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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본 매뉴얼에 대하여 
 

매뉴얼 사용법 

> 측정기를 사용하시기 전에 본 설명서의 내용을 자세히 정독하시

고 제품에 대하여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신체 부상과 제품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 관련 설명과 경고 내용에 주의를 기울이

기 바랍니다. 

> 본 설명서는 필요 시 언제나 참조할 수 있도록 보관 및 관리하시

기 바랍니다.  

> 측정기를 다른 사용자에게 인계 시 본 설명서를 함께 인계하시기 

바랍니다. 
 

 본 소프트웨어로 작업하시려면 Windows 운영체제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기호 및 표기 설명 
 

표시 설명 

 주: 기본 정보 및 상세 정보 

1. ... 

2. ... 

실행: 다음 단계를 위해 따라야 하는 단계입니다. 

> ... 실행: 기본 단계 또는 추가 단계 

- ... 실행에 대한 결과 

Menu 측정기 작동메뉴 

[OK] 메뉴 실행 및 조작 버튼 

... | ... 메뉴 내 기능 또는 경로 

“...” 입력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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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품 사양 
 

2.1. 제품의 사용 
 

testo EasyClimate 소프트웨어 구성 및 분석 소프트웨어는 아래와 

같은 다양한 기능으로 testo 480 측정기의 성능을 향상시켜 줍니다. 

 소프트웨어를 통한 측정기 구성 

 고객, 시스템 및 측정 데이터 관리 

 측정기로 데이터 불러오기 및 보내기 

 수신된 데이터로부터 측정 프로토콜 생성, 저장 및 출력하기 

 측정값에 주석 달기 
 

2.2. 시스템 요건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려면 관리자 권한이 필요합니다. 

 
 

운영체제(OS) 

EasyClimate 소프트웨어는 다음 운영체제에서 작동가능합니다. 

• Windows® XP ServicePack 3 (SP3) 

• Windows Vista 

• Windows 7 

• 기타: 테스토 고객센터에 문의해 주십시오. 

컴퓨터 

컴퓨터는 해당 운영체제의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소프트웨어를 최적으로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USB 인터페이스 1.1 이상 

 인터넷 익스플로러 5.0 SP1 이상 
  

 날짜와 시각 설정은 PC에서 자동으로 인식합니다. 따라서 

측정 데이터의 신뢰성 보증을 위해 관리자는 시스템 

시각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 시 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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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첫 단계 
 

3.1. 소프트웨어/드라이버 설치 
 
 
 

1. 프로그램 CD를 컴퓨터 CD-ROM 드라이버에 넣습니다. 

2. Setup.exe 파일로 시작합니다. 

3. 설치 마법사의 지시에 따릅니다. 

Windows Vista 버전에서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치 절차 중 다음 

단계에 주의하여 주십시오: 

• 사용자 계정 제어 윈도우를 엽니다. 

> [다음]을 클릭합니다. 

• 윈도우 보안 윈도우를 엽니다. 

> 무시하고 이 드라이버를 설치를 선택합니다. 

4. 소프트웨어 설치를 마치려면, [완료]를 누릅니다.  

소프트웨어 설치 완료 후에도, 측정기는 드라이버 설치를 위해 

PC에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5. USB 케이블을 사용하여 측정기를 PC에 연결합니다. 

- 연결됩니다. 
 

3.2. 소프트웨어 시작 
 

EasyClimate 소프트웨어 시작하기 
 

 소프트웨어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운영체제의 언어가 

지원되는 경우 해당 언어로 열립니다. 운영체제의 언어가 

지원되지 않는 경우,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영어로 기본 

설정됩니다. 
 
 
 

>  [시작] | 프로그램(Windows XP) 또는 모든 프로그램(Windows 

Vista, Windows 7) | Testo | testo EasyClimate Software를 

누릅니다. 
 

