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인증기 사용설명서
모델명: AT-50

주식회사 에니텍시스

사용하시기 전에...
(주)에니텍시스 자동인증기 AT-50을 구입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사용설명서는 사용자가 제품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최적의 상태로 유지할 수 있

도록 올바른 사용법을 제공합니다.
본 자동인증기는 인증과 동시에 수입증기(인지)가 자동으로 인영되어 요금이 자동
계산되는 특수 사무기기로 관리규정에 의한 철저한 교육 및 통제가 필요합니다. 업
무담당자는 제품 사용에 앞서 본 사용설명서를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에니텍시스는 제품의 성능개선을 위한 업데이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실제 제품과 사용설명서에 일부 다른점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사용설명서는 자동인증기를 사용하는 담당자가 항상 확인할 수 있는 장소에 보
관하시기 바랍니다.
* 제품사용 중 문의사항은 고객센터 1577-992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제품사양
품명(모델명)

자동인증기(AT-50)

제어방식

u-PROCESSOR에 의한 제어

금액설정방식

단축키 설정 및 자유금액 입력

증지해상도

300 dpi

정격전압(소비전력)

220V 60Hz (대기시 8W, 최대 100W)

규격(W x H x D)

330 x 228 x 370 (mm)

무게

23kg

사용하시기 전에

!

일반적 주의사항
손상된 코드나 끝이 벌어진 플러그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화재나 감전의 우려가 있습니다.
지정된 전압 이외의 다른 전압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화재나 감전의 우려가 있습니다.
고정나사를 풀어 내부를 열지 마십시오.
고전압에 의한 감전의 우려가 있습니다.
젖은 손으로 제품이나 전원플러그를 만지지 마십시오.
감전의 우려가 있습니다.
만일 연기나 이상한 냄새 등의 이상상태가 발생하면 즉시 전원플러그를뽑아주십시오.
그대로 사용하면 화재나 감전의 우려가 있습니다.
제품의 위에 액체가 든 그릇 또는 금속물을 올려놓지 마십시오.
제품 안에 물이 들어가게 되면 화재나 감전의 우려가 있습니다.
각 유닛의 전원 커넥터나 유닛 모듈을 분해하지 마십시오.
감정 및 고장의 우려가 있습니다.
시스템 설치 시, 커버의 양 측면에 임의로 구멍을 뚫지 마십시오.
화재나 감전의 우려가 있습니다.
인증기 동작 중 상단 커버를 열지 마십시오.
회전하는 드럼에 손이 끼어 다칠 수 있습니다.
전원코드 위에 무거운 물건을 올려놓거나 전원코드를 구부리지 마십시오.
코드가 손상되어 화재나 감전의 우려가 있습니다.
반드시 접지해 주십시오.
누전이나 고장의 경우 감전의 위험이 있습니다.
전원플러그를 콘센트에 정확하게 꽂으십시오.
전원플러그 단자에 금속 등이 닿으면 화재, 감전, 고장의 우려가 있습니다.

일반적 주의사항

!

일반적 주의사항
전원플러그를 뽑을 때에는 반드시 플러그 본체를 잡아주십시오.
전원코드를 잡아당기면 코드가 손상되어 화재나 감전의 우려가 있습니다.
제품의 통풍구를 막거나 물건을 집어넣지 마십시오.
화재나 감전의 우려가 있습니다.
물기가 있거나 고온의 장소에 설치하지 마십시오.
화재나 감전의 우려가 있습니다.
화면(LCD 스크린)을 물걸레로 닦지 마십시오.
감전 및 고장의 우려가 있습니다.
인증기 동작중 용지투입구 안쪽에 손가락을 넣지 마십시오.
드럼이나 천공에 손이 끼어 다칠 수 있습니다.
본체의 커버를 임의로 열거나 분해하지 마십시오.
기구물에 의하여 손을 다칠 염려가 있습니다.
천공 파지함을 임의로 분리해 놓지 마십시오.
천공 파지가 기계 내부에 쌓여 기계에 무리를 주면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천공 파지함을 정기적으로 비워주십시오.
천공 파지가 기계 내부에 쌓여 기계에 무리를 주면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인증기 필름 교환 시 반드시 전원을 끄고 작업하십시오.
헤드부분이 합선되어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곳에 제품을 설치하십시오.
전표용지 및 필름이 열에 취약하여 정상적으로 출력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증기 관리자모드에 임의로 접근하지 마십시오.
인증기는 정산관련 제품으로 데이터 임의수정 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뚜껑을 열고 사용하지 마십시오.
기계 내부에 이물질이 들어가면 기계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일반적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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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접지 및 설치장소

