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MP6000(SPAY-6400)_매뉴얼

1. 제품구성

2. 각 부의 명칭

3. 사인 및 비밀번호 입력 기능

5. 신용/후불카드 거래(3가지방법)

4. 선불카드 거래

7. 환경설정(6423)

6. 서명설정(2187)

13.56MHz
RF CARD

6000

KIS-MP

화면 ‘01’에서 비밀번호 ‘6423’
입력 후 화면.

화면 ‘01’에서 비밀번호 ‘2187’
입력 후 화면.
통신방식

통신방식

MSR 카드 리더
IC 카드 투입구

화면 ‘02’에서
‘통신방식’ 터치시 화면.
원하는 기능 터치로 설정.

통신방식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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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IAL

8. 프로그램 다운로드(8051)

5V POWER

SD CARD

전원스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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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단말기 정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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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고장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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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고장인가요?

화면 ‘01’에서 비밀번호 ‘8051’
입력 후 화면.
원하는 기능 터치로 설정.

2. 아답터의 전원 출력선이
제품에 제대로 연결되었는
1. 스위치를 ON했는데 지 확인한다.
화면 출력이 안 될 경우.
3. 다른 KIS-MP6000 제품을
연결해 아답터에서 전원 출
력이 되는지 확인하여 아답
터 문제인지 단말기 문제인
지 확인한다.

KIS-MP6000

Mar 7 2017 14:13:47

화면 ‘02’에서 ‘시리얼/USB 포트’
터치시 화면.

화면 ‘02’에서 ‘USB 메모리’
터치시 화면.

3. RF카드가 읽히지 않는
경우.

1.단말기에 인식이 되지
1.최대 인식거리 확인.
않는 경우.
◆ 이 제품은 아답타를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1. 터치위치가 많이 틀린 1. 매뉴얼의 ‘8.환경설정’
경우.
페이지 확인.

◆ 액정 보호 필름 교체 시, 액정 보호 필름을 너무 강하게
밀착하여 붙이면 오작동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여
붙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 이 제품은 액정 보호 필름이 부착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1. POS와 단말기에 연결된
통신케이블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한다.

◆ 제품에 서명시 날카로운 금속류는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2. POS 프로그램이 통신
포트(COM Port)를 제대로
지정했는지 확인한다.

◆ 음료, 물 등의 액상이 제품에 유입될 경우 주요기능 불량
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1. POS에서 결제, 서명 등
요청시 반응이 없는 경우. 3. POS와 단말기 간 통신
속도를 확인한다.
(기본 115200B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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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른 카드를 읽어본다.
2. IC카드가 읽히지 않는
또는 읽히지 않는 카드를 다른
경우.
KIS-MP6000 장비에 읽어본다.

1. 화면이 너무 어둡거나 1. 매뉴얼의 ‘10.단말기정보’
밝을 경우.
페이지 확인.

화면 ‘02’에서 ‘광고설정’ 터치후
비밀번호 ‘1234’ 입력 후 화면.
원하는 기능 터치로 설정.

-8-

1. MS카드가 읽히지 않는
경우.

4. 다른 KIS-MP6000 제품을
연결하여 동작 하는지 체크
하여 서명패드 문제인지를
확인한다.

Processor

ARM920T Core, 400MHz

Display

4.3 inch, TFT Color 480X272 pixels(LED Backlight)

Key

통신

동작주파수
RF 출력

변조방식
SOUND

Power Supply

Size(W X D X H)
기기의명칭
인증번호
인증일자
제조년월

SDRAM 64MByte, Flash 128MByte
터치키

RS 232C, USB

13.56MHz 대역(1채널)

47.544 mV/m @ 10m이하
ASK(A1D)
Buzzer

141mm X 164mm X 49mm
RFID/USN용 무선기기
(13.56MHz 대역)
KIS-MP6000
MSIP-CMM-SP1-SPAY-6400

보증일자

구입일로부터 18개월

제조자/제조국가

에스씨에스프로(주)/한국

인증받은자상호

KIS-MP6000
KIS-MP6000

입력전원 : AC 100V~AC 220V, 출력전원 : DC 5V

에스씨에스프로(주)

◆ 제품에 충격(낙하)이 가해지면, 부품 파손에 의한 오작동
이 발생할 수 있으니, 취급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용자 편의를 위한 임의 개조 및 훼손은 제품수명을 단축
할 수 있습니다.
◆ 서명패드 탈 부착 시에는 전원을 Off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명패드 세정시 휘발성의 벤젠/신나 등을 사용 하시면,
인쇄사양이 지워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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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제원 및 품질보증서
Memory

1.아답터에 AC전원이 연결
되었는지 확인한다.

-6-

-12-

본 제품은 엄격한 품질관리와
정밀검사에 합격한 제품입니다.
만일 보증기간내에 제조상의
결함이나 자연 발생적인 고장이
생겼을 경우에는 본 보증서를
지참하시고 구입하신 대리점이나
판매점으로 연락하시면 수리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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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mm X 164mm X 49mm
RFID/USN용 무선기기
(13.56MHz 대역)
KIS-MP6000
MSIP-CMM-SP1-SPAY-6400

보증일자

구입일로부터 18개월

제조자/제조국가

에스씨에스프로(주)/한국

인증받은자상호

KIS-MP6000
KIS-MP6000

입력전원 : AC 100V~AC 220V, 출력전원 : DC 5V

에스씨에스프로(주)

◆ 제품에 충격(낙하)이 가해지면, 부품 파손에 의한 오작동
이 발생할 수 있으니, 취급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용자 편의를 위한 임의 개조 및 훼손은 제품수명을 단축
할 수 있습니다.
◆ 서명패드 탈 부착 시에는 전원을 Off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명패드 세정시 휘발성의 벤젠/신나 등을 사용 하시면,
인쇄사양이 지워질 수 있습니다.

-11-

-7-

제품제원 및 품질보증서
Memory

1.아답터에 AC전원이 연결
되었는지 확인한다.

-6-

-12-

본 제품은 엄격한 품질관리와
정밀검사에 합격한 제품입니다.
만일 보증기간내에 제조상의
결함이나 자연 발생적인 고장이
생겼을 경우에는 본 보증서를
지참하시고 구입하신 대리점이나
판매점으로 연락하시면 수리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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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품구성

2. 각 부의 명칭

3. 사인 및 비밀번호 입력 기능

5. 신용/후불카드 거래(3가지방법)

4. 선불카드 거래

7. 환경설정(6423)

6. 서명설정(2187)

13.56MHz
RF CARD

6000

KIS-MP

화면 ‘01’에서 비밀번호 ‘6423’
입력 후 화면.

