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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백통합민원발급기 

BON-6000K 
BON-6000K는 고객의 편의를 위해 
전면도어를 통하여 흑백레이저프린터의 용지 
보충과 복합편철기의 소모품 교체를 손쉽게

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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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백통합민원발급기 BON-6000K 특장점

1 흑백통합민원발급기로 고속의 레이저 프린터 탑재 

2 고용량 편철심 5,아D침 편철심 2개 동시 편철 적용 

편철심 교체 주기가 길며, 최소 20{갑이상 편철가능 

3 인증기 상태 표시창의 외부 함체 추가 설치 

흑백통합민원발급기 문을 열지 않고도 외부에서 인증기 

상태표시확인 

4 발급증명서에 통합정산□Pcj" 및 통합일계표 발급기능 

5통합전원버튼 

6추가용지급 지함내장 

용지함1 : 자동금지함(500매) 

용지함2 : 자동급지함(500매) 

7 전자관인 및 전A�입인지틀 직접 인쇄 

8 빠른 업무처리 및 저럽한 유지비 
9 No Jam & No Stress 

> BON-6000K의 기능

- 해당 증명서 발급을 통한 실검사
-발급내역 조회 및 정산상태 확인
- 한대로 여러명 사용 가능

> BON-6000K의 발급대상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출력문서
-제적등 · 초본 -건축물관리대장
-병적증명서 -X�차등록원부(갑 · 을)
-주민등록표(등본 · 초본) － 건설기계등록원부 (갑 · 을)
-인감증명서 -승무원경력증명서
-븐인서명사실확인서 -선박원부 등 · 초븐
-토지(임야)대장
-대지권등록부
-세목별 과세(납세追옵명서
-농지원부
-의료급여증명서
-징애인증명서
-수급자증명서
-개별공시지가증명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어선원부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보건 제증명(보건소 민원서류)
-학사 제증명(교육기관)
-기타

> BON-6000K의 성능

-자가진단
-정산기능
-발급증명서통계기능
-수수료연산기능
- 복수 사용자가 둥시 출력시 문서 섞임 방지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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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편철71 공공용 복합편철기, 펀철, 용지간추림 기능 
자가진단기능 : 편철심 상태 체크, 용지부족감지기능 

Color / Mono LaserPrinter, 47PPM(A4) Mono LaserPrinter, 50PPM(A4) 
증명출력용 첫장 인쇄속도 6.5:초 용지급지 기본 500매+ 첫장 인쇄속도 7.5초 용지급지 기본 500매+

Laser Printer 추가 500매 수동금지함 100매 추가 500매 수동 급지함 100매
(LAN Card 내장) (LAN Card 내장) 

발급전용 
H/W CABINET 수동급지용지 적재 가이드. 도어 타입 

Power Controller 
케이블덕트 

각종케이블및 
71타부품 각종 Cable, 연결장치 및 기타부품, 내부 인증기 상태 표시창 

외부LED표시창 

크기 (w*D*H) 550mm* 750mm*860mm 51 Omm*730mm*820mm 

중량(Kg) 120Kg이내 100Kg이내 

RS―232C lntertace 
복합편철71 편철상태 검사기능 

간추림 / 펀철 / 배출제어 기능 Control Module 인증기 전원 ON / OFF 상태 점검 
S/W 

인증기 통신 케이블 연결상태 점검 
복합인증기 Control 인증기 상태 외부 LED 표시기능 Module 

정산관리 P/G 일별 주간별 및 월별 발급내역 관리 및 통계 
정산보고서출력 

프린터 Control 출력물 내용 감지기능, 잔류적재용지 감지기능 Module 

전원 220V(50/60Hz) 

소비전력 대기시 95W / 동작시 750W 
일반 人f§주위온도/ 사양 습도 5°c ~ 35·c / 35·c ~ so·c 

설�I조건 실내 

조달분류번호 43211514 

물품식별번호 22470740 22764188 

> 본시스 통합민원발급기 우수기술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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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그도륄 
01종(컬러흑백겸용)프린터에 

人梧공7�한 서류지동편철기 

양면배출형 통합문서발급기 국제발명전시회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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