 Windows Vista 버전이라면, 사용자 계정 제어 윈도우가 

소프트웨어의 초기 시작 시에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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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센스 키를 입력합니다.  

    testo 480은 프로그램 CD 포장면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testo 835는 제품 매뉴얼 뒷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제품 설명 
 

도움말 버튼 
 

 도움말 기호 는 도움말 창을 열고 닫습니다. 이 버튼은 

첫 화면 메뉴를 제외한 모든 메뉴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4.1. 시작 화면 메뉴 
testo EasyClimate 소프트웨어를 시작하면 시작 화면이 나타납니다. 

 
 

 

1  왼쪽에 상태 정보 표시 칸이 있는 메뉴 바 

2  미리보기 화면이 표시된 바로가기 



4 제품 설명 

  9 

 
 

 
 

3 연결 관리자 

4 장치 환경설정 

5 온라인 측정 

6 보관된 측정 데이터 관리 

7 프로그램 환경설정 

8 PC의 시스템 정보 

9 저작권 
 

4.2. 설정 메뉴 
설정 메뉴를 통해 환경설정, 시스템 정보 및 저작권(Copyright) 
메뉴를 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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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 환경설정 
 

  

> 초기 페이지 | 프로그램 환경설정을 선택합니다. 

또는 

> 설정 | 환경설정을 선택합니다. 

4.2.1.1. 프로그램 탭 

> 왼쪽 탐색 패널: 아이콘만 보기 또는 아이콘과 텍스트 보기를 

선택한 후, [적용]을 누릅니다. 

> 언어: 운영체제의 국가별 설정에서 선택한 언어 사용, 또는 
사용자 선택 언어를 선택한 후, [적용]을 누릅니다. 

> 프로그램 업데이트: 소프트웨어 자동 업데이트를 선택을 선택한 
후, [적용]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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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2. 단위 탭 

  

> 각 측정 파라미터에 대해 필요한 단위를 선택 | [적용]. 

> [ISO 단위] | [US 단위]: 모든 단위를 ISO 또는 US 단위로 리셋 | 

[적용]. 

4.2.1.3. 소유자 정보 탭 

> 소유자 정보: 주소 데이터를 입력/변경 | 로고 변경 [적용]. 

4.2.1.4. 백업 탭 

데이터 백업 

> [찾아보기]: 데이터를 백업할 디렉터리를 지정합니다. 

> [지금 백업을 실행]: 데이터 백업을 실행합니다. 

> 리스트 선택영역 : 데이터 자동 백업 주기를 지정 | [적용]. 

데이터 백업에 대한 알림 설정 

> [찾아보기]: 데이터를 백업할 디렉터리를 지정합니다. 

> 리스트 선택영역 : 데이터 자동 백업 주기를 지정 | [적용]. 

> 소프트웨어가 시작되면 백업된 알람이 순환하도록 설정되어  

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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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정보 

정보 메뉴에는 PC 및 소프트웨어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는 

3개의 탭이 있습니다. 이 정보는 테스토 고객센터에 문의할 때 

에러 진단에 도움이 됩니다. 
 

  

> 설정 | 정보 메뉴를 선택합니다. 

실행할 수 있는 기능 

> [데이터 폴더...]: 모든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디렉토리 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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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저작권 

  

> 설정 | 저작권을 선택합니다. 

- 정보(EasyClimate 정보) 탭이 열립니다. 

 

4.3. 측정장치 메뉴 

4.3.1. 연결 관리자 

✓  측정기를 PC에 연결합니다. 
 
 

 한 개의 측정기가 PC에 접속되어 있으면 측정기는 

자동으로 소프트웨어에 연결됩니다. PC에 여러 개의 

측정기가 접속되어 있으면 연결 관리자에서 필요한 

측정기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SD 카드도 측정기와 같은 방법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는 몇 가지 메뉴 옵션(예를 들어, ‘측정장치’)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 초기 페이지 | 연결 관리자를 선택합니다. 

또는 

> 측정장치 | 연결 관리자  

- 측정기 이미지 및 모델명과 함께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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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정기를 선택한 후, [연결]을 클릭합니다. 
 
