 여러분은 

BL-1000에 점자 텍스트를 보내서 점자 테이프를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3.1 Com 포트의 설정사항 

Com포트나 USB포트(VCP: 가상 Com포트)는 다음 사항을 만족해야 합니다. 

전송   속도: 9600bps 

데이터 길이: 8 비트 

스톱   비트: 1 비트 

패리티 비트: 없음 

흐름   제어: 소프트웨어 (XOn/XOff) 

 

* USB 를 사용하는 경우, Windows 의 장치관리자에서 가상 Com 포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만약 “흐름제어”를 “없음”으로 사용하는 경우, 한 번에 송부하는 데이터의 

길이는 500 바이트 이하여야 데이터 손실이 없습니다. 

 

3.2 점자 코드 

BL-1000 는 표준 점자 코드인 NABCC (6 점)에 의한 점자 텍스트를 수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데이터에 Escape(ASCII 1~31)문자를 포함할 경우 BL-1000 은 

적절하게 출력을 할 수 없습니다. 

 

새 문단과 새 페이지를 시작하는 코드 

BL-1000이 다음 코드 중 하나를 수신할 때에는 라인의 끝으로 인식합니다. 

 

 라인피드 코드 (10) 

 새페이지 코드 (12) 

 캐리지 리턴   (13) 

 

만약 이러한 코드들을 연속적으로 수신하는 경우에, BL-1000 은 두번째 코드 



 

 

이후로부터 새로운 문단을 시작하기 위해서 한번에 그러한 코드들을 

처리합니다. 

 

4. 수신 데이터의 처리 

BL-1000 은 Com 포트와 USB 포트 중에서 첫번째 텍스트를 받았던 포트를 

사용합니다. 

 

BL-1000 은 첫번째 텍스트를 모두 출력하기 전까지는 출력 중이 아닌 다른 

포트를 통해서 텍스트를 점자 테이프에 출력하지 않습니다. 

 

BL-1000 는 한 라인의 전체 텍스트를 수신한 후에 출력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음 텍스트를 받기 위해서 출력을 멈춤니다. 

 

출력된 점자 테이프를 절단하고, 고정 키를 누르면 다시 다음 텍스트의 수신을 

시작합니다. 

 

만약 텍스트의 끝에 새로운 문단 또는 페이지를 시작하기 위한 코드가 부여되지 

않은 경우에는 약 1초 정도 쉰 뒤에 테이프상에 점자의 출력을 시작합니다. 

 



 

 

5. 사양 

제품 명 점자 라벨러 

모델 명 BL-1000 

인터페이스 

시리얼 포트: RS-232C: 9핀 컨넥터 

 

전송 속도: 9600 bps    데이터 길이: 8 비트 

스톱비트: 1 비트        패리티비트: 없음 

흐름제어: 소프트웨어 (XOn/XOff) 

 USB 포트 Ver.1.1 - B 타입 

점자 테이프 P/N: BLTP-13A  길이 10m 

전원 
AC 어뎁터 

(입력 AC 100V ~ 240V, 50/60Hz, 출력 DC 15V) 

전력 소비 최대 18W 

동작 온도 5 to 35 °C (41 to 95 °F) 

동작 습도 20% ~ 80%RH (NO DEW) 

크기 

넓이    198mm (7.8”)  

길이    120mm (4.7”)  

높이     71mm (2.8”) 

무게 약 0.8kg (1.8lb) 

 

시스템 요구사항 

운영체제 
Windows XP Home, Professional 

Windows Vista 

프로세서 

Windows XP: 인텔 펜티엄 500MHz 

 

Windows Vista: 인텔 펜티엄 1.3 GHz 

메모리 512MB 시스템 메모리 

드라이브 CD-ROM 드라이브 

 



 

 

 

 

 

 

 

 
 

이메일:  

support@himskorea.co.kr 

hims@himskorea.co.kr 

 

홈페이지:  

www.himskorea.co.kr 

www.himsintl.com 

 

전화번호: 

수리: 042) 864-4601(내선 100번) 

영업: 042) 864-4460(내선   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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