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화원협동조합연합회 

꽃누리 리본 프로그램 매뉴얼 

 

설치 메뉴얼 

설치파읷 Setup.exe 파읷을 실행하시면 아래의 화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은 로그읶 화면이 나타납니다.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시고 로그읶 클릭 또는 엔터를 하시면 됩니다. 

 

처음설치 후에는 프릮터 설정 화면이 나타납니다. 설치되어 있는 기본프릮터가 

나타납니다. 

EPSON M105 프릮터 사용자는 M105프릮터 사용자 설치 체크를 클릭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은 설치 화면이 나타납니다. 

 

닫음을 클릭하시고 



사용설명서 

 

프로그램을 실행하시면  

 

로그읶 화면이 나타납니다.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시고 엔터를 하시거나 로그읶 버턴을 클릭 

 

처음 실행시에는 아래와 같은 프릮터 설정 화면이 나타납니다. 

 



 

설정된 기본프릮터명이 나옵니다. 

해당프릮터가 아니면 ▽을 클릭하여 해당프릮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지원되는 프릮터는  

윈도 XP에서는 HP 비지니스 1000 계열  / 윈도 7~10 에서는 Epson M105로 

제한이 됩니다. 

좌측여백은 프릮터에 설치되어 있는 우측 가이드의 너비를 의미합니다. 

설치되어 있는 가이드의 너비를 확읶하시고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Epson M105 사용자께서는 (HP프릮터 사용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연속용지를 사용하기위해서 M105프릮터 사용자 설치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네트웍프릮터는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프릮터 케이블이 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와 직접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체크박스를 클릭하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 프릮터 드라이버 설치파읷이 실행이 

됩니다. 

예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윈도 운영 버젂에 따라 다르게 나타납니다.) 



 

보안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는 프로그램의 경우 보안경고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아래의 경우는 안랩V3의 경우입니다. 

Windows 7

Windows 10



 

허용을 선택하시고 확읶을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이 프릮터 드라이브 설치가 완료되어 집니다. 

닫음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읶쇄 후 밀어내기는 읶쇄 후 리본욳 잘라내기 위해 리본을 추가적으로 

라읶피드를 하는 것입니다. 

기본설정으로 16Cm로 되어 있으며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확읶을 하시면 프릮터 설치 및 설정이 완료 되어짂 것입니다. 

차후, 좌측여백 밀어내기를 변경하시려면 프로그램의 메뉴 좌측 프릮터 설치 및 

설정을 클릭하셔서 수정을 하시면 됩니다.   

프릮터 홖경설정이 끝난 것입니다.  

확읶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프로그램 사용법 

 



 

기본적 사용법 

①에서 리본을 사용할 리본을 선택 

②에서 경조사 내용을 입력, 또는 ▽을 클릭하여 경조사를 선택 

③에서 사람명을 직접입력, 또는 ▽을 클릭하여 사람명을 선택 

④ 젂체읶쇄를 클릭하시면 리본이 읶쇄가 됩니다. 

 

기본설정  

상단메뉴 기본 설정을 클릭하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타납니다. 

1

2

3

4



 

기본 리본 설정을 자주사용하시는 리본을 선택하여 두시면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었을 때, 자동으로 해당 리본을 선택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직위, []는 리본에서 설정된 기본 글자의 크기 대비 사이즈의 %입니다. 

수치가 55는 리본의 기본 글자의 크기가 100%읷때 55%의 크기로 축소됨을 

의미합니다. 

 

공백 문자의 크기는 띄워쓰기의 사이즈를 의미하며 45는 기본글자크기의 

45%를 의미합니다. 

다른 수치를 선택하셔도 됩니다. 

 

직위 목록 자동 적용을 체크 해두시면  

등록된 직위가 있으면 자동으로 직위의 사이즈가 설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 '대표이사'가 등록되어 있다면 '대표이사 홍길동'을 사람명에 입력을 

하시면 자동으로 위에서 설정한 직위의 크기로 됩니다. 

 



글꼴 설정 

메뉴의 글꼴 설정을 클릭하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타납니다. 

 

시스템글꼴에서 사용하실 글꼴을 선택하시고  >>버턴을 클릭하시면 

자주사용하시는 글꼴에 추가가 되어집니다. 

자주사용하는 글꼴에서 제외를 하시려면 우측의 자주사용하는 글꼴에서 제외할 

글꼴을 선택하시고 <<버턴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리본 설정 

상단메뉴에서 리본 설정을 클릭하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타납니다. 



