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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내용 없음.

대표도

도1

명세서

[발명의 명칭]

자동판매기의 입력장치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본 발명의 입력장치도.

제2도는 바아코오드 패턴과 이에 대응하는 신호파형 및 코오드 표시도.

제3도는 바아코오드 리이더의 요부구성도.

제4도는 입력장치의 회로부의 구체적 구성도.

제5a도 내지 제5도c는 입력장치에 사용되는 마이크로컴퓨우터의 동작을 설명하는 플로우챠아트.

제6도는 입력장치용 마이크로컴퓨우터의 할입 동작시의 작용을 설명하는 플로우챠아트.

제7도는 9빗트코오드와 8빗트코오드와 처리코오드의 대조도.

제8a도 내지 제8e도는 처리코오드가 표시하는 동작 명령혹은 설정정보를 표시하는도.

제9도는 자동판매기의 외관도.

제10도는 본 발명에 의한 입력장치를 구비한 자동판매기의 제어회로도.

제11도는 자동판매기를 제어하는 마이크로컴퓨우터의 동작을 설명하는 플로우챠트.

제12도는 판매가격 입력에 사용하는 바아시이트의 구체예.

제13도는 판매가격 입력시에 있어서의 컴퓨우터의 동작을 설명하는 기능 블록도.

제14도는  바아코오드와  함께  판매가격을  표시한  부분을  바아코오드  리이더로  문지렀을때의  신호 파
형도.

제15도 판매가격입력에 사용하는 다른 바아시이트의 구체예.

제16도  판매가격을  입력하는  판매컬럼(clolumn)을  선택스위치로  지정했을  경우에  마이크로 컴퓨우터
의 동작을 설명하는 기능불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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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도  각  판매컬럼을  전부  동일가격으로  설정할때의  마이크로컴퓨우터의  동작을  설명하는 기능불록
도.

제18도는 동작명령입력에 사용하는 바아시이트의 구체예.

제19도는 판매가격 입력이외의 설정 정보입력에 사용하는 바아시이트의 구체예.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자동  판매기의  입력장치에  관해서  자동판매기에  대한  동작  명령  및  자동  판매  동작을 달
성하는데 있어서의 필요한 데이타를 바아코오드에 의해서 입력하는 것이다.

종래에는  자동판매기에  대한  매상집계표시,  판매가격표시,  판매테스트등의  관리지령입력  및 판매가
격설정등의  자동판매동작을  달성함에  있어서  필요한  데이타입력은  키이보오드에  의해서  조작하는 것
이  일반적이였다.  그러나  키이보오드에  의한  입력은  팡크션키이  및  텐키이를  정해진  순서대로 조작
하지  않으면  않되고  경험이  적은자에  대해서는  대단히  어려운  것이었다.  그리고  현재처럼 자동판매
기의  제어회로가  마이크로컴퓨우터화  되면  완성된  자동판매기  일지라도  사장의  요구에  의한  새로운 
기능을  부가하는데도  자동판매기의  제어절차를  기억한  ROM을  변경하는  것만으로  대응할수  있는 것이
지만  이때에  기능부가에  따라서  새로운  관리지령입력과  데이타  입력이  필요하게  되면  키이  및 키이
스캔(Key  scan)에  필요한  주사선을  추가하지  않으면  안되고  기설의  키이보오드에서는  대처할수  없는 
결점이 있었다.

상술한  점에서  본  발명은  조작이  용이하고  또한  입력내용의  변경  및  추가에  대해서  쉽게  대처할수 
있는 자동판매기의 입력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발명의 실시예]

제1도에서(1)은  본  발명에의한  자동판매기의  입력장치로서  자동판매기의  제어회로(2)에  접속되 
있다.  입력장치(1)는자동판매기에  입력하는  동작명령  및  설정정보가  바아코오드로  인쇄되있는 바아
시이트(3)와  핸드스캐너형의  바아코오드리이더(4)와  전류-전압변환회로(5)와  파형정형회로(6)와 처

리회로(7)로서 구성된다.

