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고속 이미지 프로세싱
지폐 전 영역의 반사 / 적외선 이미지

• 소형 계수기
공간 효율을 고려한 인체 공학적 디자인

• 간편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간단하고 직관적인 그래픽 디스플레이
터치 스크린 조작 기능과 5개의 기능키 배치
지폐 잼 제거 용이

• 듀얼 유저 기능 *
사용자에 따른 선택적인 계수 모드 지정

• 다양한 연결 인터페이스
RS232C – 고객 디스플레이, PC 또는 프린터
USB slave - PC 또는 프린터
USB host * - 메모리스틱 (업그레이드)
SD card slot * - 데이터 저장
LAN * - 네트워크를 통한 모니터링

구분 내용 구분 내용

포켓구성 1 스태커(모음) + 1 리젝(분리) 지폐크기 55 x 100mm ~ 85 x 185mm

지폐 용량
500 매 / 호퍼
200 매 / 모음

50 매 / 분리

인식 화폐 10개 화폐 프로그램 *
( 120개 권종 )

디스플레이 3.2인치 full color graphical LCD

동작 모드

단일 권종 금액 계수
혼합 권종 금액 계수
표리 구분
방향 구분
매수 계수
합산 금액 계수
신구권 구분
기번호 *
화폐 자동 선택 계수 *
바코드 티켓 인식 계수 *

키 버튼 5 x function key
2 x user key

감별 센서

Dual images (visible & infra-red )
IR ( 적외선 (CIS)) 
UV ( 자외선 )
FL (형광 )
자성 MG heads  또는 MR sensors  *

(MG / MR 선택 적용 가능)

인터페이스

2 x RS232C
USB1.1 Slave

USB1.1 Host *
LAN *
SD card slot *

설정 5 ~ 200 매 (x 단위금액)

계수 속도 1,200 / 1,000 / 800 / 700 매/분

환경 조건
Operating   10℃ ~ 35℃ 
Storage     -20℃ ~ 60℃ 
Humidity     40% ~ 70%RH집진장치 후면 필터 교환 방식 *

