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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7100 

 

저희 Text Inserting Emulator (문자 입출력기), SM7100 제품을 구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품을 정확하고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 본 매뉴얼을 숙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매뉴얼(사용 설명서)는 제품 각 부분의 명칭과 사용법, 제품설치방법, 제품의 성능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한 환경설정과 

오랜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 개발을 위해 만든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는 한국

의 저작권 등록법에 보호를 받고 있으며 매뉴얼의 어떤 부분이나 전체가 제조사 선명전자통신㈜의 허락 없이 복사되거나 

도용되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이 매뉴얼(사용설명서)은 제품 업그레이드 혹은 변경 등에 의해 사전의 예고 없이 일부 내용 등이 바뀔 수 있음을 알려 드

립니다.  

 

CQ500ATM-T1 / T4 

 

CQ500A-T1 /T4 제품은 Text Inserting Emulator (문자 입출력기) 기능이 포함된 일체형 디지털 비디오 레코더 (DVR: Digital 

Video Recorder)이며 H.264 비디오 압축 포멧의 리눅스 OS를 통해 개발된 제품으로 비디오 녹화영상에 문자입출력을 동

시에 수행할 수 있는 높은 신뢰성과 훌륭한 영상 이미지 품질 및 우수한 효과를 가지고 있는 제품입니다. CQ500ATM-T1

은 1개의 채널에 1개의 Text Inserting(문자 입력기능)이 지원되고 CQ500ATM-T4는 4개의 채널에 각 1개, 즉 4개의 Text 

Inserting(문자 입력기능)이 지원되는 모델입니다.  

 

Warranty Guide (제품 보증 가이드) 

 
이 제품은 제조상 발생된 고장 원인과 관련하여 1년의 보증기간을 지원합니다. 이 보증기간은 제품을 구입한 날짜를 기준으

로 시작합니다. 보증기간 내에 제품 수리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제품 구매영수증 원본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구매날짜가 

1년 이내여야 합니다. 보증 기간 내에 결함이 생긴 부품들은 무료로 수리되거나 교체되며 단 배달 비용 및 기타 세금부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보증기간 내 수리의뢰 일지라도 다음의 경우는 무료 수리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 사용자의 부주의로 제품이 고장이 난 경우 

- 홍수, 지진, 화재 등, 자연재해로 인해 생긴 제품 오류의 경우 

- 사용자가 제품 매뉴얼의 주의사항을 태만이 하고 무시하여 발생한 제품 오류의 경우 

- 제품 사용의 남용 및 오용의 경우 (테스트 등의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사용한 경우) 

- 위와 비슷한 경우로 인해 발생한 제품 하자의 경우  

제품이상이 발생하여 수리, 교환 및 무료 점검 서비스를 받을 경우, 먼저 제품 구입을 한 대리점이나 구매처에 먼저 연락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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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Overview) 

 

 
- 거래내역 기록(Transaction Log)은 RS232 혹은 RS485를 통해 연결된 자동현금출

납기(ATM)와 연동하여 CCTV 녹화기인 디지털 비디오 레코더(DVR) 영상에 거래내

역 기록(Transaction Log) 데이터가 기록될 수 있도록 합니다.  
- POS (Point of Sales)도 POS system에서 모니터로 출력되는 정보를 RS232 또는 

RS 485 신호로 연결하여 모니터 영상에 문자를 기록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출입통제장치(Access Control)로부터 출입자 시간대별 정보를 수집하여 RS232 또

는 RS 485 신호로 연결하여 영상에 기록할 수 있습니다. 
- SM7100 (문자입출력기-Text Inserting Emulator) 장치는 1개 port 용으로 DVR과 연

동하여 운용할 수 있는 장치기구로 ATM, POS 시스템, 또는 Access Control(출입통

제기) 시스템의 data interface (데이터 접속방식)에 따라 RS232 및 RS485를 선택

에 따라 수용할 수 있습니다. RS422의 경우 Media Convertor(RS422  RS485)를 
이용하여 연결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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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7100은 스위치(Switch) 선택에 의해 OS별 (OS2 또는 Windows)로 선택하고 연동하여 사

용할 수 있습니다.  
  