바아시이트(3)에  인쇄돼있는  바아코오드는  혹  바아  및  스페이스를  긴쪽방향으로  번갈아  배열하는 것
으로  본  예의  1바아코오드  패턴은  제2a도에  표시하는  것처럼  스타아트캬락터부  ST. 캬락터스페이스
SP1.  데이타캬락터부DC1.  캬락터스페이스SP2.  데이타캬락터  DC2로  구성되고  각  데이타캬락터부는 3
아우트.  오브  9코오드에의  한  아홉자루의  바아  및  스페이스로서  구성되는  1바아코오드  패턴은 2캬락
터의  정보량을  비치하고  있다.  3아우트.  오브  9코오드는  폭이  굵은  바아  및  스페이스를  9비트의 1캬
락터속에  반드시  3개를  배치하는  것으로서  굵은  바아혹은  스페이스가  론리[1]가느른  바아  혹은 스페
이스가 론리[0]을 각각 표시하고 있다.

바아코오드리이더(4)는  취급과  주사하기  쉽도록  펜모양을  이루어서  선단부에는  개구(8)가 형성되있
고,  이  개구(8)에  면해서  개구(8)를  향해서  적외광을  조사하는  적외  LED(9)와  이적외 LED(9)로부터
의  빛이  개구(8)  밖에  있는  바아시이트(3)에서  반사되고  그것을  받아서  광전변환출력을  생기게  하는 
호트트란지스터(10)를  수납하고  있으며  개부(8)와  반대측의  단부로부터는  이  광전변환출력을 전류-
전압회로(5)에 인도하는 리이드선(11)을 도출하고 있다.

제4도는  입력장치(1)에  있어서의  전기회로부의  구체적  구성을  표시하고  있으며,  호트리플렉터(13)는 
적외  LED(9)와  오트트란지스터(10)를  비치하고,  적외  LED(9)에  의해서  조사된  빛의  반사광을 호트트
란지스터(10)에  의해서  전류로  변환한다.  전류전압변압회로(5)는  전류  입력형인  오페앰프(14)를 비
치해서  오트트란지스터(10)에  의한  반사  광전류를  전압변환한다.  파형정형회로는(6)는  다이오우드 
D1,  D2  및  콘덴서  C로서  형성되는  피이크치검출회로부(20)와  오페앰프(15)와  트랜지스터  Tr1, Tr2로
서  형성되는  출력회로부(21)에  증폭회로(16)를  통해서  포오트  P1로  접속된  마이크로컴퓨우터(19)와 
D단자가  증폭회로(16)에  접속되고  또한  클록단자  CK가  마이크로컴퓨우터(19)의  포오트  P2에  접속된 
D형플립  플롭회로(17)과,  입력측이  증폭회로(16)  및  D형  플립플롭(17)의  Q출력단자에  접속되서, 또
한  출력측을  마이크로컴퓨우터(19)의  인터럽트(Interrupt)단자  IMT에  접속된  배타적론리화 게이트

(18)로서 성립된다.

상술한  구성에서  바아코오드리이더(4)를  제2-a도에  표시하는  바아코오드의  긴쪽방향으로  이동시키면 
그  반사광에의한  호트트랜지스터(10)의  출력전류변화에  입각해서  전류-전압변환회로(5)는  제2-b도에 
표시하는 신호 S를 생기게 한다.

그리고  피이크치  검출회로부(20)는  신호  S가  동작을  시작하는  영역에서는  다이오우드  D1가  도통해서 
콘덴서  C는  충전되고  제2-b도에  표시하는  콘덴서  C의  단자전압VC는  신호  S로부터  다이오우드  D1의 
순방향 전압VF몫을 감한 치로 된다.