외형 치수 273(W)ⅹ269(D)ⅹ284#(H)mm 전원 98 ~ 264Vac, 50/60Hz

중량 약 8.5Kg (순중량) 승인 CE, CB, KC

*; 선택 사양. # ; 호퍼가이드 장착 시 316mm

 제품 사양

 제품 주요 특징

Presenter
Presentation Notes
회전하는 애니메이션 그림(중급)팁: 이 슬라이드에 적용된 일부 셰이프 효과는 셰이프 결합 명령을 사용하여 만든 것입니다. 이 명령에 액세스하려면 파일 탭 위에 있는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 명령을 추가해야 합니다.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을 사용자 지정하려면 다음을 실행합니다. 빠른 실행 도구 모음 옆의 화살표를 클릭하고 빠른 실행 도구 모음 사용자 지정 아래에서 기타 명령을 클릭합니다. PowerPoint 옵션 대화 상자의 다음에서 명령 선택 목록에서 모든 명령을 선택합니다.  명령 목록에서 셰이프 결합을 클릭하고 추가를 클릭합니다.이 슬라이드의 도형 효과를 재현하려면 다음을 실행합니다. 홈 탭의 슬라이드 그룹에서 레이아웃을 클릭한 다음 빈 화면을 클릭합니다. 또한 홈 탭의 그리기 그룹에서 도형을 클릭하고 기본 도형에서 타원(첫 번째 행)을 클릭합니다. 슬라이드에서 마우스를 끌어 타원을 그립니다. 타원을 선택합니다. 그리기 도구 아래 서식 탭의 크기 그룹에서 높이 상자에 15.24 cm를 입력하고, 너비 상자에도 15.24 cm를 입력합니다. 또한 서식 탭의 도형 스타일 그룹에서 도형 윤곽선을 클릭하고 윤곽선 없음을 클릭합니다. 홈 탭의 그리기 그룹에서 도형을 클릭하고 기본 도형에서 원형(두 번째 행)을 클릭합니다. 슬라이드에서 마우스를 끌어 원형을 그립니다. 원형을 선택합니다. 노란색 마름모꼴 조정 핸들을 끌어 V자형 도형을 만듭니다.  그리기 도구 아래 서식 탭의 크기 그룹에서 높이 상자에 14.47 cm를 입력하고 너비 상자에도 14.47 cm를 입력합니다.Ctrl 키를 누른 상태로 타원을 선택한 다음 원형을 선택합니다. 홈 탭의 그리기 그룹에서 정렬을 클릭하고 맞춤을 가리킨 후에 다음을 실행합니다. 슬라이드에 맞춤을 클릭합니다. 가운데 맞춤을 클릭합니다. 중간 맞춤을 클릭합니다.Ctrl 키를 누른 상태로 타원을 선택한 다음 원형 도형을 선택합니다.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서 셰이프 결합을 클릭한 다음 셰이프 빼기를 클릭합니다.새 도형을 선택합니다. 그리기 도구 아래 서식 탭의 도형 스타일 그룹에서 도형 서식 대화 상자 표시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도형 서식 대화 상자의 왼쪽 창에서 채우기를 클릭하고 채우기 창에서 그림 또는 질감 채우기를 클릭한 후에 질감 옆의 단추를 클릭하고 재생지(세 번째 행)를 클릭합니다. 또한 도형 서식 대화 상자의 왼쪽 창에서 그림 색을 클릭하고 그림 색 창의 다시 칠하기에서 미리 설정 옆의 단추를 클릭한 후에 회색조(첫 번째 행)를 클릭합니다. 또한 도형 서식 대화 상자의 왼쪽 창에서 그림 수정을 클릭하고 그림 수정 창의 밝기 및 대비 아래 대비 상자에 20%를 입력합니다.  또한 도형 서식 대화 상자의 왼쪽 창에서 그림자를 클릭하고 그림자 창에서 미리 설정 단추를 클릭한 후에 바깥쪽 아래에서 오프셋 대각선 왼쪽 아래를 클릭합니다.또한 그림자 창의 흐리게 상자에 10 pt를 입력합니다. 이 슬라이드의 그림 효과를 재현하려면 다음을 실행합니다. 삽입 탭의 이미지 그룹에서 그림을 클릭합니다. 그림 삽입 대화 상자에서 그림을 선택한 다음 삽입을 클릭합니다.그림을 선택합니다. 그림 도구 아래의 서식 탭에 있는 크기 그룹에서 크기 및 위치 대화 상자 표시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그림 서식 대화 상자에서 이미지를 자르거나 크기를 조정하여 높이를 14.73 cm로 설정하고, 너비도 14.73 cm로 설정합니다. 그림을 자르려면 왼쪽 창에서 자르기를 클릭하고 오른쪽 창의 자르기 위치에서 높이, 너비, 왼쪽, 위쪽 상자에 원하는 값을 입력합니다. 그림 크기를 조정하려면 왼쪽 창에서 크기를 클릭하고 오른쪽 창의 크기 및 회전에서 높이 및 너비 상자에 원하는 값을 입력합니다.  그림 도구 아래의 서식 탭에 있는 크기 그룹에서 자르기 아래의 아래쪽 화살표를 클릭한 다음 도형에 맞춰 자르기를 클릭합니다. 기본 도형 아래에서 타원(첫 번째 행 왼쪽에서 첫 번째 옵션)을 클릭합니다.또한 그림 도구 아래 서식 탭의 정렬 그룹에서 뒤로 보내기를 클릭합니다.