화면 ‘01’에서 비밀번호 ‘2187’
입력 후 화면.
통신방식

통신방식

MSR 카드 리더
IC 카드 투입구

화면 ‘02’에서
‘통신방식’ 터치시 화면.
원하는 기능 터치로 설정.

통신방식

6

USB HOST

USB

SERIAL

8. 프로그램 다운로드(8051)

5V POWER

SD CARD

전원스위치

-1-

4

-2-

9. 단말기 정보

-3-

-4-

10. 고장인가요?

-5-

10-1. 고장인가요?

화면 ‘01’에서 비밀번호 ‘8051’
입력 후 화면.
원하는 기능 터치로 설정.

2. 아답터의 전원 출력선이
제품에 제대로 연결되었는
1. 스위치를 ON했는데 지 확인한다.
화면 출력이 안 될 경우.
3. 다른 KIS-MP6000 제품을
연결해 아답터에서 전원 출
력이 되는지 확인하여 아답
터 문제인지 단말기 문제인
지 확인한다.

KIS-MP6000

Mar 7 2017 14:13:47

화면 ‘02’에서 ‘시리얼/USB 포트’
터치시 화면.

화면 ‘02’에서 ‘USB 메모리’
터치시 화면.

3. RF카드가 읽히지 않는
경우.

1.단말기에 인식이 되지
1.최대 인식거리 확인.
않는 경우.
◆ 이 제품은 아답타를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1. 터치위치가 많이 틀린 1. 매뉴얼의 ‘8.환경설정’
경우.
페이지 확인.

◆ 액정 보호 필름 교체 시, 액정 보호 필름을 너무 강하게
밀착하여 붙이면 오작동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여
붙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 이 제품은 액정 보호 필름이 부착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1. POS와 단말기에 연결된
통신케이블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한다.

◆ 제품에 서명시 날카로운 금속류는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2. POS 프로그램이 통신
포트(COM Port)를 제대로
지정했는지 확인한다.

◆ 음료, 물 등의 액상이 제품에 유입될 경우 주요기능 불량
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1. POS에서 결제, 서명 등
요청시 반응이 없는 경우. 3. POS와 단말기 간 통신
속도를 확인한다.
(기본 115200BPS)

-9-

1. 다른 카드를 읽어본다.
2. IC카드가 읽히지 않는
또는 읽히지 않는 카드를 다른
경우.
KIS-MP6000 장비에 읽어본다.

1. 화면이 너무 어둡거나 1. 매뉴얼의 ‘10.단말기정보’
밝을 경우.
페이지 확인.

화면 ‘02’에서 ‘광고설정’ 터치후
비밀번호 ‘1234’ 입력 후 화면.
원하는 기능 터치로 설정.

-8-

1. MS카드가 읽히지 않는
경우.

4. 다른 KIS-MP6000 제품을
연결하여 동작 하는지 체크
하여 서명패드 문제인지를
확인한다.

Processor

ARM920T Core, 400MHz

Display

4.3 inch, TFT Color 480X272 pixels(LED Backlight)

Key

통신

동작주파수
RF 출력

변조방식
SOUND

Power Supply

Size(W X D X H)
기기의명칭
인증번호
인증일자
제조년월

SDRAM 64MByte, Flash 128MByte
터치키

RS 232C, USB

13.56MHz 대역(1채널)

47.544 mV/m @ 10m이하
ASK(A1D)
Buzzer

141mm X 164mm X 49mm
RFID/USN용 무선기기
(13.56MHz 대역)
KIS-MP6000
MSIP-CMM-SP1-SPAY-6400

보증일자

구입일로부터 18개월

제조자/제조국가

에스씨에스프로(주)/한국

인증받은자상호

KIS-MP6000
KIS-MP6000

입력전원 : AC 100V~AC 220V, 출력전원 : DC 5V

에스씨에스프로(주)

◆ 제품에 충격(낙하)이 가해지면, 부품 파손에 의한 오작동
이 발생할 수 있으니, 취급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용자 편의를 위한 임의 개조 및 훼손은 제품수명을 단축
할 수 있습니다.
◆ 서명패드 탈 부착 시에는 전원을 Off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명패드 세정시 휘발성의 벤젠/신나 등을 사용 하시면,
인쇄사양이 지워질 수 있습니다.

-11-

-7-

제품제원 및 품질보증서
Memory

1.아답터에 AC전원이 연결
되었는지 확인한다.

-6-

-12-

본 제품은 엄격한 품질관리와
정밀검사에 합격한 제품입니다.
만일 보증기간내에 제조상의
결함이나 자연 발생적인 고장이
생겼을 경우에는 본 보증서를
지참하시고 구입하신 대리점이나
판매점으로 연락하시면 수리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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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후 화면.
통신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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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 카드 투입구

화면 ‘02’에서
‘통신방식’ 터치시 화면.
원하는 기능 터치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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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고장인가요?

화면 ‘01’에서 비밀번호 ‘8051’
입력 후 화면.
원하는 기능 터치로 설정.

2. 아답터의 전원 출력선이
제품에 제대로 연결되었는
1. 스위치를 ON했는데 지 확인한다.
화면 출력이 안 될 경우.
3. 다른 KIS-MP6000 제품을
연결해 아답터에서 전원 출
력이 되는지 확인하여 아답
터 문제인지 단말기 문제인
지 확인한다.

KIS-MP6000

Mar 7 2017 14:13:47

화면 ‘02’에서 ‘시리얼/USB 포트’
터치시 화면.

화면 ‘02’에서 ‘USB 메모리’
터치시 화면.

3. RF카드가 읽히지 않는
경우.

1.단말기에 인식이 되지
1.최대 인식거리 확인.
않는 경우.
◆ 이 제품은 아답타를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1. 터치위치가 많이 틀린 1. 매뉴얼의 ‘8.환경설정’
경우.
페이지 확인.

◆ 액정 보호 필름 교체 시, 액정 보호 필름을 너무 강하게
밀착하여 붙이면 오작동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여
붙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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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제품은 액정 보호 필름이 부착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1. POS와 단말기에 연결된
통신케이블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한다.