한편  신호  S가  정의  피이크치보다  VF이상  저항하한  동작개시영역에  있어서는  다이오우드  D2가 도통
행서  콘덴서  C는  방전하고,  콘덴서  C의  단자전압  VC는  신호  S보다  다이오우드  D2의  순방향 전압VF몫
만큼  높은치로  된다.  그리고  신호  S가  부의  피이크치보다  VF이상  높아지면  콘덴서C의  단자전압VC는 
신호  S보다  VF몫이  낮아진다.  오페앰프(15)는(+)입력단에는  콘덴서  C의  단자전압VC가  인가되고, 
(-)입력단에는  신호  S가  인가되었으며,  따라서  오페앰프(15)는  단자전압VC가  신호  S보다  큰 범위에
서  정의  출력을  생기게하고,  출력회로부(21)로부터는  제2-C도에  표시하는  바와같이  디지탈  신호에 
의한 바아코오드 패턴 검출신호 B가 얻어진다.

이  바아코오드  패턴  검출신호  B는  증폭기(16)를  통해서  마이크로컴퓨우터(19)의  입력포오트P1에 도
입되지만  마이크로컴퓨우터(19)는  바아코오드  패턴검출신호  B의  펄스폭의  대소를  판정해서 바아코오
드패턴을  읽어내는  것이다.  마이크로컴퓨우터(19)의  동작을  제5-A에서  제5-C도까지의 플로우챠아트
에서  설명하겠지만,  플로우챠아트에  있어서 R 0  내지  Ra는  마이크로컴퓨우터(19)에  내장되  있는 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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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할부한  레지스터를  표시하고,  F1은  스테이터스레지스터,  Ic는  타이머카운터를  표시하고  있다. 예
를들면  제2-a도에  표시하는  바아코오드에  표시하는  바아코오드를  바아코오드리이더(4)로  주사하는 
것으로하고  N1스텝에서는  바아코오드리이더(4)가  스타아터캬락터부  ST의  제1차바아(22)를  검지해서 
바아코오드  패턴검출  신호B가[H]로  되는  것을  대기하고있다.  그리고  바아코오드  패턴검출신호 B가
[L]에서[H]로  되면 N2 스텝에서는  포오트 P2 에  클록펄스를  출력해서  D형  플립플롭회로(17)를 이니셜셋

트한다.  즉  D형  플립플롭회로(17)는  D단자[H]가  인가되여  있는  상태에서  CK단자에  클록펄스가 도입
되면  Q출력난이[H]로  되어  이니셜셋트된다. N1 스텝에서는  바아코오드리이더(4)가  1차바아(22)에서 1

차스페이스(23)로  이동해서  바아코오드  패턴  검출신호  B가[L]로  되는  것을  대기한다.  그리고 바아코
오드패턴  검출시호  B가[L]로  되면 N2 스텝으로  이행해서  1차스페이스(23)에  관한  타이머  동작을 개시

한다.

N3 스텝에서는  바아코오드리이더(4)가  2차바아(24)에  도달해서  바아코오드패터언  B가[H]로되면 N4스텝

에서  할입이  가능한  상태로  셋트한다.  그때문에  바아코오드패턴  검출신호  B가[H]로  되면 플립플롭회
로(17)의  Q출력단이[H]때문에  EOR게이트(18)는  INT단자에[L]를  출력하고,  마이크로컴퓨우터(19)는 
제6도에  표시하는  할입시의  플로우를  처리한다.  할입  플로우의 n1 스텝에서는  타이머카운트  TC로 카

운트한 타이머카운트수를 레지스타 R0에 저장하고 n2스텝에서는 출력포오트P2에 클록펄스를 

출력한다.  따라서  플립플롭회로(17)의  Q출력단은[L]로  되서  EOR게이트(18)은[H]를  출력한하. n3스텝

에서는  타이머동작에  의한  카운트수가  2를  초과하고  있는가를  판정하고,  2미만의  경우에는  잘못으로 
한다.  본예에  있어서의  타이머동작은  80μsec마다[1]을  가산계수하는  것이고,  1차스페이스(23)를 통
과하는  시간폭이  106usec미만의  경우에는  잘못으로  되서  플로우챠아트는  Mo에  복귀한다. n4스텝에서

는  스테이터스 레지스터F1 에  규우플랙(Queue  falg)을  세트하고, n5 스텝에서는  타이머  동작을 재개하

고  메인플로우챠아트로  복귀한다. n5 스텝에서는  11차스페이스(23)에  의한  세폭의  데이타를 레지스터

R4에 정저장한다. N6스텝에서는 스테이터스레지스터F1이 규우플렉의 세트를 확인한다.