!

전원
1) 본 기기는 220V 전용입니다.

2) 전원플러그를 접촉불량이 되지 않도록 콘센트에 꽂아주십시오.
3) 전원으로부터 가까운 곳에 설치하고 다른 전기제품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접지
사고방지를 위해 꼭 접지를 하여 주십시오.


접지할 수 있는 곳: 전원콘센트의 접지 단자, 접지공사(제3종)가 되어 있는 접

지단자, 구리(銅)봉을 65cm 이상 묻은 것


접지할 수 없는 곳: GAS관, 수도관, 전화전용 전지단자 등에는 절대로 접지하
지 마십시오.

설치장소
1) 직사광선이 닿는 장소, 창가 등 밝은 장소는 피해 주십시오.
2) 고온, 고습, 저온, 저습의 장소는 피해 주십시오. (권장: 10~30℃, 10~90%)
3) 화기, 열기가 있는 장소(에어콘의 찬바람이나 스토브 등의 온풍, 복사열이 직
접 닿는 장소)는 피해 주십시오.
4) 통기성, 환기성이 나쁜 장소는 피해 주십시오.
5) 먼지가 많은 장소는 피해 주십시오.
6) 본 제품은 수평으로 설치하여 주십시오.
7) 작동 및 서비스 작업을 위하여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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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부의 명칭과 기능

3.5” Color LCD

조작부(keypad)

화면표시창

본 제품은 화면표시창(칼라 LCD)을 통해 입·출력정보 및 기능수행의 과정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화면표시창의 안내에 따라 제품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조작부(keypad)의 명칭과 기능
인증

인증기능을 활성화(최대 3종 직인 전환 가능) 또는 비활성화합니다.

천공

천공기능을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합니다.

증지

증지 기능을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합니다.

▲
영수증

▼
기능

입력금액에 대한 영수증을 출력합니다. *설정메뉴에서는 방향키(▲) 기능
설정메뉴로 진입합니다. *설정메뉴에서는 방향키(▼) 기능

선택/결손

취소

프리금액 입력 또는 금액 결손 시 사용합니다. *설정메뉴에서는 선택기능
이전단계로 돌아가거나 작업을 취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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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조작방법
화면표시

조작방법
[초기화화면]
1. 전원 연결 후 전원버튼을 눌러 제품을 가동시킵니다.
2. 기기가 초기화되는 동안 잠시 기다려주십시오.

[로그인화면]
1. 비밀번호 입력 후 선택버튼을 눌러 로그인합니다.
2. 초기 비밀번호는 공장출고 시 1234로 설정됩니다.
* 초기사용 시 반드시 비밀번호를 변경해 주십시오.

[메인화면]
1. 인증과 증지는 기본으로 선택됩니다.
2. 각 단계별로 작업안내문구가 표시됩니다.
3. 일계: 일일 발행금액을 합산하여 표시합니다.
4. 단가: 현재 발행할 금액을 표시합니다.

[메인화면]
1. 발행할 금액을 입력하고 용지를 끝까지 투입합니다.
2. 선택에 따라 인증/천공/증지 기능을 수행합니다.
3. 작업이 완료되면 ‘용지를 가져가세요.’ 안내가 표시됩
니다.