◆ 제품에 서명시 날카로운 금속류는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2. POS 프로그램이 통신
포트(COM Port)를 제대로
지정했는지 확인한다.

◆ 음료, 물 등의 액상이 제품에 유입될 경우 주요기능 불량
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1. POS에서 결제, 서명 등
요청시 반응이 없는 경우. 3. POS와 단말기 간 통신
속도를 확인한다.
(기본 115200B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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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른 카드를 읽어본다.
2. IC카드가 읽히지 않는
또는 읽히지 않는 카드를 다른
경우.
KIS-MP6000 장비에 읽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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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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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는 기능 터치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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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S카드가 읽히지 않는
경우.

4. 다른 KIS-MP6000 제품을
연결하여 동작 하는지 체크
하여 서명패드 문제인지를
확인한다.

Processor

ARM920T Core, 400MHz

Display

4.3 inch, TFT Color 480X272 pixels(LED Backlight)

Key

통신

동작주파수
RF 출력

변조방식
SOUND

Power Supply

Size(W X D X H)
기기의명칭
인증번호
인증일자
제조년월

SDRAM 64MByte, Flash 128MByte
터치키

RS 232C, USB

13.56MHz 대역(1채널)

47.544 mV/m @ 10m이하
ASK(A1D)
Buzzer

141mm X 164mm X 49mm
RFID/USN용 무선기기
(13.56MHz 대역)
KIS-MP6000
MSIP-CMM-SP1-SPAY-6400

보증일자

구입일로부터 18개월

제조자/제조국가

에스씨에스프로(주)/한국

인증받은자상호

KIS-MP6000
KIS-MP6000

입력전원 : AC 100V~AC 220V, 출력전원 : DC 5V

에스씨에스프로(주)

◆ 제품에 충격(낙하)이 가해지면, 부품 파손에 의한 오작동
이 발생할 수 있으니, 취급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용자 편의를 위한 임의 개조 및 훼손은 제품수명을 단축
할 수 있습니다.
◆ 서명패드 탈 부착 시에는 전원을 Off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명패드 세정시 휘발성의 벤젠/신나 등을 사용 하시면,
인쇄사양이 지워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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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제원 및 품질보증서
Memory

1.아답터에 AC전원이 연결
되었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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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제품은 엄격한 품질관리와
정밀검사에 합격한 제품입니다.
만일 보증기간내에 제조상의
결함이나 자연 발생적인 고장이
생겼을 경우에는 본 보증서를
지참하시고 구입하신 대리점이나
판매점으로 연락하시면 수리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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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OS와 단말기에 연결된
통신케이블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한다.

◆ 제품에 서명시 날카로운 금속류는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2. POS 프로그램이 통신
포트(COM Port)를 제대로
지정했는지 확인한다.

◆ 음료, 물 등의 액상이 제품에 유입될 경우 주요기능 불량
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1. POS에서 결제, 서명 등
요청시 반응이 없는 경우. 3. POS와 단말기 간 통신
속도를 확인한다.
(기본 115200BPS)

-9-

1. 다른 카드를 읽어본다.
2. IC카드가 읽히지 않는
또는 읽히지 않는 카드를 다른
경우.
KIS-MP6000 장비에 읽어본다.

1. 화면이 너무 어둡거나 1. 매뉴얼의 ‘10.단말기정보’
밝을 경우.
페이지 확인.

화면 ‘02’에서 ‘광고설정’ 터치후
비밀번호 ‘1234’ 입력 후 화면.
원하는 기능 터치로 설정.

-8-

1. MS카드가 읽히지 않는
경우.

4. 다른 KIS-MP6000 제품을
연결하여 동작 하는지 체크
하여 서명패드 문제인지를
확인한다.

Processor

ARM920T Core, 400MHz

Display

4.3 inch, TFT Color 480X272 pixels(LED Backlight)

Key

통신

동작주파수
RF 출력

변조방식
SOUND

Power Supply

Size(W X D X H)
기기의명칭
인증번호
인증일자
제조년월

SDRAM 64MByte, Flash 128MByte
터치키

RS 232C, USB

13.56MHz 대역(1채널)

47.544 mV/m @ 10m이하
ASK(A1D)
Buzzer

141mm X 164mm X 49mm
RFID/USN용 무선기기
(13.56MHz 대역)
KIS-MP6000
MSIP-CMM-SP1-SPAY-6400

보증일자

구입일로부터 18개월

제조자/제조국가

에스씨에스프로(주)/한국

인증받은자상호

KIS-MP6000
KIS-MP6000

입력전원 : AC 100V~AC 220V, 출력전원 : DC 5V

에스씨에스프로(주)

◆ 제품에 충격(낙하)이 가해지면, 부품 파손에 의한 오작동
이 발생할 수 있으니, 취급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용자 편의를 위한 임의 개조 및 훼손은 제품수명을 단축
할 수 있습니다.
◆ 서명패드 탈 부착 시에는 전원을 Off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명패드 세정시 휘발성의 벤젠/신나 등을 사용 하시면,
인쇄사양이 지워질 수 있습니다.

-11-

-7-

제품제원 및 품질보증서
Memory

1.아답터에 AC전원이 연결
되었는지 확인한다.

-6-

-12-

본 제품은 엄격한 품질관리와
정밀검사에 합격한 제품입니다.
만일 보증기간내에 제조상의
결함이나 자연 발생적인 고장이
생겼을 경우에는 본 보증서를
지참하시고 구입하신 대리점이나
판매점으로 연락하시면 수리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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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품구성

2. 각 부의 명칭

3. 사인 및 비밀번호 입력 기능

5. 신용/후불카드 거래(3가지방법)

4. 선불카드 거래

7. 환경설정(6423)

6. 서명설정(2187)

13.56MHz
RF CARD

6000

KIS-MP

화면 ‘01’에서 비밀번호 ‘6423’
입력 후 화면.

화면 ‘01’에서 비밀번호 ‘2187’
입력 후 화면.
통신방식

통신방식

MSR 카드 리더
IC 카드 투입구

화면 ‘02’에서
‘통신방식’ 터치시 화면.
원하는 기능 터치로 설정.

통신방식

6

USB HOST

USB

SERIAL

8. 프로그램 다운로드(8051)

5V POWER

SD CARD

전원스위치

-1-

4

-2-

9. 단말기 정보

-3-

-4-

10. 고장인가요?