이때에  할입처리를  이미  실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할입의  플로오  챠아트의 n4 스텝에서 규우플랙

(Queue  Flag)을  세트하고  있으며  레지스터 F1 의  규우플랙을  리세트(reset)한다.  그리고  할입처리가 

실시되  있을  경우에는  할입이  걸리고  할입의  플로우챠아트의  처리가  종료하는  것을  대기한다. 바아
코오드리이더(4)가  제2차  바아에서  캬라크타스페이스 SP1 에  도달하면  검출  신호  B가[L]로  되고, 또

한  플립플롭회로(17)의  Q출력단은  [L]이고  EOR게이트(18)는[L]를  출력하기  위해서  할인이  걸리고 n1

스텝으로  제2차  바아(24)에  관계하는  타이머카운트수를  레지스터RO에  저장하고 n2 스텝으로 출력포오

트 P2에서 클록펄스를 출력한다.

따라서 플립플롭회로(17)의 Q출력단은[H]로 된다. 그리고 n3스텝으로 레지스터Ro의 내용을 

판정하고, n4 스텝으로  스테이터스레지스터 F1 에  규우플랙을  세트하고 n5 스텝으로  타이머카운터TC를 

일소하고 (clear)n6 스텝으로 캬락터스페이스SP1 에  관계하는  타이머동작을  개시해서  메인플로우에 복

귀한다. N7 스텝에서는  제2차  바아(24)에  의한  굵은  폭의  데이타를  레지스타에  세트한다. N8스텝에서

는  1차  스페이스(23)로  표시되는  세폭의 데이타R4 와  2차바아(24)로  표시되는  굵은  폭의 데이타(R6 )의 

평균치(R5+R6/2 )를  연산하고  기준치  T를  산출해서 레지스터R2 에  저장한다.  예를들면  가는  스페이스인 

일차스페이스(23)의  폭데이타가[3],  굵은  바아인  2차  바아(24)의  폭  데이타가[9]라고  하면, 평균치
는[6]로  되고,  다음에  얻어지는  카운트수가[6]보다  큰  경우에는  굵은  바아혹은  스페이스에  의한 카
운트수로 판정하고, [6]이하의경우에는 가는 바아혹은 스페이스에 의한 카운트수로 판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바아코오드라이더(4)가 캬락터스페이스SP1 으로부터 데이처캬락터부DC1 의  1차 바아

(25)에  도달한다면  검출신호  B가[H]로  되고  플립플롭회로(17)의  Q출력단[H]때문에 EPR게이트(18)는
[L]를  출력한다.  따라서  할입으로  되지만  이 할입처리의n1 스텝으로  캬락스페이스 SP1 의 타이머카운트

수가  레지스타Ro에 세트되고n2 스텝의  클록펄스의  출력으로  플립플롭회로(17)는  Q출력단을[L]로  하고 

n6스텝에서는 1차비아(25)에 관한 타이머동작을 개시해서 메인플로우에 복귀한다.

N9 스텝에서는 레지스터 R0 , R1 , R5 를  이소하지만 레지스터R0 의  일소에 의해서 1차  스페이스 SP1 에  관한 

타이머카운트수는  무시되겠금  된다. N10 스텝에서는  레지스터 R0 의  타이머카운트수를  레지스터 R4 에 세

트하지만  지금  이  경우에서는  캬락터스페이스 SP1 에  관한  타이머  카운수는  일소했기  때문에 레지스

터 R4 의  내용은[O]이다. N11 스텝으로부터 N20 스텝까지의  처리는  타이머카운트수가  일소되  있어서 동작

상 특별한 의미를 가지지 않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한다.