1. CQ500ATM-T4 DVR은 SM7100 기능을 일체형으로 만든 DVR 으로써 4개의 포트

(Port)에 동시에 문자정보를 영상에 기록할 수 있습니다. 
CQ500 ATM-T4는 RS232 interface (접속방식)으로만 ATM(자동현금출납기)와 연결할 
수 있습니다 . 
 

2. SM7100 혹은 CQ500ATM-T4는 ATM(자동현금출납기) 시스템의 이미지에 금융거래

내역의 저장 데이터를 보안녹화데이터 이미지 위에 함께 저장하는 장치로 chapter 4
에서 ATM 시스템이 Windows OS(윈도우 운영체제)일 때 연결 사용법과 소프트웨어

(S/W) 설치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3. ATM 시스템의 운영체제가 OS2 일 경우에는 Chapter 4에서처럼 따로 S/W를 설치 

할 필요 없이, 장치에 내장된 protocol에 의해 SM7100 혹은 CQ500ATM-T4와 연동

하여 Transaction Log(거래내역 기록데이터)를 영상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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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세 사양(Specification) 
2. 1. SM-7100 제품 배치도  

a. SM-7100 정면 배치도 (Front Panel Layout) 

 

 
 
b. SM-7100 왼쪽 측면 배치도 (Left Panel Layout) 
 

 
 
 
 
c. SM-7100 오른쪽 측면 배치도 (Right Panel Layout) 

 



SM-7100                                                                                  User’s Manual 
 

6 

 

 
d. 상세 사양 정보 
1) 비디오  
NTSC / PAL Video Type: 공장 출하 시 주문에 따라 한 가지로 셋팅되어  
영상에 출력되는 문자 수: 화면 위에 최대 360 철자가 출력.  
비디오 입출력 레벨: 1Vpp  
비디오 연결 단자: RCA type (BNC) 
비디오 채널 수: 1개 채널의 비디오 입출력 지원 

 
2) 외부 연결 장치                             

1개의 RS-485 통신 연결 접속 단자 ( IBM Machine과 연결 시 필요).  
1개의 RS-232 통신 연결 접속 단자 (NCR 을 포함하는 호환이 되는 대다수의 ATM 기기) 
1개의 RS-232 통신 연결 접속 단자 (ISP(FLIP) - DIP 스위치를 통해 종류 선택(option)) 
2개의 RS-232 시리얼 포트를 통해 POS(Point of Sales) 연결 - option                            
통신 속도 최대: 230Kbps  

 
3) 전원 

전력 Power: DC 8~ 12 V  
전력 소비량: 600mW  

 
4) 크기: 10.5cm(W) * 11.5cm(L) * 3cm(H) 
5) 색상: light- grey nomenclature 
6) LED 구분: Run / 485 / 232(light on/o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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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설치 (Installation) 
  1. 준비 재료 (Materials Required) 

SM-7100을 ATM 기기와 연결하여 설치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순서로 합니다. 
- ATM(자동현금출납기)와 거래내역기록(Transaction Log)을 출력하기 위한 프린터(Journal 

Printer)의 서로 연결 케이블을 빼 놓습니다. (연결하지 않습니다.) 
- SM7100 혹은 CQ500ATM-T1/T4 제품의 RS232 포트에 RS232 케이블을 ATM 기기의 

RS232 포트에 연결합니다.  
- SM7100의 경우 카메라를 비디오 입력에 그리고 DVR을 비디오 출력에 연결하고 문자 

입출력 기능이 통합되어 있는 CQ500ATM-T1/T4 DVR의 경우 카메라만 비디오 입력에 
연결하여 CCTV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 SM7100의 경우 ATM 기기에 따라 데이터 프로토콜(Data Protocol)을 지정합니다. 
(본체 옆의 Dip-switch를 사용) 

- SM7100은 RS232 커넥터에 있는 6개 foot-data 케이블에 연결되며 이 케이블 종류는 
컴퓨터 혹은 전자보조장비에 연결되는 RS232 케이블과 동일합니다  

 
  2. 대표적인 시스템 연결도 

이 연결도는 SM7100 혹은 CQ500 ATM-T1/T4 제품이 ATM 기기, 카메라 및 DVR 
(SM7100의 경우)와 연결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례 1) SM-7100 (문자 입출력기) 단독으로 ATM 기기와 연결 시  

 
                           (ATM기기 내 PC)                      (ATM 기기 내부) 
 
 
 