 

 1회당 한 개의 측정기만 접속할 수 있습니다. 

 
 
 

  

- 메뉴 바의 왼쪽에 있는 상태 표시 칸에 측정기가 나타납니다. 

- [연결] 버튼에서 [연결해제] 버튼이 활성화 됩니다. 
 
 

접속할 수 없을 때는 아래와 같이 하십시오: 

Windows XP일 때: 

> 시작(Start) | 설정(Settings) | 제어판(System control) | 

시스템(System) | 하드웨어(Hardware) | 장치 관리자(Device 

manager)를 선택합니다. 

Windows Vista일 때: 

> 시작(Start) | 제어판(System control) | 시스템 및 유지(System 

and maintenance) | 장치 관리자(Device manager)를 

선택합니다. 

Windows 7일 때: 

> 시작(Start) | 제어판(System control) | 시스템 및 보안(System 

and security) | 시스템(System) | 장치 관리자(Device 

manager)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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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환경설정 

✓  제품이 testo EasyClimate 소프트웨어에 연결되어 있고, 메뉴 

바의 왼쪽에 있는 상태 표시 칸에 측정기가 표시되는지 

확인하십시오.

 

 

  

> 초기 페이지 | 장치의 설정을 선택합니다. 

또는 

> 측정 장치 | 환경설정을 선택합니다. 

4.3.2.1. 장치 탭 

장치 탭에는 접속된 측정기에 대한 중요한 정보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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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동기화]: PC의 날짜와 시각을 측정기에 전송합니다. 

> [단위 동기화]: 설정 메뉴에서 수동으로 설정한 단위를 접속된 

프로브에 전송합니다. 

> [펌웨어 업데이트]: 다운로드한 갱신 펌웨어 파일을 측정기에 

이식합니다. 

> [공장 초기화]: 측정기를 출고할 때의 설정 상태로 리셋합니다. 

4.3.2.2. 전원 옵션 탭 

> 자동꺼짐: 측정기가 자동으로 꺼지기를 원하는 시간 입력 | 

[저장]. 

> 배터리 작동시 조명 자동 꺼짐: 배터리 운전 시 백라이트가 

꺼지기를 원하는 시간 입력 | [저장]. 

> 백라이트: 슬라이더를 움직여 디스플레이 밝기 조정 | [저장]. 

4.3.2.3. 표시 언어 탭 

측정기의 화면 텍스트에 쓸 수 있는 언어가 표시됩니다. 

> 언어 선택 | [저장]. 

4.3.2.4. 비밀번호 보안 탭 

보안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을 때는 비밀번호를 입력해야만 

측정기에서 아래 기능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 측정기 설정 초기화 

• 프로브 초기화 

• 펌웨어 업데이트 

• 비밀번호 변경/해제 

• 프로브 이름 편집 

• 습도 교정 
 
 

 비밀번호를 잊어 버렸을 때는 테스토 고객센터에서만 

초기화할 수 있습니다. 

> 비밀번호 입력 | 비밀번호 재입력 |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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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5. 프로브 탭 

측정기에 접속된 프로브 타입들이 표시됩니다.  

  

[▼]로 프로브 타입을 선택합니다. 

> 이름 입력 | [저장]. 

> 교정 성적서에 따라 프로브 교정: [교정] | [저장]. 

4.3.2.6. 텍스트 인쇄 탭 

텍스트 인쇄 탭에서 testo 480 보고서 인쇄에 사용할 주소줄, 

바닥글, 로고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인쇄할 텍스트를 텍스트 입력 필드에 입력 | [저장]. 

> 원하는 로고 선택 | [저장]. 
 

4.3.3. 온라인 측정 
 
 

 정전기는 측정기와 PC/노트북 사이의 통신에 장애를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측정기를 PC/노트북에 연결하여 

온라인으로 측정하거나 전원 어댑터를 사용할 때는 특히, 

측정 전에 모든 구성 부품은 접지를 하여 같은 전위로 

만드십시오. 시스템의 안전 관련 지시사항을 준수하십시오. 
  