그리고  바아코오드  리이더(4)가  데이타캬락터부 DC1 의  1차스페이스(26)에  도달하면  검출신호 B가

[L]로되고  플립플롭회로(17)의  Q출력단이[L]때문에  EOR게이트(18)는[L]를  출력해서  할입으로  된다. 
이  할입처리인 n1 스텝으로  1차  비아(25)의  타이머카운트수가  레지스터 R0 에  세트되고 n2 스텝의 클록

펄스의  출력으로  프립플롭회로(17)는 Q출력단을[H]로하고n6 스텝에서는  1차스페이스(26)에  관한 타이

머동작을  개시해서  메인프로오로  복귀한다. N21 스텝에서는 레지스터R1 에  저장되  있는  치가[9]에 도달

했는가에  따라서  9빗트의  데이타캬락터부 DC1 의  1차  바아(25)의  타이머  동작을  완료했을뿐이고 N27스

텝으로 레지스터 R1에[L]를 가산한후에 N10스텝으로 복귀한다.

N10 스텝은 레지스터R0 에  세트한  1차  바아(25)의  타이머카운트수를 레지스터R4 에  세트한다. N11스텝에서

는 레지스터R4 의  치가  255미만인가를  판정한다.  전술한  바와같이  타이머동작은  80μsec마다[1]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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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계수하는  것이고,  따라서  1차바아(25)를  통과하는  시간폭이  0.0202sec이상이면  잘못으로해서 플로
우로 M0 에  복귀한다. N12 스텝에서는 레지스터R4 의  치와  전술한  기준치  T와를  비교해서  1차바아(25)가 

굵은가  가느른가를  판정한다.  본예의  1차  바아(25)는  굵은  바아이며,  따라서 레지스터R4 의  차는 기

준치T보다  크고 N16 스텝으로  이행한다. N10 스텝은 레지스터R7 의  내용에  입각해서  전회에  굵은  바아를 

검출했는가를 판정한다.

이  경우에  전회는  캬락터스페이스 SP1 를  검출하고  있기  때문에  레지스터 R7 에는  아무것도  기억되 있

지  않고 N18 스텝으로  이행한다. N18 스텝에서는  굵은  바아을  검출한  것으로서  레지스터 R3 의  1빗트 눈

에[1]을  써넣고  또한 레지스터R5 에[1]을  가산  계수한다. N19 스텝에서는  레지서트 R7 의  1빗트눈에 써넣

은[1]을  지정한다. N20 스텝에서는  기준치를  보정하기위한  데이타로서  1차바아(25)에  관한 타이머카운

트수를 레지스터R6에 저장한다.

그리고  바아코오드리이더(4)가 데이터캬락터부DC1 의  1차  스페이스(26)로부커  2차  바아에  도달하면 

검출신호B가[H]로되고  플립플롭회로(17)의  Q출력단이[H]때문에  EOR게이트(18)은[L]를  출력해서 할입
으로  된다.  이  할입처리의 n1 스텝으로  1차  스페이스(26)의  타이머카운트수가  레지스터 R0 에  세트되고 

n2 스텝에서의  클록펄스의  출력으로  플립플롭회로(17)는  Q출력단을[L]로하고 n6 스텝에서는  2차 바아

(27)에  관한  타이머동작을  개시해서  메인플로우에  복귀한다.  이때에  아직  데이타캬락터부 DC1 의 주

사는 완료되 있지 않고 N10스텝으로 복귀한다.