-5-

10-1. 고장인가요?

화면 ‘01’에서 비밀번호 ‘8051’
입력 후 화면.
원하는 기능 터치로 설정.

2. 아답터의 전원 출력선이
제품에 제대로 연결되었는
1. 스위치를 ON했는데 지 확인한다.
화면 출력이 안 될 경우.
3. 다른 KIS-MP6000 제품을
연결해 아답터에서 전원 출
력이 되는지 확인하여 아답
터 문제인지 단말기 문제인
지 확인한다.

KIS-MP6000

Mar 7 2017 14:13:47

화면 ‘02’에서 ‘시리얼/USB 포트’
터치시 화면.

화면 ‘02’에서 ‘USB 메모리’
터치시 화면.

3. RF카드가 읽히지 않는
경우.

1.단말기에 인식이 되지
1.최대 인식거리 확인.
않는 경우.
◆ 이 제품은 아답타를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1. 터치위치가 많이 틀린 1. 매뉴얼의 ‘8.환경설정’
경우.
페이지 확인.

◆ 액정 보호 필름 교체 시, 액정 보호 필름을 너무 강하게
밀착하여 붙이면 오작동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여
붙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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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제품은 액정 보호 필름이 부착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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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케이블에 이상이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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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료, 물 등의 액상이 제품에 유입될 경우 주요기능 불량
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1. POS에서 결제, 서명 등
요청시 반응이 없는 경우. 3. POS와 단말기 간 통신
속도를 확인한다.
(기본 115200B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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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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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는 기능 터치로 설정.

-8-

1. MS카드가 읽히지 않는
경우.

4. 다른 KIS-MP6000 제품을
연결하여 동작 하는지 체크
하여 서명패드 문제인지를
확인한다.

Proces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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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play

4.3 inch, TFT Color 480X272 pixels(LED Backlight)

Key

통신

동작주파수
RF 출력

변조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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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er Supply

Size(W X D X H)
기기의명칭
인증번호
인증일자
제조년월

SDRAM 64MByte, Flash 128MByte
터치키

RS 232C, USB

13.56MHz 대역(1채널)

47.544 mV/m @ 10m이하
ASK(A1D)
Buzzer

141mm X 164mm X 49mm
RFID/USN용 무선기기
(13.56MHz 대역)
KIS-MP6000
MSIP-CMM-SP1-SPAY-6400

보증일자

구입일로부터 18개월

제조자/제조국가

에스씨에스프로(주)/한국

인증받은자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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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전원 : AC 100V~AC 220V, 출력전원 : DC 5V

에스씨에스프로(주)

◆ 제품에 충격(낙하)이 가해지면, 부품 파손에 의한 오작동
이 발생할 수 있으니, 취급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용자 편의를 위한 임의 개조 및 훼손은 제품수명을 단축
할 수 있습니다.
◆ 서명패드 탈 부착 시에는 전원을 Off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명패드 세정시 휘발성의 벤젠/신나 등을 사용 하시면,
인쇄사양이 지워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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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제원 및 품질보증서
Memory

1.아답터에 AC전원이 연결
되었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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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제품은 엄격한 품질관리와
정밀검사에 합격한 제품입니다.
만일 보증기간내에 제조상의
결함이나 자연 발생적인 고장이
생겼을 경우에는 본 보증서를
지참하시고 구입하신 대리점이나
판매점으로 연락하시면 수리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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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방식’ 터치시 화면.
원하는 기능 터치로 설정.

통신방식

6

USB HOST

USB

SERIAL

8. 프로그램 다운로드(8051)

5V POWER

SD CARD

전원스위치

-1-

4

-2-

9. 단말기 정보

-3-

-4-

10. 고장인가요?

-5-

10-1. 고장인가요?

화면 ‘01’에서 비밀번호 ‘8051’
입력 후 화면.
원하는 기능 터치로 설정.

2. 아답터의 전원 출력선이
제품에 제대로 연결되었는
1. 스위치를 ON했는데 지 확인한다.
화면 출력이 안 될 경우.
3. 다른 KIS-MP6000 제품을
연결해 아답터에서 전원 출
력이 되는지 확인하여 아답
터 문제인지 단말기 문제인
지 확인한다.

KIS-MP6000

Mar 7 2017 14:13:47

화면 ‘02’에서 ‘시리얼/USB 포트’
터치시 화면.

화면 ‘02’에서 ‘USB 메모리’
터치시 화면.

3. RF카드가 읽히지 않는
경우.

1.단말기에 인식이 되지
1.최대 인식거리 확인.
않는 경우.
◆ 이 제품은 아답타를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1. 터치위치가 많이 틀린 1. 매뉴얼의 ‘8.환경설정’
경우.
페이지 확인.

◆ 액정 보호 필름 교체 시, 액정 보호 필름을 너무 강하게
밀착하여 붙이면 오작동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여
붙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 이 제품은 액정 보호 필름이 부착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1. POS와 단말기에 연결된
통신케이블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한다.

◆ 제품에 서명시 날카로운 금속류는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2. POS 프로그램이 통신
포트(COM Port)를 제대로
지정했는지 확인한다.

◆ 음료, 물 등의 액상이 제품에 유입될 경우 주요기능 불량
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1. POS에서 결제, 서명 등
요청시 반응이 없는 경우. 3. POS와 단말기 간 통신
속도를 확인한다.
(기본 115200BPS)

-9-

1. 다른 카드를 읽어본다.
2. IC카드가 읽히지 않는
또는 읽히지 않는 카드를 다른
경우.
KIS-MP6000 장비에 읽어본다.

1. 화면이 너무 어둡거나 1. 매뉴얼의 ‘10.단말기정보’
밝을 경우.
페이지 확인.

화면 ‘02’에서 ‘광고설정’ 터치후
비밀번호 ‘1234’ 입력 후 화면.
원하는 기능 터치로 설정.

-8-

1. MS카드가 읽히지 않는
경우.

4. 다른 KIS-MP6000 제품을
연결하여 동작 하는지 체크
하여 서명패드 문제인지를
확인한다.