사용 POINT
* 비밀번호는 [기능 → ②비밀번호 변경] 메뉴에서 변경할 수 있으며 최대 8자리까지 설
정 가능합니다. 보안을 위하여 비밀번호는 안전하게 관리해 주십시오.
* 문서 인증 시, 반드시 작업이 완료된 후에 용지를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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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입력 및 발행
화면표시

조작방법
1. 메인화면에서 선택/결손(
)버튼을 누른 후 좌
측하단의 상태표시가 단가에서 프리로 변경되면 금액
을 입력하십시오.
* 프리금액:

선택/결손

+ 금액입력 + 발행

1. 메인화면에서 단축키(1~99)를 누르면 좌측하단의 상
태표시가 단가에서 단축으로 변경되고 단축키 금액이
바로 적용됩니다.
* 단축금액: 단축키(1~99)입력 + 발행

1. 작업완료 후 ‘용지를 가져가세요’ 안내가 표시되면 안
전하게 용지를 수거하십시오.

1. 용지를 수거하면 일계를 자동으로 계산하여 화면에
표시합니다.
2. 직전 발행금액은 그대로 유지되며 용지 투입 시 연속
발행이 가능합니다.

사용 POINT
* 단가금액은 최대 99,999,999원까지 발행 가능합니다.
* 작업 중 초기화면으로 돌아가려면 취소( 취소 )버튼을 누르십시오.
* 인증동작 중에는 취소할 수 없으므로 발행금액을 확인하고 용지를 투입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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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금액 결손처리
화면표시

조작방법
1. 결손할 금액의 단가를 프리금액으로 입력합니다.
2. 금액 입력완료 후 선택/결손(
)버튼을 누르면
좌측하단의 상태표시가 프리에서 결손으로 변경되고
금액은 마이너스(-)로 변경됩니다.
* 결손처리:

+ 금액입력 +

+ 발행

1. 용지를 투입하여 결손처리가 완료되면 초기화면으로
돌아오고 발행금액도 초기화됩니다.
* 오발급을 방지하기 위해 결손은 연속동작이 불가하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1. 당일 발행내역이 없는 금액을 결손 시에는 결손확인
창이 표시됩니다.
2. 선택/결손(
)버튼을 누르면 결손이 진행되고,
취소(
)버튼을 누르면 작업이 취소됩니다.

1. 당일 발행내역이 없는 금액에 대한 결손처리 건은 전
표에 기타결손으로 출력됩니다.

사용 POINT
* 당일 미발행 금액을 결손 시 별도로 확인 메시지가 화면에 출력됩니다. 금액을 한번 더
확인하고 결손처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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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 발행
화면표시

조작방법
1. 발행하고자 하는 금액을 입력합니다.
2. 금액을 확인하고 영수증(
)버튼을 누릅니다.

* 단축키 입력과 프리금액 입력 모두 가능합니다.

1. 영수증이 출력되는 동안 잠시 기다려주십시오.

1. 좌측과 같이 영수증이 출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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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메뉴 – 일일전표 출력
화면표시

조작방법
1. 기능(
)버튼을 눌러 설정메뉴에 진입합니다.
2. 방향키를 움직여 ‘①일일전표 출력’을 선택한 후 선택/
결손(
)버튼을 누릅니다.

1. 방향키를 움직여 발행을 원하는 일자를 선택합니다.
2. 선택/결손(
)버튼을 눌러 전표를 출력합니다.

1. 전표가 출력되는 동안 잠시 기다려주십시오.

1. 전표가 출력되면 날짜리스트로 돌아옵니다.
2. 초기화면으로 돌아오려면 취소(
)버튼을 눌
러주십시오.

사용 POINT
* 당일을 포함하여 최대 31일분의 전표데이터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 이전의 데이터
는 복구할 수 없으므로 매일 전표를 출력하여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일일전표에는 누계, 연계, 월계, 일계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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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메뉴 – 비밀번호 변경
화면표시

조작방법
1. 설정메뉴에서 ‘② 비밀번호 변경’ 메뉴를 선택합니다.
2. 기존 비밀번호, 신규 비밀번호를 순차적으로 입력하
고 비밀번호 확인을 위해 신규 비밀번호를 1회 더 입
력합니다.