 
 
 
  
 
 
 
 
 
 
 
 

DVR 

카메라 

RS-232 

Video out 

Video in 

RS-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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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2) CQ500ATM-T1 제품이 1개의 ATM 기기와 연결 시 
                                                                 (ATM 기기 내부) 
                          (ATM 기기 내 PC)                     
 
 
 
 
 
 
 
 
 
 

 
 

사 례 3) CQ500ATM-T4 제품이 4개의 ATM 기기와 연결 시  
 
 
 
 
 
 
 
 
 
 
 

 
 

 
 

RS-232 

카메라 (채널 1개) 

RS-232

Video in 

CQ500A-T1 

RS-232 

CQ500A-T4 

RJ-45(Max 4 ATMs) 

카메라 (채널 4개) 

카메라 1 

카메라 2 

카메라 3 

카메라 4 

Video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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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입력 신호는 반드시 RS-170 신호 방식을 따른다. 카메라에서 SM7100으로 입력되는 
비디오 케이블은 반드시 BNC 커넥터 타입으로 입력되며 출력되는 비디오 케이블 역시 BNC 
타입으로 출력되어 SM7100에서 DVR 혹은 모니터로 연결된다. 또한 2개의 시리얼 데이터 케

이블이 통신을 위해 필요하고 SM7100은 전원이 독립적으로 필요하다.  
 
SM7100 (문자 입출력기)를 ATM 기기 시스템에 설치하기 위해서는: 
- SM7100의 데이터 입출력(I/O)포트의 데이터 통신을 위해 Y자 RS232 케이블 중 하나

를 ATM 기기의 RS232 포트에 연결합니다.  
- Y자 RS232 케이블 또 다른 포트를 거래내역기록을 출력하는 journal printer (저널프린

터)의 RS232 단자에 연결합니다.  
- 카메라 출력단자에서 를 SM 7100 제품의 비디오 입력단자(BNC)에 연결합니다.  
- SM7100 제품의 비디오 출력단자(BNC)에서 DVR 비디오 입력단자(BNC)로 연결합니다.  
- DVR과 ATM 기기 내 모니터와 연결합니다.  
- SM7100의 전원단자에 아답터를 연결하여 전원을 줍니다.  

 

4. 윈도우 OS ATM 설치 방법 
1. CD 설치법 
- 저널 에뮬레이터(문자 입출력기)는 COM port 혹은 USB to RS232(시리얼)포트를 

통해서 ATM PC에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 저널 에뮬레이터의 전원을 켜 놓습니다. 
- CD를 PC의 CD Drive 넣고 CD 내 설치파일을 실행합니다.  
- S/W 프로그램이 자동적으로 설치를 시작합니다. 
- 프로그램을 저장하기 위한 폴더를 선택 한 후 “Next”를 클릭합니다. 
- 설치 프로그램이 마친 후 ATM S/W가 자동적으로 실행됩니다. 

 
2. USB 메모리 설치법 
- 저널 에뮬레이터(문자 입출력기)는 COM port 혹은 USB to RS232(시리얼)포트를 

통해서 ATM PC에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 저널 에뮬레이터의 전원을 켜 놓습니다. 
- ATM PC에 USB 메모리 카드를 연결합니다.  
- USB 메모리에 있는 설치파일을 클릭합니다. 
- S/W 프로그램이 자동적으로 설치를 시작합니다. 
- 프로그램을 저장하기 위한 폴더를 선택 한 후 “Next”를 클릭합니다. 
- 설치 프로그램이 마친 후 ATM S/W가 자동적으로 실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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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프로그램 기능 (old version) 

 

 

①  ATM 기기 장비 타입 표시 (예: Sunmyung - NCR (NCR model),  

그 외 “Sunmyung -?” 로 표시) (ATM 타입은 인식하지 않음) 

②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journal log 폴더를 찾기 

오른쪽과 같은 화면이 나타나고 폴더를 선택하여 log 파일을 선택하여 프로그램을 

실행 

③ 디폴트 버튼: 셋팅되어 있는 모든 값을 초기화  

④ COM 포트 선택 

⑤ 출력되는 문자 라인(행)의 수 지정(최대값 지정) 

⑥ 최대 출력 라인(행)이 넘어갈 때 두 번째 출력문자가 나오는 시간 지정 

최대값 문자 라인(행)이 넘어가면 시간이 정리된다. 