이 슬라이드의 기타 도형을 재현하려면 다음을 실행합니다.또한 홈 탭의 그리기 그룹에서 도형을 클릭하고 기본 도형에서 타원(첫 번째 행)을 클릭합니다. 슬라이드에서 마우스를 끌어 타원을 그립니다.타원을 선택합니다. 그리기 도구 아래 서식 탭의 크기 그룹에서 높이 상자에 0.43 cm를 입력하고, 너비 상자에도 0.43 cm를 입력합니다. 또한 서식 탭의 도형 스타일 그룹에서 도형 채우기를 클릭하고 테마 색 아래에서 검정, 텍스트 1, 25% 더 밝게(네 번째 행)를 클릭합니다. 또한 서식 탭의 도형 스타일 그룹에서 도형 윤곽선을 클릭하고 윤곽선 없음을 클릭합니다.  홈 탭의 그리기 그룹에서 도형을 클릭하고 기본 도형에서 도넛을 클릭합니다.슬라이드에서 마우스를 끌어 도넛을 그립니다.도넛을 선택합니다. 그리기 도구 아래 서식 탭의 크기 그룹에서 높이 상자에 0.63 cm를 입력하고 너비 상자에도 0.63 cm를 입력합니다.또한 서식 탭의 도형 스타일 그룹에서 도형 서식 대화 상자 표시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도형 서식 대화 상자의 왼쪽 창에서 채우기를 클릭하고 채우기 창에서 그라데이션 채우기를 클릭한 후에 기본 설정 색 옆의 단추를 클릭하고 은색(다섯 번째 행)을 클릭합니다. 또한 도형 서식 대화 상자의 왼쪽 창에서 선 색을 클릭하고 선 색 창에서 선 없음을 클릭합니다.또한 도형 서식 대화 상자의 왼쪽 창에서 3차원 서식을 클릭하고 3차원 서식 창의 입체 효과에서 위쪽 옆의 단추를 클릭한 후에 둥글게(첫 번째 행)를 클릭합니다.Ctrl 키를 누른 상태로 자유형 도형, 그림, 작은 원, 도넛을 선택합니다. 홈 탭의 그리기 그룹에서 정렬을 클릭하고 맞춤을 가리킨 후에 다음을 실행합니다. 슬라이드에 맞춤을 클릭합니다. 가운데 맞춤을 클릭합니다. 중간 맞춤을 클릭합니다. 홈 탭의 그리기 그룹에서 도형을 클릭하고 기본 도형에서 타원을 클릭합니다.슬라이드에서 마우스를 끌어 타원을 그립니다.타원을 선택합니다. 그리기 도구 아래 서식 탭의 크기 그룹에서 높이 상자에 1.65 cm를 입력하고, 너비 상자에도 1.65 cm를 입력합니다. 또한 서식 탭의 도형 스타일 그룹에서 도형 서식 대화 상자 표시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도형 서식 대화 상자의 왼쪽 창에서 채우기를 클릭하고 채우기 창에서 그림 또는 질감 채우기를 클릭한 후에 질감 옆의 단추를 클릭하고 재생지(네 번째 행)를 클릭합니다. 자유형 도형을 선택합니다. 홈 탭의 클립보드 그룹에서 서식 복사를 클릭하고 새 타원을 클릭합니다. 이 원을 자유형 도형의 위쪽 가장자리 위에 배치합니다.  홈 탭의 그리기 그룹에서 정렬을 클릭한 후에 다음을 실행합니다. 개체 순서에서 맨 뒤로 보내기를 클릭합니다. 맞춤을 가리키고 가운데 맞춤을 클릭합니다.이 슬라이드의 애니메이션 효과를 재현하려면 다음을 실행합니다.그림을 선택합니다. 애니메이션 탭의 고급 애니메이션 그룹에서 애니메이션 추가를 클릭하고 강조 효과 아래에서 회전을 클릭합니다.또한 애니메이션 탭의 애니메이션 그룹에서 추가 효과 옵션 표시 대화 상자 표시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회전 대화 상자의 효과 탭에서 다음을 실행합니다. 부드럽게 시작 상자에 5초를 입력합니다. 부드럽게 종료 상자에 5초를 입력합니다.또한 회전 대화 상자에서 타이밍 탭을 클릭하고 다음을 실행합니다. 시작 목록에서 이전 효과와 함께를 선택합니다. 재생 시간 상자에 20초를 입력합니다.자유형 도형 위쪽 가장자리의 작은 타원을 선택합니다. 애니메이션 탭의 고급 애니메이션 그룹에서 애니메이션 추가를 클릭하고 이동 경로 아래에서 도형을 클릭합니다.슬라이드에서 이동 경로의 아래쪽, 왼쪽 및 오른쪽을 끌어 자유형 도형의 안쪽 가장자리에 맞춥니다.또한 애니메이션 탭의 애니메이션 그룹에서 추가 효과 옵션 표시 대화 상자 표시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원형 대화 상자의 효과 탭에서 다음을 실행합니다. 부드럽게 시작 상자에 5초를 입력합니다. 부드럽게 종료 상자에 5초를 입력합니다.또한 회전 대화 상자에서 타이밍 탭을 클릭하고 다음을 실행합니다. 시작 목록에서 이전 효과와 함께를 선택합니다. 재생 시간 상자에 20초를 입력합니다.이 슬라이드의 배경 효과를 재현하려면 다음을 실행합니다.디자인 탭의 배경 그룹에서 배경 스타일을 클릭하고 스타일 9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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