온라인 측정 메뉴를 통해 원격에서 PC로 측정기를 제어하며 측정할 

수 있습니다. 측정값은 바로 PC에 전송되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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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기페이지 | 온라인 측정을 선택합니다. 

또는 

> 측정장치 | 온라인 측정을 선택합니다. 

온라인 측정의 실행 
 
 

 표시 순서 탭에서 활성화한 파라미터와 측정 단위만 

표시됩니다. 
 
 

1. 측정 사이클을 설정합니다. 

2. [시작]을 눌러 온라인 측정을 시작합니다. 

- 측정값이 표시됩니다. 

3. [종료]를 눌러 측정을 정지합니다. 

- 온라인 측정이 종료됩니다. 

4.3.3.1. 측정값 탭 
 
 

> 측정값: 모든 측정 채널에 대해 측정마다 날짜/시각이 기록된 

표가 표시됩니다. 

실행할 수 있는 기능 

> [다른 이름으로 저장]: 측정값을 저장합니다. 

> [엑셀 내보내기]: 측정값을 Microsoft Excel(2000 이상)에 

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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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립보드]: 데이터 구분자가 탭인 텍스트 파일 형식으로 

측정값을 클립보드에 전송합니다. 

4.3.3.2. 디스플레이 탭 

- 디스플레이: 모든 측정 채널에 대한 필드를 표시합니다. 현재 

측정값이 표시됩니다. 

실행할 수 있는 기능 

> 디스플레이 열고 닫기: [ ]를 누릅니다. 

> 측정 중에 실제 측정값 대신 평균값이나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표시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슬라이더를 움직여 표시 필드의 크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줌 기능). 

4.3.3.3. 차트 탭 

- 차트(Chart): 16개의 측정 채널 중에서 선택된 채널을 차트 

형식으로 표시합니다. 시간축의 척도를 자동으로 조정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실행할 수 있는 기능 

> 디스플레이 열고 닫기: [ ]를 누릅니다. 

> 차트의 속성(표시할 채널, 선 색, 척도)을 설정합니다. 

> [비트맵으로 저장]: 차트를 파일로 저장합니다. 

4.3.3.4. 표시 순서 탭 

사용가능한 채널 영역에 측정 가능한 채널이 표시됩니다. 측정기의 

현재 표시순서에 존재하는 파라미터와 측정 단위만 유효합니다. 

온라인 측정 중에 PC에 표시되는 측정 채널은 선택된 채널 영역에 

표시됩니다. 

아래와 같이 표시순서를 설정합니다. 

> 측정 채널의 추가/삭제: [추가 >], [모두 추가 >], [< 삭제] 또는  

[< 모두 삭제]. 

> 측정 채널의 순서 배치: 측정 채널을 선택한 후, [위로] 또는 

[아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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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데이터 관리 메뉴 

✓  제품이 testo EasyClimate 소프트웨어에 연결되어 있고 측정기의 

상태 정보가 메뉴 바에 표시되는지 확인하십시오. 

이 메뉴는 측정 데이터를 폴더 구조에 저장하고 관리하는 데 

이용됩니다. 측정기가 연결되어 있고 측정기에 측정 데이터가 있을 

때 이 측정값들을 측정기에서 복사하여 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측정기의 폴더 구조를 바꿀 수 있습니다. 

4.4.1. 탐색기 
 

  

> 초기 페이지 | 보관된 측정 관리 | testo 480 윈도우를 

선택합니다. 

또는 

> 보관 폴더 | 탐색기 | 제품 윈도우(왼쪽)을 선택합니다. 

디폴트 카테고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폴더 | 측정 위치 | 측정 

포인트 | 측정 프로그램 

testo EasyClimate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카테고리를 변경하거나 

새 항목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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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1. 폴더 추가하기 

> [ ] 기호를 눌러 폴더를 추가합니다. 

- 새로운 폴더가 만들어집니다. 
 