N10 스텝에서는  1차  스페이스(26)의  타이머카운트수를 레지스터R4 에  세트하고 N11 스텝으로  레지스터의 

치가  255미만임을  확인하고 N12 스텝으로  레지스터 R4 와  기준치T와를  비교해서  1차  스페이스(26)가 굵

은가  가느른가를  판정한다.  본  예의  1차  스페이스(26)는  가느른  스페이스이고  따라서  레지스터 R4 의 

치는  기준치T보다  작고 N13 스텝으로  이행한다. N13 스텝에서는 레지스터R7 의  내용에  입각해서  전회도 

가느른  바아를  검출했는가를  판정한다.  이  경우에  전회검출한  1차바아(25)는  굵은  바아이고 레지스
터 R7 [1]를  저장하고있기  때문에 N14 스텝으로  이행한다.  이와같이  전회에  가느런  스페이스(혹은 

바아)를  검출해서  금회  굵은  바아(혹은  스페이스)를 검출하면N14 스텝으로  기준치T를  보정한다.  즉 전

회의  1차  바아(25)에  관한  타이머카운트수(레지스터 R6 에  저장)와의  평균치를  연산해서  새로 기준치

를  산출해서레지스터 R2 에  저장한다.  따라서 레지스터R6 의  치가[9], 레지스터R4 의  치가[4]라고 한다

면  보정된  기준치는  6.5로되고  다음에  얻어지는  카운트수는[6.5]를  기준으로  해서  굵은  바아  혹은 
스페이스에 의한 것인가, 또는 가느른 바아혹은 스페이스에 의한 것인가를 판정한다.

N15 스텝에서는  가느른  스페이스를  검출한  것으로  해서  레지스터 R3 의  1빗트눈에[O]을  써넣지만 이때

에  1빗트눈에  저장하고  있었던  전회데이타[1]는  2빗트눈에  옮겨서  저장한다. N19 스텝에서는  레지스터 

R7 의  1빗트눈의  데이타[O]을  저장하고 N20 스텝에서는  금회검출한  1차  스페이(26)의  타이머카운트수를 

레지스터 R6 에  저장한다.  그리고  바아코오드리이더(4)가 데이타캬락터부DC1 의  2차  바아(27)로부터 2

차스페이스(28)에  도달하면  검출신호  B가[L]로되고,  플립플롭회로(17)Q  출력단이[L]때문에 EOR게이
트(18)는[L]를  출력해서  할입으로  된다.  이  할입처리의 n1 스텝으로  2차바아(27)의  타이머카운트수가 

레지스터 R0 에  세트되고 n2 스텝에  있어서의  크록펄스의  출력으로  플립플롭회로(17)는 Q출력단을[H]로

하고 n6 스텝에서는  2차  스페이스(28)에  관한  타이머  동작을  개시해서  메인플로우로  복귀한다. N21스

텝에서 레지스터 R1 의  치에 의해서 데이터 캬락터부 DC1 의  주사가 끝나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면 N27스

텝에서  레지스터  R1에[1]를  가산해서 N10 스텝으로된다. N10 스텝에서는  2차바아(27)의 타이머카운트수

를  레지스타 R4 에  세트하고 N11 스텝으로  레지스터 R4 의  치와  앞서보정한  기준치  T와을  비교해서  2차 

바아(27)가 굵은가 가느른가를 판정한다.

2차바아(27)는  가느른  바아이고  레지스터 R4 의  치는  기준치  T보다  작고 N13 스텝으로  이행한다. 이때

에  전화  검출한  1차  스페이스(26)는  가늘기때문에 레지스터R7 은[O]을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N13스텝

으로부터 N15 스텝으로  된다.  따라서  전회에  가느른  스페이스(혹은  바아)를  검출했을때에는  기준치 T

를  보정하지  않는다. N15 스텝에서는  가느른  바아를  검출한  것으로인해서  레지스터 R3 의 1빗트눈에

[O]을 써넣고 또한 1빗트눈에 저장하고 있었던[O] 및 2빗트눈에 저장하고 있었던[1]은 각각 
2빗트눈.  3빗트눈에  옮긴다. N19 스텝에서는  레지스터 R7 에  레지스터 R3 의  1빗트눈에  저장한[O]을 써넣

고 N20 스텝에서는  금회검출한  2차바아(27)의  타이머카운트수를  레지스터 R6 에  저장한다.  그리고  바아 

코오드리이더(4)가  데이타캬락터부 DC1 의  2차  스페이스(28)로부터  3차아(29)에  도달하면  검출신호 B

가[H]로  되고  플립플롭회로(17)의  Q출력단이[H]때문에  EOR게이트(18)는[L]를  출력해서  할입으로 된
다.  이  할입처리의 n1 스텝으로  2차  스페이스(28)의  타이머카운트수가  레지스터 R0 에  세트되고 n2스텝

에  있어서의  클록펄스이  출력으로  플립플롭회로(17)은  Q출력단을[L]로  하고, n6 스텝에서는  3차 바아

(29)에 관한 타이머동작을 개시해서 메인플로우로 복귀한다.

