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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용도사용 용도사용 용도사용 용도1.1.1.1.

지폐식별기 는 자동판매기나지폐식별기 는 자동판매기나지폐식별기 는 자동판매기나지폐식별기 는 자동판매기나CBB-CP013,013F/FDCBB-CP013,013F/FDCBB-CP013,013F/FDCBB-CP013,013F/FD

게임기등 그 외 지폐를 감지 및 감별하는 제품에 장착하여게임기등 그 외 지폐를 감지 및 감별하는 제품에 장착하여게임기등 그 외 지폐를 감지 및 감별하는 제품에 장착하여게임기등 그 외 지폐를 감지 및 감별하는 제품에 장착하여

사용하는 지폐식별기입니다사용하는 지폐식별기입니다사용하는 지폐식별기입니다사용하는 지폐식별기입니다....

특 징특 징특 징특 징2.2.2.2.

수평형 지폐식별기입니다수평형 지폐식별기입니다수평형 지폐식별기입니다수평형 지폐식별기입니다1) .1) .1) .1) .

수평형이면서 적재가 가능한 지폐식별기 입니다수평형이면서 적재가 가능한 지폐식별기 입니다수평형이면서 적재가 가능한 지폐식별기 입니다수평형이면서 적재가 가능한 지폐식별기 입니다2) (013F) .2) (013F) .2) (013F) .2) (013F) .

출력되는 펄스의 수와 길이를 쉽고 편리하게출력되는 펄스의 수와 길이를 쉽고 편리하게출력되는 펄스의 수와 길이를 쉽고 편리하게출력되는 펄스의 수와 길이를 쉽고 편리하게3)3)3)3)

설정할 수 있습니다설정할 수 있습니다설정할 수 있습니다설정할 수 있습니다....

입수할 지폐권종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입수할 지폐권종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입수할 지폐권종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입수할 지폐권종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4) .4) .4) .4) .

입수된 권종별로 카운트 할 수 있습니다입수된 권종별로 카운트 할 수 있습니다입수된 권종별로 카운트 할 수 있습니다입수된 권종별로 카운트 할 수 있습니다5) (013FD) .5) (013FD) .5) (013FD) .5) (013FD) .

권종을 선택하여 입수할 수 있습니다권종을 선택하여 입수할 수 있습니다권종을 선택하여 입수할 수 있습니다권종을 선택하여 입수할 수 있습니다6) .6) .6) .6) .

cccc



시스템 블록도시스템 블록도시스템 블록도시스템 블록도3.3.3.3.



딥스위치 설정방법딥스위치 설정방법딥스위치 설정방법딥스위치 설정방법4.4.4.4.

딥스위치 펄스수 조절표딥스위치 펄스수 조절표딥스위치 펄스수 조절표딥스위치 펄스수 조절표1)1)1)1)

기본펄스수 번만 천원 개 오천원 개 만원 개 최초 출하시 적용기본펄스수 번만 천원 개 오천원 개 만원 개 최초 출하시 적용기본펄스수 번만 천원 개 오천원 개 만원 개 최초 출하시 적용기본펄스수 번만 천원 개 오천원 개 만원 개 최초 출하시 적용* (4 ON) : =1 , =5 , =10 ( )* (4 ON) : =1 , =5 , =10 ( )* (4 ON) : =1 , =5 , =10 ( )* (4 ON) : =1 , =5 , =10 ( )

지폐선택 조절표지폐선택 조절표지폐선택 조절표지폐선택 조절표2)2)2)2)

펄스폭 조절표펄스폭 조절표펄스폭 조절표펄스폭 조절표3)3)3)3)

주 의 딥스위치 조절 후 반드시 전원을 후 시키기 바랍니다주 의 딥스위치 조절 후 반드시 전원을 후 시키기 바랍니다주 의 딥스위치 조절 후 반드시 전원을 후 시키기 바랍니다주 의 딥스위치 조절 후 반드시 전원을 후 시키기 바랍니다: OFF ON .: OFF ON .: OFF ON .: OFF ON .★★★★