1. 비밀번호 정보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입력오류 메시
지가 표시됩니다.
2. 잠시 후 이전화면으로 복귀되니 다시 시도해 주십시
오.

1. 비밀번호가 정상적으로 완료되면 변경완료 메지시가
표시됩니다.
2. 잠시 후 메인화면으로 복귀됩니다.

사용 POINT
* 전원을 껐다가 켜면 새로운 비밀번호가 적용됩니다.
* 비밀번호는 최대 8자리까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 본 제품은 금액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업무 담당자 외에는 접근할 수 없도록 비밀번호
를 안전하게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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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메뉴 – 단축키 설정
화면표시

조작방법
1. 설정메뉴에서 ‘③ 단축키 설정’ 메뉴를 선택합니다.
2. 각 단축키에 할당된 금액이 목록으로 표시됩니다.
3. 설정을 원하는 단축키 번호를 선택합니다.

1. 단축키 번호 및 단가 확인 후 신규값을 입력합니다.
2. 선택/결손(
)버튼을 누르면 신규값을 저장한
뒤 단축키 목록으로 돌아갑니다.
3. 취소(
)버튼을 누르면 신규값을 적용하지 않고
단축키 목록으로 돌아갑니다.

사용 POINT
* 최대 99개(1~99번)의 단축키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 단축키 목록에서 2자리 숫자(01~19)를 입력하면 해당 단축키 설정화면으로 바로 진
입합니다.
* 단축키 설정화면에서 금액을 입력하지 않으면 0원으로 인식합니다.
* 특수발행을 위해서는 단축키 설정값을 다음과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수료무료 = 1원, 공용 = 2원, 공란 = 3원, 수수료면제 = 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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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메뉴 – 화면밝기 조정/버튼음량 조절
화면표시

조작방법
1. 설정메뉴에서 ‘④ 화면밝기 조정’ 메뉴를 선택합니다.
2. 방향키(▲/▼)를 사용하여 화면밝기를 조정합니다.
3. 선택/결손(
)버튼을 누르면 변경사항을 적용한
뒤 초기화면으로 돌아갑니다.

1. 설정메뉴에서 ‘⑤ 버튼음량 조절’ 메뉴를 선택합니다.
2. 방향키(▲/▼)를 사용하여 버튼음량을 조정합니다.
3. 선택/결손(
)버튼을 누르면 변경사항을 적용한
뒤 초기화면으로 돌아갑니다.

사용 POINT
* 화면밝기와 버튼음량은 5단계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 화면밝기 조정 시 각 단계별로 화면밝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버튼음량 조절 시 각 단계별로 비프음을 들을 수 있습니다.
* 화면밝기와 버튼음량 설정 중 취소(
)버튼을 누르면 변경사항을 적용하지 않
고 초기화면으로 돌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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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모품리스트 / 주의사항
본 제품의 소모품은 4종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잉크 카트리지

직인, 기관장명판 인영을 위한 교체식 잉크롤러

증지 카트리지

수입증지 인영을 위한 교체식 증지필름

TPH(열감응 인쇄 헤드)

수입증지 인영을 위한 인쇄부 발열장치

영수증 롤지

일일전표 및 영수증 출력을 위한 감열롤지

1) 본 기기는 담당자 외에는 절대 사용할 수 없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커버열
쇠와 비밀번호는 담당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2) 기계정비를 위하여 기계 분해가 필요한 경우에는 필히 부서장의 입회 하에 정
비하도록 하십시오.
소모품 정품사용안내
* 본 제품은 현금을 취급하는 특수 사무기기로 소모품 사용은 당사에서 취급하는 정품
을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사에서 공급하는 소모품 이외의 제품을 사용할 경우 기기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습
니다.
* 비품을 사용하여 발생하는 고장에 대해서는 당사에서 보증수리를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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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모품 교체 – 잉크 카트리지

잉크 카트리지
① 상단커버를 열고 중앙에 위치한 진회색 잉크 카트리지를 수직으로 꺼냅니다.