Processor

ARM920T Core, 400MHz

Display

4.3 inch, TFT Color 480X272 pixels(LED Backlight)

Key

통신

동작주파수
RF 출력

변조방식
SOUND

Power Supply

Size(W X D X H)
기기의명칭
인증번호
인증일자
제조년월

SDRAM 64MByte, Flash 128MByte
터치키

RS 232C, USB

13.56MHz 대역(1채널)

47.544 mV/m @ 10m이하
ASK(A1D)
Buzzer

141mm X 164mm X 49mm
RFID/USN용 무선기기
(13.56MHz 대역)
KIS-MP6000
MSIP-CMM-SP1-SPAY-6400

보증일자

구입일로부터 18개월

제조자/제조국가

에스씨에스프로(주)/한국

인증받은자상호

KIS-MP6000
KIS-MP6000

입력전원 : AC 100V~AC 220V, 출력전원 : DC 5V

에스씨에스프로(주)

◆ 제품에 충격(낙하)이 가해지면, 부품 파손에 의한 오작동
이 발생할 수 있으니, 취급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용자 편의를 위한 임의 개조 및 훼손은 제품수명을 단축
할 수 있습니다.
◆ 서명패드 탈 부착 시에는 전원을 Off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명패드 세정시 휘발성의 벤젠/신나 등을 사용 하시면,
인쇄사양이 지워질 수 있습니다.

-11-

-7-

제품제원 및 품질보증서
Memory

1.아답터에 AC전원이 연결
되었는지 확인한다.

-6-

-12-

본 제품은 엄격한 품질관리와
정밀검사에 합격한 제품입니다.
만일 보증기간내에 제조상의
결함이나 자연 발생적인 고장이
생겼을 경우에는 본 보증서를
지참하시고 구입하신 대리점이나
판매점으로 연락하시면 수리하여
드립니다.

00

KIS-MP60

KIS-MP6000(SPAY-6400)_매뉴얼

1. 제품구성

2. 각 부의 명칭

3. 사인 및 비밀번호 입력 기능

5. 신용/후불카드 거래(3가지방법)

4. 선불카드 거래

7. 환경설정(6423)

6. 서명설정(2187)

13.56MHz
RF CARD

6000

KIS-MP

화면 ‘01’에서 비밀번호 ‘6423’
입력 후 화면.

화면 ‘01’에서 비밀번호 ‘2187’
입력 후 화면.
통신방식

통신방식

MSR 카드 리더
IC 카드 투입구

화면 ‘02’에서
‘통신방식’ 터치시 화면.
원하는 기능 터치로 설정.

통신방식

6

USB HOST

USB

SERIAL

8. 프로그램 다운로드(8051)

5V POWER

SD CARD

전원스위치

-1-

4

-2-

9. 단말기 정보

-3-

-4-

10. 고장인가요?

-5-

10-1. 고장인가요?

화면 ‘01’에서 비밀번호 ‘8051’
입력 후 화면.
원하는 기능 터치로 설정.

2. 아답터의 전원 출력선이
제품에 제대로 연결되었는
1. 스위치를 ON했는데 지 확인한다.
화면 출력이 안 될 경우.
3. 다른 KIS-MP6000 제품을
연결해 아답터에서 전원 출
력이 되는지 확인하여 아답
터 문제인지 단말기 문제인
지 확인한다.

KIS-MP6000

Mar 7 2017 14:13:47

화면 ‘02’에서 ‘시리얼/USB 포트’
터치시 화면.

화면 ‘02’에서 ‘USB 메모리’
터치시 화면.

3. RF카드가 읽히지 않는
경우.

1.단말기에 인식이 되지
1.최대 인식거리 확인.
않는 경우.
◆ 이 제품은 아답타를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1. 터치위치가 많이 틀린 1. 매뉴얼의 ‘8.환경설정’
경우.
페이지 확인.

◆ 액정 보호 필름 교체 시, 액정 보호 필름을 너무 강하게
밀착하여 붙이면 오작동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여
붙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 이 제품은 액정 보호 필름이 부착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1. POS와 단말기에 연결된
통신케이블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한다.

◆ 제품에 서명시 날카로운 금속류는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2. POS 프로그램이 통신
포트(COM Port)를 제대로
지정했는지 확인한다.

◆ 음료, 물 등의 액상이 제품에 유입될 경우 주요기능 불량
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1. POS에서 결제, 서명 등
요청시 반응이 없는 경우. 3. POS와 단말기 간 통신
속도를 확인한다.
(기본 115200BPS)

-9-

1. 다른 카드를 읽어본다.
2. IC카드가 읽히지 않는
또는 읽히지 않는 카드를 다른
경우.
KIS-MP6000 장비에 읽어본다.

1. 화면이 너무 어둡거나 1. 매뉴얼의 ‘10.단말기정보’
밝을 경우.
페이지 확인.

화면 ‘02’에서 ‘광고설정’ 터치후
비밀번호 ‘1234’ 입력 후 화면.
원하는 기능 터치로 설정.

-8-

1. MS카드가 읽히지 않는
경우.

4. 다른 KIS-MP6000 제품을
연결하여 동작 하는지 체크
하여 서명패드 문제인지를
확인한다.

Processor

ARM920T Core, 400MHz

Display

4.3 inch, TFT Color 480X272 pixels(LED Backlight)

Key

통신

동작주파수
RF 출력

변조방식
SOUND

Power Supply

Size(W X D X H)
기기의명칭
인증번호
인증일자
제조년월

SDRAM 64MByte, Flash 128MByte
터치키

RS 232C, USB

13.56MHz 대역(1채널)

47.544 mV/m @ 10m이하
ASK(A1D)
Buzzer

141mm X 164mm X 49mm
RFID/USN용 무선기기
(13.56MHz 대역)
KIS-MP6000
MSIP-CMM-SP1-SPAY-6400

보증일자

구입일로부터 18개월

제조자/제조국가

에스씨에스프로(주)/한국

인증받은자상호

KIS-MP6000
KIS-MP6000

입력전원 : AC 100V~AC 220V, 출력전원 : DC 5V

에스씨에스프로(주)

◆ 제품에 충격(낙하)이 가해지면, 부품 파손에 의한 오작동
이 발생할 수 있으니, 취급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용자 편의를 위한 임의 개조 및 훼손은 제품수명을 단축
할 수 있습니다.
◆ 서명패드 탈 부착 시에는 전원을 Off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명패드 세정시 휘발성의 벤젠/신나 등을 사용 하시면,
인쇄사양이 지워질 수 있습니다.

-11-

-7-

제품제원 및 품질보증서
Memory

1.아답터에 AC전원이 연결
되었는지 확인한다.