⑦ 출력되는 문자가 화면에 머무르는 시간을 선택 

⑧ 문자 크기 선택 

⑨ 문자(폰트) 위치 지정 

⑩ COM 포트 열기/닫기 버튼 

⑪ 테스트를 위한 입력 문자가 화면에 정상적으로 출력되는지 테스트하는 버튼 

⑫ 테스트 할 문자를 입력하는 칸 

⑬ 실행 및 저장 (Apply and Save) 

⑭ 현재 상태 정보 출력  

 

 

Ⓘ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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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Insert S/W Version 2.0.0.B11 사용설명서 

 

1. CD 내 “CQ500 ATM Text Insert Software 폴더 안에 TextInsert_2_0_0_B11 프로그램 실행파일 

“TI2_Setup.exe” 파일을 클릭합니다 

 

 

 

2. 언어를 선택합니다. (현재 이 비젼은 영어 및 한국어만 지원합니다.) 

 

 

3. 아래의 순서대로 version 2.0.0 Build 11 프로그램을 설치하십시오 

 

  

 

4. 아래의 화면이 나오면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Finish 버튼을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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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프로그램을 설치 후 프로그램의 원활한 동작을 위해 ATM PC를 재부팅을 합니다. 리부팅 후 Text Insert 

프로그램이 자동적으로 동작합니다. 

 

6. ATM PC가 재부팅 한 후 PC의 오른쪽 하단을 보면 그림과 같은 곳에 “TI”의 아이콘을 확인할 수 있으

며 이 아이콘을 클릭하면 동작하고 있는 프로그램 창을 볼 수 있습니다. 

 

 

 

7. PC 윈도우의 Text Insert icon을 클릭 하면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 창이 뜨게 됩니다. 

이 Text Inserting Emulator (문자입출력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은 ATM PC에 저장되어 있는 Journal 

File (거래내역 기록 관련 파일)을 캡쳐하여 ATM에 연결된 DVR에 보내 DVR 녹화 영상 위에 Text(문자

화)로 저장되게 지원합니다.  

 

각 버튼의 명칭 및 설명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Interface(접속 포트 설정): 시리얼 포트(RS 232 포트 번호 선택 및 네트워크 포트 선택) 

② 파서(Parser): 설정되어 있는 은행 이름 및 각 은행에서 사용중인 ATM 기기 명(ATM 회사명) 

③ 철자(Font): OSD (화면에 출력될 문자)의 문자 크기 혹은 출력될 화면 위의 위치 설정 

④ TextInsert Log 버튼: 프로그램상에서 입력되는 문자(Inserted Text)가 동작하는 상태에 대한 정보점검 

⑤ Data Search (데이터 찾기): DVR에 입력된 문자 데이터를 찾는 기능 

⑥ 비밀번호: 이 프로그램 사용자의 제한을 하고자 비밀번호를 설정, 잠금 기능 설정 

⑦ OSD 테스트: ASCII 코드를 통해 OSD(화면 위에)에 문자출력을 테스트 하는 기능 

Ⓘ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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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숨김 기능: ATM PC의 윈도우 화면에 Text Inserting 프로그램을 숨기는 기능, 

⑨ 서비스 통제 버튼: 텍스트 인설팅 기능 통제 버튼 

⑩ 통계(Statistics): 동작하는 데이터에 대한 정보 보여줌 (log 숫자 및 입력되는 데이터 숫자) 

⑪ 시간 연동(Time Synch): DVR과 ATM PC와 같은 시간으로 연동시키는 기능 

 

8. 접속 포트 설정(Interface) :  

 이 문자입출력기(Text Inserting Emulator)과 소프트웨어 프로그램과 사이에서 시리얼 포트(RS232)을 

통해 호환되는 통신을 하기 위해 이 설정이 필요합니다. 

 

 

 

9. 파서 셋팅 (Setting Parser) :  

 은행 이름을 정한 후 파서 모듈을 작동하기 위해 ATM 기기 명을 선택합니다. 

(은행명을 정하지 않고 ASCII 코드를 선택하면 기본 Default 값으로 ASCII 코드 문자를 출력합니다.) 