② 새로운 잉크 카트리지를 홈에 맞춰 수직으로 밀어 넣고 상단 커버를 닫습니다.

* 반드시 기기 전원을 끈 상태에서 작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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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모품 교체 – 증지 카트리지

증지
카트리지

① 상단커버를 열면 증지 카트리지가 우측에 있습 ② 화살표와 같이 레버를 누른 후 기구물을 위로

니다.

들어올립니다.

③ 화살표 부위를 잡고 카트리지를 꺼낸 후 교체 ④ 레버를 누른 상태에서 기구물을 끝까지 닫아주
합니다.

세요.

* 반드시 기기 전원을 끈 상태에서 작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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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모품 교체 – 영수증 롤지

① 영수증용지를 위와 같은 방향으로 거치합니다.

② 영수증 가이드를 위와 같이 들어 올립니다.

③ 용지 끝을 위와 같이 틈새로 통과시켜 주세요.

④ 용지 끝을 영수증가이드로 통과시켜 주세요.

⑤ 용지가 느슨해지지 않도록 통과된 용지 끝을 살 ⑥ 영수증 가이드를 원위치로 내린 후 영수증프린
짝 잡아당겨주세요.

터를 닫아주세요.

* 용지 교체 후 전원 인가 시 일정량의 용지가 자동으로 급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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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지보수 – 천공 파지함 비우기

천공 파지함
① 전면부 슬라이드를 열면 영수증프린터 우측에 ② 천공 파지함의 손잡이를 잡고 들어올려 주세요.

천공 파지함이 있습니다.

(바닥에 자석으로 고정되어 있으니 살짝 힘을 주세요.)

고정자석

③ 천공 파지함 몸체를 잡고 완전히 꺼냅니다.

④ 뚜껑을 열어 천공 파지함을 비운 후 다시 체결
해 주세요.

* 천공 파지가 기계 내부에 쌓이면 고장의 원인이 되므로 주 2~3회 주기로 비워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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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보증서
품명

자동인증기

모델명

제조사

(주)에니텍시스

제조번호

구입일자

년

보증기간
고객명

대리점명

AT-50

월

일

구입일로부터 1년
상호

연락처

주소
상호

연락처

주소

 저희 회사 제품을 구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제품은 출고 시 엄밀한 품질관리를 거쳐 종합검사에 합격한 제품입니다.

①
②
③

보증기간 내에 발생한 고장은 다음과 같은 경우 무상으로 수리해드립니다.
최초 설치 시 제품에 이상이 있는 경우
정상적인 작동 상태에서 제조상의 결함으로 고장이 발생한 경우
기타 본 제품의 수리, 교환, 환불에 대한 보장기준은 경제기획원 고시 “소비자 피해 보상규
정”에 따릅니다.


①
②
③
④
⑤

다음의 경우에는 실비의 서비스비용 및 부품비용이 발생합니다.
보증기간이 경과되었을 경우
고객의 취급부주의로 인한 고장일 경우
화재, 수해, 이상 전압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고장일 경우
당사에서 지정한 자 이외의 제3자가 임의로 제품을 분해 또는 수리하여 장애가 발생한 경우
납품 후 6개월이 경과한 제품의 TPH, 영수증프린터, 메인보드의 경우

 본 제품은 고도의 정밀한 제품으로써 당사 기술직원의 정기적인 점검이 필수적으로 수반되
어야 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제품 수명단축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① 당사에서 공급 중인 소모품(잉크, 리본, 잉크롤러 등) 및 소모부품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② 정기적으로 기계점검 및 조정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주식회사 에니텍시스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로9길 99, 1213호
TEL. 02-2027-1900 FAX. 02-2027-1919

주식회사 에니텍시스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로9길 99, 1213호 (가산동, 스타밸리)
TEL 02-2027-1900
FAX 02-2027-1919
Homepage http://www.anytek.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