-6-

-12-

본 제품은 엄격한 품질관리와
정밀검사에 합격한 제품입니다.
만일 보증기간내에 제조상의
결함이나 자연 발생적인 고장이
생겼을 경우에는 본 보증서를
지참하시고 구입하신 대리점이나
판매점으로 연락하시면 수리하여
드립니다.

00

KIS-MP60

KIS-MP6000(SPAY-6400)_매뉴얼

1. 제품구성

2. 각 부의 명칭

3. 사인 및 비밀번호 입력 기능

5. 신용/후불카드 거래(3가지방법)

4. 선불카드 거래

7. 환경설정(6423)

6. 서명설정(2187)

13.56MHz
RF CARD

6000

KIS-MP

화면 ‘01’에서 비밀번호 ‘6423’
입력 후 화면.

화면 ‘01’에서 비밀번호 ‘2187’
입력 후 화면.
통신방식

통신방식

MSR 카드 리더
IC 카드 투입구

화면 ‘02’에서
‘통신방식’ 터치시 화면.
원하는 기능 터치로 설정.

통신방식

6

USB HOST

USB

SERIAL

8. 프로그램 다운로드(8051)

5V POWER

SD CARD

전원스위치

-1-

4

-2-

9. 단말기 정보

-3-

-4-

10. 고장인가요?

-5-

10-1. 고장인가요?

화면 ‘01’에서 비밀번호 ‘8051’
입력 후 화면.
원하는 기능 터치로 설정.

2. 아답터의 전원 출력선이
제품에 제대로 연결되었는
1. 스위치를 ON했는데 지 확인한다.
화면 출력이 안 될 경우.
3. 다른 KIS-MP6000 제품을
연결해 아답터에서 전원 출
력이 되는지 확인하여 아답
터 문제인지 단말기 문제인
지 확인한다.

KIS-MP6000

Mar 7 2017 14:13:47

화면 ‘02’에서 ‘시리얼/USB 포트’
터치시 화면.

화면 ‘02’에서 ‘USB 메모리’
터치시 화면.

3. RF카드가 읽히지 않는
경우.

1.단말기에 인식이 되지
1.최대 인식거리 확인.
않는 경우.
◆ 이 제품은 아답타를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1. 터치위치가 많이 틀린 1. 매뉴얼의 ‘8.환경설정’
경우.
페이지 확인.

◆ 액정 보호 필름 교체 시, 액정 보호 필름을 너무 강하게
밀착하여 붙이면 오작동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여
붙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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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제품은 액정 보호 필름이 부착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1. POS와 단말기에 연결된
통신케이블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한다.

◆ 제품에 서명시 날카로운 금속류는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2. POS 프로그램이 통신
포트(COM Port)를 제대로
지정했는지 확인한다.

◆ 음료, 물 등의 액상이 제품에 유입될 경우 주요기능 불량
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1. POS에서 결제, 서명 등
요청시 반응이 없는 경우. 3. POS와 단말기 간 통신
속도를 확인한다.
(기본 115200B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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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른 카드를 읽어본다.
2. IC카드가 읽히지 않는
또는 읽히지 않는 카드를 다른
경우.
KIS-MP6000 장비에 읽어본다.

1. 화면이 너무 어둡거나 1. 매뉴얼의 ‘10.단말기정보’
밝을 경우.
페이지 확인.

화면 ‘02’에서 ‘광고설정’ 터치후
비밀번호 ‘1234’ 입력 후 화면.
원하는 기능 터치로 설정.

-8-

1. MS카드가 읽히지 않는
경우.

4. 다른 KIS-MP6000 제품을
연결하여 동작 하는지 체크
하여 서명패드 문제인지를
확인한다.

Processor

ARM920T Core, 400MHz

Display

4.3 inch, TFT Color 480X272 pixels(LED Backlight)

Key

통신

동작주파수
RF 출력

변조방식
SOUND

Power Supply

Size(W X D X H)
기기의명칭
인증번호
인증일자
제조년월

SDRAM 64MByte, Flash 128MByte
터치키

RS 232C, USB

13.56MHz 대역(1채널)

47.544 mV/m @ 10m이하
ASK(A1D)
Buzzer

141mm X 164mm X 49mm
RFID/USN용 무선기기
(13.56MHz 대역)
KIS-MP6000
MSIP-CMM-SP1-SPAY-6400

보증일자

구입일로부터 18개월

제조자/제조국가

에스씨에스프로(주)/한국

인증받은자상호

KIS-MP6000
KIS-MP6000

입력전원 : AC 100V~AC 220V, 출력전원 : DC 5V

에스씨에스프로(주)

◆ 제품에 충격(낙하)이 가해지면, 부품 파손에 의한 오작동
이 발생할 수 있으니, 취급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용자 편의를 위한 임의 개조 및 훼손은 제품수명을 단축
할 수 있습니다.
◆ 서명패드 탈 부착 시에는 전원을 Off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명패드 세정시 휘발성의 벤젠/신나 등을 사용 하시면,
인쇄사양이 지워질 수 있습니다.

-11-

-7-

제품제원 및 품질보증서
Memory

1.아답터에 AC전원이 연결
되었는지 확인한다.

-6-

-12-

본 제품은 엄격한 품질관리와
정밀검사에 합격한 제품입니다.
만일 보증기간내에 제조상의
결함이나 자연 발생적인 고장이
생겼을 경우에는 본 보증서를
지참하시고 구입하신 대리점이나
판매점으로 연락하시면 수리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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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품구성

2. 각 부의 명칭

3. 사인 및 비밀번호 입력 기능

5. 신용/후불카드 거래(3가지방법)

4. 선불카드 거래

7. 환경설정(6423)

6. 서명설정(2187)

13.56MHz
RF CARD

6000

KIS-MP

화면 ‘01’에서 비밀번호 ‘6423’
입력 후 화면.

화면 ‘01’에서 비밀번호 ‘2187’
입력 후 화면.
통신방식

통신방식

MSR 카드 리더
IC 카드 투입구

화면 ‘02’에서
‘통신방식’ 터치시 화면.
원하는 기능 터치로 설정.

통신방식

6

USB HOST

USB

SERIAL

8. 프로그램 다운로드(8051)

5V POWER

SD CARD

전원스위치

-1-

4

-2-

9. 단말기 정보

-3-

-4-

10. 고장인가요?