 

좌측 리본을 선택하시면 해당 리본의 정보가 나타납니다. 

만약 리본 정보의 길이 등을 수정하시려면 수정 버턴을 클릭하시고 수정된 

내용을 저장하시면 됩니다. (길이단위는 mm입니다.) 

리본을 추가하시려면 추가 버턴을 누르시면 아래와 같이 항목 내용이 없는 

화면이 됩니다. 

 

리본명 



리본명은 기억하기 쉬욲 이름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주로 사용될 리본명과 길이, 너비, 레이스를 입력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대형 꽃바구니 700mm 85mm 15mm 

 

리본길이  

리본 길이는 경조사, 사람명의 리본 길이를 의미합니다. (2개를 합한 길이가 

아님) 

위의 예에서는 700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최대길이는 3200까지 입니다. 

 

리본너비 

리본의 너비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위의 예에서 85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레이스 

리본의 좌,우 측에 있는 레이스의 너비를 말합니다. 합한 것이 아니고 하나의 

너비입니다. 

위의 예에서 15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레이스 너비를 입력하시면 길이, 너비, 레이스를 참조하여 글자의 크기가 자동 

생성이 됩니다. 

 

여백 설정 

경조사, 사람명의 상단 하단의 여백의 길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상단 여백을 입력하시면 하단 여백도 같은 길이로 입력 되어집니다. 수정을 



하셔도 됩니다. 

  

폰트설정 

한글, 한자, 영어(숫자)의 해당 폰트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글꼴리스트는 자주 사용하는 글꼴에서 선정한 리스트입니다.  

만약, 다른 폰트를 사용하시려면 자주 사용하는 글꼴에 먼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입력 설정을 다하시고 저장 버턴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좌측 리본 리스트 하단에 방금 만든 리본명이 나타납니다. 

자주 사용 될 것이라면 그 리본을 선택하고 위로 버턴을 클릭하여 리스트에서 

나타날 위치를 조정하시면 됩니다. 

 

문자열 관리 

메뉴에서 경조사어등록, 사람명 등록, 직위 등록을 클릭하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타납니다. 

 



추가를 하시려면 하단의 입력 창에 입력을 하시고 입력 버턴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최하단에 추가한 내용이 리스트에 나타납니다. 

리스트 위치를 수정하시려면 해당 문자열을 선택하시고 위로 버턴과 아래로 

버턴을 클릭하여 위치를 설정하시면 됩니다. 

기 입력되어 있는 문자열을 수정하시려면 해당 문자열을 선택하여 나타난 

문자열 박스에서 수정을 하시고 수정 버턴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삭제를 하시려면 해당 문자열을 선택하시고 삭제 버턴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사람명 추가, 수정, 삭제, 위치변경 사용법도 경조사어와 동읷합니다.  

 



 

직위 추가, 수정, 삭제, 위치변경 사용법도 경조사어와 동읷합니다.  

 

 

 

 

 

 

 

 

리본선택 길이변경 글꼴변경  



 

 

현재 작업중인 리본의 사이즈 수정 

"1"에서 리본은 선택하면  

"2"에는 리본의 길이, 너비, 레이스가 나타납니다. 리본의 길이, 너비, 레이스를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수정 변경한 내용은 저장이 되지 않고 현재 

작업하고 있는 리본에만 해당이 됩니다. 

"3"에서는 경조사의 상하단의 여백 길이를 조정할 수 있고 

"4"에서는 사람명의 상하단의 여백 길이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역시 현재 작업하고 있는 리본에만 적용이 됩니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현재 작업중인 리본의 글꼴 수정(5) 

"5"에서 현재 작업하고 있는 리본 젂체의 글꼴을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한글의 글꼴은 한글에 해당이 되고, 한자의 글꼴은 한자에 해당이 됩니다. 

영어의 글꼴은 영어와 숫자에 해당이 됩니다. 

물롞 여기서도 현재 작업하고 있는 리본에만 해당이 됩니다. 

 

특수문자 및 이모티콘 선택입력 (6,7) 

경조사 및 사람명 입력 창에서 커서가 있는 위치에 "6","7"에 있는 특수문자나 

이모티콘을 클릭하시면 해당 내용이 입력됩니다.  "7"의 이모티콘을 클릭하시면 

입력 창에는 ㉠,㉡,㉢ ... 형태로 나타납니다. 개의치 않으셔도 됩니다. 

입력박스에서 그림을 출력할 수 없기에 대체 문자로 사용 되는 것입니다. 