wwww

구 분구 분구 분구 분
스위치 번호스위치 번호스위치 번호스위치 번호

번번번번1111 번번번번2222 번번번번3333 번번번번4444

펄펄펄펄

스스스스

갯갯갯갯

수수수수

모두 회모두 회모두 회모두 회1111 OFF OFF OFF OFF

1111 OFF OFF OFF ON

2222 OFF OFF ON OFF

3333 OFF OFF ON ON

4444 OFF ON OFF OFF

5555 OFF ON OFF ON

6666 OFF ON ON OFF

7777 OFF ON ON ON

8888 ON OFF OFF OFF

9999 ON OFF OFF ON

10101010 ON OFF ON OFF

11111111 ON OFF ON ON

12121212 ON ON OFF OFF

15151515 ON ON OFF ON

20202020 ON ON ON OFF

30303030 ON ON ON ON

구 분구 분구 분구 분 번번번번5555 번번번번6666 번번번번7777

권종 모두 사용권종 모두 사용권종 모두 사용권종 모두 사용3333 OFF OFF OFF

오천원 만원 전용오천원 만원 전용오천원 만원 전용오천원 만원 전용,,,, ON OFF OFF

천원 만원 전용천원 만원 전용천원 만원 전용천원 만원 전용,,,, OFF ON OFF

천원 오천원 전용천원 오천원 전용천원 오천원 전용천원 오천원 전용,,,, OFF OFF ON

천원 전용천원 전용천원 전용천원 전용 OFF ON ON

오천원 전용오천원 전용오천원 전용오천원 전용 ON OFF ON

만원 전용만원 전용만원 전용만원 전용 ON ON OFF

번번번번8888 펄 스 폭펄 스 폭펄 스 폭펄 스 폭

OFFOFFOFFOFF 출력출력출력출력50mS LOW50mS LOW50mS LOW50mS LOW

ONONONON 출력출력출력출력100mS LOW100mS LOW100mS LOW100mS LOW



인터페이스구성인터페이스구성인터페이스구성인터페이스구성5.5.5.5.

입출력표입출력표입출력표입출력표1) CBB-CP0131) CBB-CP0131) CBB-CP0131) CBB-CP013



입출력표입출력표입출력표입출력표2) CBB-CP013F/FD2) CBB-CP013F/FD2) CBB-CP013F/FD2) CBB-CP013F/FD



제품 사양제품 사양제품 사양제품 사양6.6.6.6.

사용지폐사용지폐사용지폐사용지폐 권종 천원오천원만원 권종별선택가능권종 천원오천원만원 권종별선택가능권종 천원오천원만원 권종별선택가능권종 천원오천원만원 권종별선택가능3 ( , , )3 ( , , )3 ( , , )3 ( , , )

식별시간식별시간식별시간식별시간 약 초약 초약 초약 초1.01.01.01.0

지폐투입방향지폐투입방향지폐투입방향지폐투입방향 길이방향 방향길이방향 방향길이방향 방향길이방향 방향(4 )(4 )(4 )(4 )

지폐식별방식지폐식별방식지폐식별방식지폐식별방식 가시광적외광가시광적외광가시광적외광가시광적외광, ,UV, ,UV, ,UV, ,UV

지폐인식률지폐인식률지폐인식률지폐인식률 약 이상약 이상약 이상약 이상95%95%95%95%

지폐수납장치지폐수납장치지폐수납장치지폐수납장치 수평수납형 최대 장수평수납형 최대 장수평수납형 최대 장수평수납형 최대 장250 (CP013F)250 (CP013F)250 (CP013F)250 (CP013F)

입수카운트기능입수카운트기능입수카운트기능입수카운트기능 권종별로 표시권종별로 표시권종별로 표시권종별로 표시....

지폐 빼냄방지 기능지폐 빼냄방지 기능지폐 빼냄방지 기능지폐 빼냄방지 기능 있 음있 음있 음있 음....

연속투입 방지기능연속투입 방지기능연속투입 방지기능연속투입 방지기능 있 음있 음있 음있 음....

사용전원사용전원사용전원사용전원
최대 대기시최대 대기시최대 대기시최대 대기시DC12V ±10% 700mA, 150mADC12V ±10% 700mA, 150mADC12V ±10% 700mA, 150mADC12V ±10% 700mA, 150mA

주문사양주문사양주문사양주문사양DC24V( )DC24V( )DC24V( )DC24V( )

사용온도범위사용온도범위사용온도범위사용온도범위 영하 도 영상 도영하 도 영상 도영하 도 영상 도영하 도 영상 도10 ~ 6510 ~ 6510 ~ 6510 ~ 65

사용습도범위사용습도범위사용습도범위사용습도범위 이내이내이내이내~85%~85%~85%~85%

통신방식통신방식통신방식통신방식 패러럴패러럴패러럴패러럴

중 량중 량중 량중 량 약 약약 약약 약약 약CP013 : 0.75kg, CP013/F : 2.5kgCP013 : 0.75kg, CP013/F : 2.5kgCP013 : 0.75kg, CP013/F : 2.5kgCP013 : 0.75kg, CP013/F : 2.5kg



디스플레이 조작방법디스플레이 조작방법디스플레이 조작방법디스플레이 조작방법7.7.7.7.