-5-

10-1. 고장인가요?

화면 ‘01’에서 비밀번호 ‘8051’
입력 후 화면.
원하는 기능 터치로 설정.

2. 아답터의 전원 출력선이
제품에 제대로 연결되었는
1. 스위치를 ON했는데 지 확인한다.
화면 출력이 안 될 경우.
3. 다른 KIS-MP6000 제품을
연결해 아답터에서 전원 출
력이 되는지 확인하여 아답
터 문제인지 단말기 문제인
지 확인한다.

KIS-MP6000

Mar 7 2017 14:13:47

화면 ‘02’에서 ‘시리얼/USB 포트’
터치시 화면.

화면 ‘02’에서 ‘USB 메모리’
터치시 화면.

3. RF카드가 읽히지 않는
경우.

1.단말기에 인식이 되지
1.최대 인식거리 확인.
않는 경우.
◆ 이 제품은 아답타를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1. 터치위치가 많이 틀린 1. 매뉴얼의 ‘8.환경설정’
경우.
페이지 확인.

◆ 액정 보호 필름 교체 시, 액정 보호 필름을 너무 강하게
밀착하여 붙이면 오작동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여
붙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 이 제품은 액정 보호 필름이 부착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1. POS와 단말기에 연결된
통신케이블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한다.

◆ 제품에 서명시 날카로운 금속류는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2. POS 프로그램이 통신
포트(COM Port)를 제대로
지정했는지 확인한다.

◆ 음료, 물 등의 액상이 제품에 유입될 경우 주요기능 불량
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1. POS에서 결제, 서명 등
요청시 반응이 없는 경우. 3. POS와 단말기 간 통신
속도를 확인한다.
(기본 115200BPS)

-9-

1. 다른 카드를 읽어본다.
2. IC카드가 읽히지 않는
또는 읽히지 않는 카드를 다른
경우.
KIS-MP6000 장비에 읽어본다.

1. 화면이 너무 어둡거나 1. 매뉴얼의 ‘10.단말기정보’
밝을 경우.
페이지 확인.

화면 ‘02’에서 ‘광고설정’ 터치후
비밀번호 ‘1234’ 입력 후 화면.
원하는 기능 터치로 설정.

-8-

1. MS카드가 읽히지 않는
경우.

4. 다른 KIS-MP6000 제품을
연결하여 동작 하는지 체크
하여 서명패드 문제인지를
확인한다.

Processor

ARM920T Core, 400MHz

Display

4.3 inch, TFT Color 480X272 pixels(LED Backlight)

Key

통신

동작주파수
RF 출력

변조방식
SOUND

Power Supply

Size(W X D X H)
기기의명칭
인증번호
인증일자
제조년월

SDRAM 64MByte, Flash 128MByte
터치키

RS 232C, USB

13.56MHz 대역(1채널)

47.544 mV/m @ 10m이하
ASK(A1D)
Buzzer

141mm X 164mm X 49mm
RFID/USN용 무선기기
(13.56MHz 대역)
KIS-MP6000
MSIP-CMM-SP1-SPAY-6400

보증일자

구입일로부터 18개월

제조자/제조국가

에스씨에스프로(주)/한국

인증받은자상호

KIS-MP6000
KIS-MP6000

입력전원 : AC 100V~AC 220V, 출력전원 : DC 5V

에스씨에스프로(주)

◆ 제품에 충격(낙하)이 가해지면, 부품 파손에 의한 오작동
이 발생할 수 있으니, 취급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용자 편의를 위한 임의 개조 및 훼손은 제품수명을 단축
할 수 있습니다.
◆ 서명패드 탈 부착 시에는 전원을 Off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명패드 세정시 휘발성의 벤젠/신나 등을 사용 하시면,
인쇄사양이 지워질 수 있습니다.

-11-

-7-

제품제원 및 품질보증서
Memory

1.아답터에 AC전원이 연결
되었는지 확인한다.

-6-

-12-

본 제품은 엄격한 품질관리와
정밀검사에 합격한 제품입니다.
만일 보증기간내에 제조상의
결함이나 자연 발생적인 고장이
생겼을 경우에는 본 보증서를
지참하시고 구입하신 대리점이나
판매점으로 연락하시면 수리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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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고장인가요?

화면 ‘01’에서 비밀번호 ‘8051’
입력 후 화면.
원하는 기능 터치로 설정.

2. 아답터의 전원 출력선이
제품에 제대로 연결되었는
1. 스위치를 ON했는데 지 확인한다.
화면 출력이 안 될 경우.
3. 다른 KIS-MP6000 제품을
연결해 아답터에서 전원 출
력이 되는지 확인하여 아답
터 문제인지 단말기 문제인
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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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RF카드가 읽히지 않는
경우.

1.단말기에 인식이 되지
1.최대 인식거리 확인.
않는 경우.
◆ 이 제품은 아답타를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1. 터치위치가 많이 틀린 1. 매뉴얼의 ‘8.환경설정’
경우.
페이지 확인.

◆ 액정 보호 필름 교체 시, 액정 보호 필름을 너무 강하게
밀착하여 붙이면 오작동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여
붙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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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제품은 액정 보호 필름이 부착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1. POS와 단말기에 연결된
통신케이블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한다.

◆ 제품에 서명시 날카로운 금속류는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2. POS 프로그램이 통신
포트(COM Port)를 제대로
지정했는지 확인한다.

◆ 음료, 물 등의 액상이 제품에 유입될 경우 주요기능 불량
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1. POS에서 결제, 서명 등
요청시 반응이 없는 경우. 3. POS와 단말기 간 통신
속도를 확인한다.
(기본 115200B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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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C카드가 읽히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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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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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S카드가 읽히지 않는
경우.

4. 다른 KIS-MP6000 제품을
연결하여 동작 하는지 체크
하여 서명패드 문제인지를
확인한다.