 

 폴더를 하나 더 만들려면 [ ] 기호를 한 번 더 누릅니다.  

폴더의 텍스트 필드를 선택하여 이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4.4.1.2. 측정 위치 추가하기 

1. [ ] 기호를 눌러 측정 위치를 추가합니다. 

- 새로운 측정위치 폴더가 만들어집니다. 
 
 

 폴더를 하나 더 만들려면 [ ] 기호를 한 번 더 누릅니다.  

폴더의 텍스트 필드를 선택하여 이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2. 폴더가 활성화되었으면 주소 탭에서 측정 위치에 관한 정보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4.4.1.3. 측정 포인트 추가하기 

1. [ ] 기호를 눌러 측정 포인트를 추가합니다. 

- 새로운 측정 포인트 폴더가 만들어집니다. 
 
 

 폴더를 하나 더 만들려면 [ ] 기호를 한 번 더 누릅니다.  

폴더의 텍스트 필드를 선택하여 이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2. 폴더가 활성화되었으면 측정 포인트 및 단면적 탭에서 측정 

포인트에 관한 정보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4.4.1.4. 측정 프로그램 추가하기 

1. [ ] 기호를 눌러 측정 프로그램을 추가합니다. 

- 새로운 측정 프로그램 폴더가 만들어집니다.  
 
 

 폴더를 하나 더 만들려면 [ ] 기호를 한 번 더 누릅니다.  

폴더의 텍스트 필드를 선택하여 이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2. 폴더가 활성화되었으면 측정 프로그램 탭에서 측정 위치에 관한 

정보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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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5. 폴더/측정 데이터의 복사 

1. 커서를 원하는 폴더/측정 데이터 기호로 옮긴 후 클릭하여 

선택합니다(선택되면 주황색으로 강조되어 표시됩니다).  

2. 커서를 목적지 폴더로 옮긴 후 클릭하여 선택합니다. (선택되면 

주황색으로 강조되어 표시됩니다) 

3. [ ] 기호를 눌러 선택한 폴더/측정 데이터를 측정기에서 

보관함으로 복사합니다. 

또는 

[ ] 기호를 눌러 선택한 폴더/측정 데이터를 보관함에서 

측정기로 복사합니다. 

4. [ ] 기호를 눌러 측정기 또는 보관함의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4.4.1.6. 기타 기능 

• VAC 계통 측정 프로그램을 만들 때: [ ]를 누릅니다. 

• 난기류 측정 프로그램을 만들 때: [ ]를 누릅니다. 

•  폴더 삭제하기: [ ] 기호를 누릅니다. 

•  측정 데이터 불러오기: [ ] 기호를 누릅니다. 

•  데이터 찾기: [ ] 기호를 누릅니다. 

•  선택한 측정 데이터 표시하기: [ ] 기호를 누릅니다. 

•  선택한 측정 데이터 전송하기: [ ] 기호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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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 측정 데이터의 표시 
 

  

 
 

 저장소에 보관된 측정 데이터만 표시됩니다. 따라서 

측정기의 데이터를 먼저 저장소에 복사해야 합니다. 
 
 

1. 초기 페이지 | 보관된 측정 관리 | 보관함 윈도우를 선택합니다. 

또는 

보관 폴더 | 탐색기 | 보관함 윈도우(오른쪽). 

2. 파일을 더블 클릭하면 측정 데이터 표시 모듈이 열립니다. 

- 측정 데이터 표시 모듈에는 측정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보여 

주는 5개의 탭이 있습니다. 
 

4.4.2.1. 정보 탭 

정보 탭은 데이터 관리에 필요한 측정 관련 메타데이터를 

보여줍니다. 주석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4.4.2.2. 차트 탭 

차트 탭은 측정값을 그래프로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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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할 수 있는 기능 

> 디스플레이 열고 닫기: [ ]를 누릅니다. 

> 차트의 속성(표시할 채널, 선 색, 척도)을 설정합니다. 

> [비트맵으로 저장]: 차트를 비트맵 파일로 저장. 