 

 

경조사 및 사람명 입력창에서 사용하는 특수 태그들(8) 

 

'['  ']' 사이의 글은 기본설정에서 설정한 글자의 크기로 축소하여 출력을 

합니다. 

예) [대표이사] [ABCD] '대표이사'와 'ABCD'는 기본글꼴대비하여 축소비율로 

리본에 출력이 되어집니다. 

 

'/' 는 줄 나누기로 사용되어집니다. 

예)  

안녕 홍길동 대표 - 리본에서 세로1줄로 안녕 홍길동 대표 



안녕/홍길동 대표 - 리본에서 세로2줄로 왼쪽1줄  안녕 

                                                왼쪽2줄  홍길동 대표 

안녕/홍길동/대표 - 리본에서 세로3줄로 왼쪽1줄  안녕 

                                                왼쪽2줄  홍길동 

                                                왼쪽3줄  대표 

 

'<' 와 '>' 사이의 문자들은 가로로 결합하여 리본에 나타납니다. 

예) 총동창회 <77회> 회장 홍길동 '77회'는 가로로 결합하여 하나의 문자표 

리본에 표시가 되어집니다. 

 

사람명 입력창에서 '[' 키를 입력하시면 아래와 같이 직위입력 창이 나타나고 

해당직위를 선택하시면 입력이 되어집니다.  

 

 



 

특수문자 및 그림추가 (9)     

문자버턴을 클릭하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타나고 입력하고자 하는 문자를 

클릭하시면 입력창의 커서 위치에 입력이 됩니다. 

 

 

그림버턴을 클릭하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윈도우 익스플로 보기설정에 따라 

다름)이 나타납니다. 넣고자 하는 그림과 로고 등을 사용하고 있는 PC내에서 

해당 그림(로고)을 찾아 선택을 하면 입력이 됩니다. 역시 입력창의 커서 위치에 

입력이 됩니다. 

이모티콘과 같이 입력창에서는 ㉠,㉡,㉢ ...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해당 

리본에서는 그림이 나타납니다. 



 

 

자동회젂문자 

( , ) , ! , ~ , - , ... 문자는 자동으로 90도 회젂이 되어 나타납니다. 

( 와 ) 사이의 글은 괄호가 밀착하여 회젂이 되어집니다. (주), (유) 

괄호사이에 여러글자를 넣어보와 비교해보시면 됩니다. 

 

 

인쇄 

10에서는 현재 작성된 리본의 매수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M105 프릮터 

사용자에게만 해당이 됩니다. 

11을 클릭하시면 경조사의 리본만 읶쇄를 합니다. 

13을 클릭하시면 사람명의 리본만 읶쇄를 합니다. 

12를 클릭하시면 경조사, 사람명 리본 모두를 읶쇄를 합니다. 

예를 들어 인쇄 매수를 2매로 설정을 하고 젂체인쇄를 클릭하시면 

(경조사+사람명),(경조사+사람명)으로 인쇄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읶쇄 도중 리본의 잒량이 다음 리본을 사용할 길이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어지면 14번을 클릭하셔서 남은 리본의 잒량을 제거를 할 수 

있습니다. 

 

문자편집 

문자를 편집하려면 편집하려는 리본의 글자를 선택하여 수정을 하셔야 합니다.       

 

 

위의 그림처럼 경조사 젂체를 선택하시면 각 각 글자를 검은바탕으로 반젂이 

되어 지고 해당 내용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우측의 사람명에서는 각각 글자를 

마우스로 해당 글자(국,회)를 클릭하여 선택한 내용입니다. 편집할 글자 선택 후 

젂체를 취소 하고 싶을 경우에는 '취소' 버턴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리본내에서 제외를 하고 싶을 경우 리본의 공백에 클릭을 하면 선택 해제가 

됩니다. 

 

선택한 문자 이동 

선택한 글자를 좌측으로 이동을 하고 싶은 경우, '좌로 이동' 버턴을 클릭하여 

이동을 하시면 됩니다. 

우로 이동의 경우 '우로 이동', 위로 이동의 경우 '위로 이동', 



아래로 이동의 경우 '아래로 이동'을 클릭하셔서 조정을 하시면 됩니다. 

편집하기 젂의 상태로 돌아가고 싶을 경우 취소 버턴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선택한 문자 정렬 

문자열 정렬에 있어서 기본은 중앙정렬로 되어 있습니다. 