Processor

ARM920T Core, 400MHz

Display

4.3 inch, TFT Color 480X272 pixels(LED Backlight)

Key

통신

동작주파수
RF 출력

변조방식
SOUND

Power Supply

Size(W X D X H)
기기의명칭
인증번호
인증일자
제조년월

SDRAM 64MByte, Flash 128MByte
터치키

RS 232C, USB

13.56MHz 대역(1채널)

47.544 mV/m @ 10m이하
ASK(A1D)
Buzzer

141mm X 164mm X 49mm
RFID/USN용 무선기기
(13.56MHz 대역)
KIS-MP6000
MSIP-CMM-SP1-SPAY-6400

보증일자

구입일로부터 18개월

제조자/제조국가

에스씨에스프로(주)/한국

인증받은자상호

KIS-MP6000
KIS-MP6000

입력전원 : AC 100V~AC 220V, 출력전원 : DC 5V

에스씨에스프로(주)

◆ 제품에 충격(낙하)이 가해지면, 부품 파손에 의한 오작동
이 발생할 수 있으니, 취급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용자 편의를 위한 임의 개조 및 훼손은 제품수명을 단축
할 수 있습니다.
◆ 서명패드 탈 부착 시에는 전원을 Off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명패드 세정시 휘발성의 벤젠/신나 등을 사용 하시면,
인쇄사양이 지워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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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제원 및 품질보증서
Memory

1.아답터에 AC전원이 연결
되었는지 확인한다.

-6-

-12-

본 제품은 엄격한 품질관리와
정밀검사에 합격한 제품입니다.
만일 보증기간내에 제조상의
결함이나 자연 발생적인 고장이
생겼을 경우에는 본 보증서를
지참하시고 구입하신 대리점이나
판매점으로 연락하시면 수리하여
드립니다.

00

KIS-MP60

KIS-MP6000(SPAY-6400)_매뉴얼

1. 제품구성

2. 각 부의 명칭

3. 사인 및 비밀번호 입력 기능

5. 신용/후불카드 거래(3가지방법)

4. 선불카드 거래

7. 환경설정(6423)

6. 서명설정(2187)

13.56MHz
RF CARD

6000

KIS-MP

화면 ‘01’에서 비밀번호 ‘6423’
입력 후 화면.

화면 ‘01’에서 비밀번호 ‘2187’
입력 후 화면.
통신방식

통신방식

MSR 카드 리더
IC 카드 투입구

화면 ‘02’에서
‘통신방식’ 터치시 화면.
원하는 기능 터치로 설정.

통신방식

6

USB HOST

USB

SERIAL

8. 프로그램 다운로드(8051)

5V POWER

SD CARD

전원스위치

-1-

4

-2-

9. 단말기 정보

-3-

-4-

10. 고장인가요?

-5-

10-1. 고장인가요?

화면 ‘01’에서 비밀번호 ‘8051’
입력 후 화면.
원하는 기능 터치로 설정.

2. 아답터의 전원 출력선이
제품에 제대로 연결되었는
1. 스위치를 ON했는데 지 확인한다.
화면 출력이 안 될 경우.
3. 다른 KIS-MP6000 제품을
연결해 아답터에서 전원 출
력이 되는지 확인하여 아답
터 문제인지 단말기 문제인
지 확인한다.

KIS-MP6000

Mar 7 2017 14:13:47

화면 ‘02’에서 ‘시리얼/USB 포트’
터치시 화면.

화면 ‘02’에서 ‘USB 메모리’
터치시 화면.

3. RF카드가 읽히지 않는
경우.

1.단말기에 인식이 되지
1.최대 인식거리 확인.
않는 경우.
◆ 이 제품은 아답타를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1. 터치위치가 많이 틀린 1. 매뉴얼의 ‘8.환경설정’
경우.
페이지 확인.

◆ 액정 보호 필름 교체 시, 액정 보호 필름을 너무 강하게
밀착하여 붙이면 오작동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여
붙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 이 제품은 액정 보호 필름이 부착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1. POS와 단말기에 연결된
통신케이블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한다.

◆ 제품에 서명시 날카로운 금속류는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2. POS 프로그램이 통신
포트(COM Port)를 제대로
지정했는지 확인한다.

◆ 음료, 물 등의 액상이 제품에 유입될 경우 주요기능 불량
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1. POS에서 결제, 서명 등
요청시 반응이 없는 경우. 3. POS와 단말기 간 통신
속도를 확인한다.
(기본 115200B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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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른 카드를 읽어본다.
2. IC카드가 읽히지 않는
또는 읽히지 않는 카드를 다른
경우.
KIS-MP6000 장비에 읽어본다.

1. 화면이 너무 어둡거나 1. 매뉴얼의 ‘10.단말기정보’
밝을 경우.
페이지 확인.

화면 ‘02’에서 ‘광고설정’ 터치후
비밀번호 ‘1234’ 입력 후 화면.
원하는 기능 터치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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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S카드가 읽히지 않는
경우.

4. 다른 KIS-MP6000 제품을
연결하여 동작 하는지 체크
하여 서명패드 문제인지를
확인한다.

Processor

ARM920T Core, 400MHz

Display

4.3 inch, TFT Color 480X272 pixels(LED Backlight)

Key

통신

동작주파수
RF 출력

변조방식
SOUND

Power Supply

Size(W X D X H)
기기의명칭
인증번호
인증일자
제조년월

SDRAM 64MByte, Flash 128MByte
터치키

RS 232C, USB

13.56MHz 대역(1채널)

47.544 mV/m @ 10m이하
ASK(A1D)
Buzzer

141mm X 164mm X 49mm
RFID/USN용 무선기기
(13.56MHz 대역)
KIS-MP6000
MSIP-CMM-SP1-SPAY-6400

보증일자

구입일로부터 18개월

제조자/제조국가

에스씨에스프로(주)/한국

인증받은자상호

KIS-MP6000
KIS-MP6000

입력전원 : AC 100V~AC 220V, 출력전원 : DC 5V

에스씨에스프로(주)

◆ 제품에 충격(낙하)이 가해지면, 부품 파손에 의한 오작동
이 발생할 수 있으니, 취급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용자 편의를 위한 임의 개조 및 훼손은 제품수명을 단축
할 수 있습니다.
◆ 서명패드 탈 부착 시에는 전원을 Off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명패드 세정시 휘발성의 벤젠/신나 등을 사용 하시면,
인쇄사양이 지워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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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제원 및 품질보증서
Memory

1.아답터에 AC전원이 연결
되었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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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제품은 엄격한 품질관리와
정밀검사에 합격한 제품입니다.
만일 보증기간내에 제조상의
결함이나 자연 발생적인 고장이
생겼을 경우에는 본 보증서를
지참하시고 구입하신 대리점이나
판매점으로 연락하시면 수리하여
드립니다.

00

KIS-MP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