기능기능기능기능1)1)1)1)

각 권종별로 입수된 수량을 표시합니다각 권종별로 입수된 수량을 표시합니다각 권종별로 입수된 수량을 표시합니다각 권종별로 입수된 수량을 표시합니다....①①①①

입수된 권종에 따라 가로줄로 표기합니다 천원 하위부분입수된 권종에 따라 가로줄로 표기합니다 천원 하위부분입수된 권종에 따라 가로줄로 표기합니다 천원 하위부분입수된 권종에 따라 가로줄로 표기합니다 천원 하위부분. ( = ). ( = ). ( = ). ( = )②②②②

오천원 중간부분오천원 중간부분오천원 중간부분오천원 중간부분( = )( = )( = )( = )

만원 상위부분만원 상위부분만원 상위부분만원 상위부분( = )( = )( = )( = )

키조작방법키조작방법키조작방법키조작방법2)2)2)2)

각 권종에 대해 확인하려는 해당 스위치 누름 각 권종 수량표시각 권종에 대해 확인하려는 해당 스위치 누름 각 권종 수량표시각 권종에 대해 확인하려는 해당 스위치 누름 각 권종 수량표시각 권종에 대해 확인하려는 해당 스위치 누름 각 권종 수량표시. ( ). ( ). ( ). ( )①①①①

일정시간동안 키입력 없을시 원상복귀일정시간동안 키입력 없을시 원상복귀일정시간동안 키입력 없을시 원상복귀일정시간동안 키입력 없을시 원상복귀....②②②②

해당 권종에 대해 수량을 초기화 하려면 해당 키를 초간 누름해당 권종에 대해 수량을 초기화 하려면 해당 키를 초간 누름해당 권종에 대해 수량을 초기화 하려면 해당 키를 초간 누름해당 권종에 대해 수량을 초기화 하려면 해당 키를 초간 누름(0) 3 .(0) 3 .(0) 3 .(0) 3 .③③③③



점검 및 사용시 주의사항점검 및 사용시 주의사항점검 및 사용시 주의사항점검 및 사용시 주의사항8.8.8.8.

본 장치는 방수 방진기능이 없으므로 물 먼지등 기타 오염물질에본 장치는 방수 방진기능이 없으므로 물 먼지등 기타 오염물질에본 장치는 방수 방진기능이 없으므로 물 먼지등 기타 오염물질에본 장치는 방수 방진기능이 없으므로 물 먼지등 기타 오염물질에1) , ,1) , ,1) , ,1) , ,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노출되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노출되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노출되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인터페이스회로는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설계하여 주십시오인터페이스회로는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설계하여 주십시오인터페이스회로는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설계하여 주십시오인터페이스회로는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설계하여 주십시오2) .2) .2) .2) .

이상동작 시 임의로 분해하지 마십시오이상동작 시 임의로 분해하지 마십시오이상동작 시 임의로 분해하지 마십시오이상동작 시 임의로 분해하지 마십시오3) .3) .3) .3) .

본 제품에 필히 의 안정된 전원을 사용하여본 제품에 필히 의 안정된 전원을 사용하여본 제품에 필히 의 안정된 전원을 사용하여본 제품에 필히 의 안정된 전원을 사용하여4) DC12V 1A ±10%4) DC12V 1A ±10%4) DC12V 1A ±10%4) DC12V 1A ±10%

주십시오 이상전원 투입시 오작동 및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주십시오 이상전원 투입시 오작동 및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주십시오 이상전원 투입시 오작동 및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주십시오 이상전원 투입시 오작동 및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 .). ( .). ( .). ( .)

본 제품을 취부시 반드시 움직이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시켜 주십시오본 제품을 취부시 반드시 움직이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시켜 주십시오본 제품을 취부시 반드시 움직이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시켜 주십시오본 제품을 취부시 반드시 움직이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시켜 주십시오5) .5) .5) .5) .

사용시 궁금한 점이나 문의사항은 구입처나 제조원에 연락하여사용시 궁금한 점이나 문의사항은 구입처나 제조원에 연락하여사용시 궁금한 점이나 문의사항은 구입처나 제조원에 연락하여사용시 궁금한 점이나 문의사항은 구입처나 제조원에 연락하여6)6)6)6)

주십시오주십시오주십시오주십시오....

지폐의 입수율 저하의 원인은 주로 센서부 청소소홀입니다지폐의 입수율 저하의 원인은 주로 센서부 청소소홀입니다지폐의 입수율 저하의 원인은 주로 센서부 청소소홀입니다지폐의 입수율 저하의 원인은 주로 센서부 청소소홀입니다7) .7) .7) .7) .

부드러운 천으로 센서가 긁히지 않도록 닦아 주십시오부드러운 천으로 센서가 긁히지 않도록 닦아 주십시오부드러운 천으로 센서가 긁히지 않도록 닦아 주십시오부드러운 천으로 센서가 긁히지 않도록 닦아 주십시오....

제 조 원 주 코인빌제 조 원 주 코인빌제 조 원 주 코인빌제 조 원 주 코인빌: ( ): ( ): ( ): ( )

구입문의구입문의구입문의구입문의 : 031-898-7801~3: 031-898-7801~3: 031-898-7801~3: 031-898-7801~3

팩 스팩 스팩 스팩 스 : 031-898-7804: 031-898-7804: 031-898-7804: 031-898-7804

문의문의문의문의A/S : 031-898-7801~3A/S : 031-898-7801~3A/S : 031-898-7801~3A/S : 031-898-780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