4.4.2.3. 측정값 탭 

측정값 탭에서는 각 측정값이 테이블 형태로 표시됩니다. 

실행할 수 있는 옵션 

> [엑셀 내보내기]: 측정값을 Microsoft Excel에 전송합니다 

(Microsoft Excel 2000 이상 버전이 필요합니다!). 

> [클립보드]: 측정값을 클립보드에 전송합니다(데이터 구분자가 

탭인 텍스트 파일).  

> 주석 붙이기: 

1. 주석을 붙이고자 하는 측정값을 클릭합니다. 

- 측정 코멘트 창이 열립니다. 

2. 주석을 입력합니다. 

3. [OK]를 클릭합니다.  

4. [의견 저장]을 클릭합니다. 

- 주석은 녹색 삼각형(차트에서는 녹색 원)으로 표시됩니다. 

마우스가 표시 위를 지나면 주석이 나타납니다. 

> 주석 변경하기: 주석을 클릭하여 편집할 수 있습니다. 



4 제품 설명 

  25 

4.4.2.4. 보고서 템플릿 탭 

보고서 탬플릿 탭에는 이용할 수 있는 보고서 유형이 여럿 

있습니다. 이 유형들은 이름을 변경, 삭제 또는 편집할 수 있으며 

새 유형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실행할 수 있는 기능 

> [새 파일]: 새 보고서 양식을 만듭니다. 

> [편집]: 보고서 디자이너에서 활성화된 보고서 양식을 수정합니다. 

> [이름 바꾸기]: 보고서 양식의 이름을 바꿉니다. 

> [삭제]: 기존의 보고서 양식을 삭제합니다. 

> [복제]: 보고서 양식을 복제합니다. 

4.4.2.5. 보고서 탭 

보고서 탭은 선택된 보고서 양식에 작성한 측정 보고서를 

보여줍니다. 보고서는 저장하고 인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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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6. 보고서 디자이너 탭 

보고서 디자이너 탭에서는 측정 프로토콜 인쇄용 보고서 양식을 

사용자의 특정 요구조건에 맞추어 변경할 수 있습니다. 
 

  

표시되는 속성은 보고서 템플릿 탭에서 식별되는 보고서 양식에만 

적용됩니다. 

•  텍스트 필드 : 여기에 입력한 텍스트가 보고서 필드에 그대로 

저장됩니다. 

•  데이터 필드 :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선택한 데이터 필드의 

값(측정값, 사용자 데이터, 시스템 데이터)이 보고서 필드에 

저장됩니다. 

데이터베이스에서 필드를 선택할 때: [...]. 

•  그림 : 선택한 그림이 보고서 필드에 저장됩니다. 

그래픽을 선택할 때: [파일] | 파일 선택 | [열기]. 

•  차트 : 측정 보고서용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측정값이 

보고서 필드에 그래픽으로 표시됩니다. 파라미터를 입력하십시오. 

•  테이블(표) : 측정 보고서용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측정값이 보고서 필드에 표 형태로 표시됩니다. 
  
 
 
 
 

 이 기능은 텍스트 필드나 데이터 필드가 선택되었을 때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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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글꼴 : 모든 텍스트 및 데이터 

필드에 설정된 기본 글꼴을 사용합니다. 

•  지정 글꼴 : 기본 글꼴과 다른 글꼴을 사용합니다. 글꼴을 

선택할 때: [글꼴] | 글꼴 선택 | [OK]. 

•  정렬 : 텍스트 필드에 입력된 텍스트의 정렬 방식을 

선택합니다. 

•  글꼴 색 : 글꼴 색을 선택합니다. 

•  배경 색 : 배경 색을 선택합니다. 

•  테두리: 보고서 필드의 테두리 속성을 선택합니다. 

• 페이지 속성을 입력 또는 설정합니다. 

•  미리보기 : 데이터 필드에서 내용으로 표시를 전환합니다. 

• : 보고서 양식에서 앞/뒤로 스크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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