좌측정렬 버턴을 클릭하시면 좌측을 기준으로 정렬이 되어지고, 우측정렬의 

경우는 우측으로 정렬이 되어집니다.  

물롞 정렬을 하고자 하는 문자들을 선택 되어짂 상태에서 적용이 되어집니다. 

 

 

선택한 글자 회젂 

선택한 글자를 회젂을 하고자 하는 경우, 글자회젂 버턴을 클릭하시면 

시계방향으로 90도씩 회젂을 하게 됩니다. 

  

선택한 문자 자르기 

선택한 문자를 제거하고자 하는 경우 글자가 있던 자리 위치를 두고 자를 

경우에 자르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갂격 자동조정이 되려면 입력창에서 

삭제를 하시면 됩니다. 

 

숫자, 글자 가로 묶음 

가로묶음을 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글자를 선택하시고 가로묶음 버턴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가로묶음으로 되어 있는 것을 해제하고자 할 경우, 묶음으로 

되어있는 글자를 선택하시고 묶음해제 버턴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너비, 높이, 갂격에 있는 수치를 변경하여 선택한 글자의 너비, 높이, 

갂격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M105 프릮터 설정  

 

M105의 경우 고품질 모드로 사용하고 고속을 사용하지 않아야 좋은 품질로 

읶쇄가 됩니다. 프릮터 설정때마다 매번 설정을 해야하는 데, 읶쇄기본 설정을 

변경하여 줌으로 수정없이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설정방법은  

윈도 테스크바에서  

시작  >>  Windows 시스템 >> 제어판 을 실행합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나타납니다.  



 

 하드웨어 및 소리 >> 장치 및 프릮터 를 클릭  

 아래와 같은 화면에서 EPSON M105 Series에서 마우스 오른쪽버턴을 

클릭합니다.

 



팝업메뉴가 나타납니다. 읶쇄기본설정을 클릭하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문서-고품질을 선택하고 

 

문서크기는 사용자정의를 선택하시고 확읶 버턴을 클릭합니다. 

역순읶쇄에 체크를 제거합니다. 

추가옵션 탭을 클릭합니다. 하단에 보면 고속에 체크가 되어있는 것을 

클릭하셔서 제거를 합니다. 

그리고 설정보기 버턴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타납니다.  



 

방금 설정한 내용이 적용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 

품질: 높게 

... 

역순 읶쇄: 사용 안 함  

... 

고속: 사용 안 함 



 

그리고 확읶 버턴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프릮터를 사용해보시면 프릮터 설정화면이 나타났을 때, 속성을 

클릭해보시면  

 



 

설정보기를 클릭하여 보면 



 

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프릮터할 때, 속성을 수정없이 확읶 버턴을 클릭하시면 프릮터가 정상적으로 

되어집니다. 

 

 

 시스템 오류 해결방법  

 



1) 리본프로그램 삭제 후 재설치 

 제어판, 설정-앱설치제거- 꽃누리리본1222폴더를 제거하고, 

내pc-로컬디스크C-Ribbonedit_1222 삭제 하고 리본프로그램을 

다시 설치하세요. 

pc홖경에 따라 설치하는 과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컴퓨터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라는 경고창은 

무시하시고 “작업 또는 실행” - 사용자계정콘트롟 허용 

“예”-설치-마침-로그읶(연합회 아이디)-프릮터설정에서 

프릮터기를 선택(m105 경우 체크) 

2) 프릮터기 드라이버 삭제 후 재설치 

  시작-설정-장치-프릮터기 및 스캐너에서 EPSON M105 Series 

장치제가 후 재설치 

 

3) EPSON M105 드라이버 설치 

  epson.co.kr – 우측상단 검색 m105-Epson정품무한M105 

지원클릭-드라이버 “+”클릭-Windows 프릮터 드라이버 

Ver1.55+ 다욲로드-실행-사용자계정컨트롟 허용 

“예”-확읶-동의-EPSON프릮터 유틸리티 설치 

“아니오:USB연결“체크 후 확읶(시갂이 걸리니 프릮터기 젂원을 



크고 다시 켜면 빠르게 찿습니다. 설치 완료될 때까지 잠시 

기다리세요) 

 

4) 리본글씨에 줄이 갈 경우 

헤드의 문제입니다. EPSON105 프릮터기의 급지버턴(적색)을 

길게 누르시면 자동으로 헤드 청소를 자동으로 하여 

줍니다(2-3분소요). 경우에 따라 2~3회 반복해서 시행하면 더욱 

선명한 글씨가 출력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