 은행명을 정하면 그 은행에서 사용하는 ATM 기기 모델 리스트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중 하나를 선

택하면 그 선택된 ATM 기기의 파서(Parser)가 작동하게 됩니다.  

 만약 파서 파일의 위치가 기본적으로 틀리게 되면 “Path Maual Config” 란을 체크하고 프로그램 사

용자가 직접 파서(parser) 파일의 위치를 PC 내 컴퓨터에서 찾아야 합니다.  

 만약 은행명을 “All-Unknown”으로 선택한다면 프로그램 사용자는 “Path Manual Setup”을 체크하고 

파서(parser)파일의 위치를 셋팅 한 후  

 파서 파일 정보에는 이상이 없으나 때때로 작동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대부분 파서

파일의 경로가 틀려서 이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파서파일을 제대로 읽지 못해서 나오는 증세입니

다.  그러므로 “Path Manual Config” 표시를 체크한 다음 프로그램 사용자가 수동으로 원하는 파서 

파일 경로를 정확히 찾아 저장 및 설정(SAVE & APPLY)를 하면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작동합니다.  

 만약 은행명을 정확히 정하지 않을 경우 “All-Unknown”을 선택하고 “Path Manual Setup”를 체크해서 

파서 파일의 경로를 설정하면 저널 파일에 기록되는 모든 내용(A-Z, 0-9의 문자만)을 출력하는 파서

가 선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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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철자/문자 셋팅 (Font) : 

 출력되는 철자의 크기 및 화면에 출력되는 위치 설정 

(** CQ500ATM-T1 모델은 폰트 사이즈 및 위치설정을 할 수 없음.) 

 

 

 

11. 텍스트 입출력 로그 파일: 

 

 문자 입출력 프로그램 동작할 때의 로그 정보를 보여주는 기능입니다.  

 프로그램 사용자는 새로운 로그정보를 보기 위해 “Refresh”버튼을 통해 이전 로그 정보를 지울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사용자는 “Expert Log” 버튼을 통해 프로그램이 동작 시 보여주는 로그 정보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XML 타입의 파일로 로그파일이 저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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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데이터 찾기 (Data search) : 

 

 DVR로 전달된 문자 정보를 찾는 기능입니다.  

 은행계좌번호와 같은 문자를 이 프로그램을 통해 찾을 때 이 기능을 사용합니다.  

 

 

13. 비밀번호 (Password) : 

 처음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패스워드 지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 실행 후 처음 “Password”버

튼을 누르면 신규 비밀번호 만들 수 있습니다. 만약 신규비밀번호를 만들 때 아무것도 적지 않고 

빈칸으로 놔두면 비밀번호는 없는 것으로 저장됩니다 그러므로 처음 비밀번호 설정 시 old 

password는 빈칸으로 두고 New Password와 Confirm Password에 비밀번호를 적습니다.  

 프로그램 사용자가 비밀번호를 설정한 후 모든 기능의 버튼을 누르면 언제나 비밀번호 입력창이 나

타나 프로그램 셋팅을 아무나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14. OSD 테스트: ASCII 코드를 통한 기본적인 OSD 출력이 똑바로 되는지 알아보는 테스트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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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시간 연동 (Time Synchronization) 

 이 기능은 ATM PC와 DVR 시간을 서로 연동시켜 텍스트 정보의 저장된 시간과 녹화 영상의 시간을 

일치시켜 시간의 오차 없이 ATM 관리자가 녹화 저장 데이터와 텍스트 정보를 정확히 찾는데 필요

한 기능입니다.  

 아래의 그림처럼 체크표시를 하고 “NOW” 버튼을 클릭하면 DVR과 ATM PC 사이의 시간이 서로 연

동됩니다.  

 

 

부록 (Appendix) 1. 딥 스위치 버튼 셋팅 
1. SM7100 
 

1) 공통적인 모드(on program mode): 공장출고 기본셋팅(use for Factory (RS232)) 
 

 

 

 

 

 

2) ATM 기기 타입: NCR model, OS: OS2, 접속방식Interface): RS232 

 1 2 3 4 5 

OFF      

ON      

 

3) ATM 기기 타입: All ATM models, OS: Windows, 접속방식(Interface): RS232 

 

 

 

 

 

 

 

 

4) ATM 기기 타입: Diebold 1064iX, OS: OS2, 접속방식(Interface): RS485 

 1 2 3 4 5 

OFF      

ON      

 1 2 3 4 5 

OFF      

ON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SM-7100                                                                                  User’s Manual 
 

17 

 

5) ATM 기기 타입: IBM 4783, OS: OS2, 접속방식(Interface): RS485 

 

 1 2 3 4 5 

OFF      

ON      

 

6) ATM 기기 타입: IBM 4782, OS: OS2, 접속방식(Interface): RS422 

7) 매체 변환기( Media convertor)필요 (RS422  RS485) 

 

 1 2 3 4 5 

OFF      

ON      

 

 

2. CQ500 ATM-T4 변환 셋팅 (Switch Setup (RS485 지원하지 않음)  

1) 공통 모드(On Program Mode): 공장출고 기본셋팅(use for Factory (RS232)) 

 

 

 

 

 

2)  ATM 기기 타입: NCR model, OS: OS2, 접속방식(Interface): RS232 

 

 1 2 3 4 5 

OFF      

ON      

 

3  ATM 기기 타입: All ATM models, OS: Windows, 접속방식(Interface): RS232 

 

 1 2 3 4 5 

OFF      

ON      

 

 

 

 

 1 2 3 4 5 

OFF      

ON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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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Appendix) 2. 고장 자가 진단 
 
본 제품이 적적히 설치 되었을 지라도, 경우에 따라 SM7100 제품에 고장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아래의 고장진단 리스트를 먼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오류 증상 증상 발생 가능성 조치 할 수 있는 행동 

비디오 및 철자가 보이지 않

을 때 혹은 power LED에 불

이 없을 때 

SM-7100 전원이 연결되어 

있지 않음 

SM-7100에 전원이 잘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 

DC 전원 아답터가 소켓에 똑바로 연결되어 있

는지 확인, 만약 아답터 전원 LED에 불이 꺼

져 있다면 전원 아답터를 교체하십시오 

검은색 화면, 글씨가 없음, 

SM-7100 전원 LED에는 불

이 켜져 있음 

모니터가 켜져 있지 않거나 

모니터와 SM7100 이VGA 케

이블로 연결되어 있지 않음 

모니터에 전원부가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VGA 케이블이 SM-7100 기기에 정확히 연결

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알아보기 힘든 이미지

(Garbled image.) 

카메라 케이블이 단선되었거

나 손상되었을 경우 

카메라와 SM7100사이의 연결 케이블에 이상

이 없는지 확인하십시오 

카메라 자체의 작동여부 및 

손상되었을 경우 

카메라 전원부를 확인하시고 카메라가 적절히 

작동하는지 확인하십시오 

정상적인 화면이 나오지만 

문자가 출력되지 않을 경우  

문자 데이터가 ATM PC 혹은 

문자등록기에서 SM7100으로 

전송되지 않았을 경우 

Journal Data 등 문자정보가 ATM PC 혹은 문

자등록기에 있는 S/W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데이터 케이블(RS232)이 단

선되거나 손상되었을 경우 

ATM PC 혹은 문자등록기와 SM7100 사이에 

연결된 케이블(RS232)이 정확히 연결되어 있

고 손상된 부분이 없는지 확인하십시오 

문자가 출력될 위치가 모니

터 화면 크기에서 벗어나 있

는 경우 

모니터 화면 크기 내에서 출력될 문자의 위치

를 가로(HORIZ) 및 세로(VERT) 정확히 입력

하여 출력하십시오 

검은 화면이나 정상치 못한 

화면 위에 문자가 정상적으

로 출력되는 경우. 

카메라 렌즈커버 있는 경우 카메라 렌즈에 있는 보호마개를 제거하십시오 

카메라 조리개가 닫혀있거나 

조정되지 않은 경우 

카메라 조리개 조정이 수동일 경우 렌즈를 돌

려 조리개를 열어주시고, 자동설정일 경우, 수

동으로 열거나 외부사용으로 설정해 주십시오 

카메라 포커스가 안 맞춰져 

있거나 렌즈에 이물질이 껴 

있는 경우 

카메라 렌즈 상태를 점검하고 자동 포커스 설

정 등으로 외부에서 사용되도록 설정하십시오 

카메라 전자적인 기능이 제

대로 작동하지 않은 경우 

카메라 상태를 점검하고 외부에서 사용하는 

전자적인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