이와같이  바아코오드  리이더(4)가  바아에서  스페이스로,  그리고  스페이스에서  바아로  이동할때마다 
할입으로되서  타아머카운트수의  독입과  다음의  타이머  동작의  스타아트가  실시되고 에밍플로우에서
는  독입한  타이머  카운트수에  입각해서  바아혹은  스펜이스폭의  대소를  판정해서  데이타캬락터부 DC1

을  BC코오드로  변환한다.  그리고  바아코오드  리이더(4)가  데이터캬락터부 DC1 의  최종바아(30)로부터 

캬락터  스페이스부 SP2 에  도달하면  검출신호  B가[L]로  되고  플립플롭회로(17)는  Q출력단이[L]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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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OR게이트(18)는[L]를  출럭해서  할입으로  된다.  이 할입처리의n1 스텝으로최종 바아(30)의타이머카운

트수가  레지스터 R0 에  세트되고 n2 스텝에  있어서  클록펄스이  출력으로  플립플롭회로(17)는 Q출력단을

[H]로하고 n6 스텝에서는  캬락터스텝 SP2 에  관한  타이머동작을  개시해서  메인플로우로  복귀한다. 그리

고  최종바아(30)에   관한 N10 스텝으로부터 N20 스텝까진의  일련의  츠리가  실시되지만  이때에 N18스텝에

서는  레지스터 R3 의  1빗튼눈에[1]이  써넣어지는  동시에이미  저장되어있는  데이타는  순차적으로 이웃

의 빗트로 옮겨진다.

이때에  레지스트 R3 는  8빗트  때문에  1차  바아(25)에  관한  데이타[1]는  캐리아우트(Carry  out)되서 

레지스터  R3은  일차스페이스(26)로부터  최종바아(30)까지의  데이타  밖에  저장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9빗트의  바아코오드는  8빗트의  BC코오드로  변환된  것으로된다.  따라서  제2-a도에  표시는 데
이타캬락터부  DC1의  바아코오드  패턴은  9빗트의  BC코오드(100001001)로  검출되지만  레지스타  R3에는 
8빗트의  BC코오드(00001001)에서  저장된다.  더구나  이 N18 스텝에서는  최종바아(30)가  굵은  바아이기 

때문에  레지스타 R5 에[1]을  가산계수한다.  그리고 N21 스텝으로  레지스터 R1 의  치가[9]에  도달한 것으

로  해서  데이타캬락터부DC1의  주사가  중요한  것을  확인하면 N22 스텝으로  이행한다.  본  예의 바아코오

드는  1캬락터중에  세개의  굵은  바아  혹은  굵은  스페이스가  포함되  있기  때문에  1캬락터의  주사가 끝
나면  레지스터 R5 의  치는[3]으로되  있다.  따라서 N22 스텝으로  레지스터 R5 의  치가[3]이외의  치인  것이 

판명되면 잘못으로해서 M0로 복귀한다.

N23 스텝은  레지스터 R3 에  저장되  있는  8빗트의  BC코오드를  다른  8빗트의  BC코오드(이하  처리코오드로 

칭함)로  변환해서 레지서터R8 에  저장하는  것이다.  제7도는  9빗트코오드  혹은  8빗트코오드로부터 처

리코오드에의  변환테이블을 표시하고 있으며 9빗트 코오드(100001001)그리고 8빗트 코오드로
(00001001)표시되는  제2-a도에  표시하는  바아코오드패턴을  처리코오드에서는  (00001001)즉 헥사데시
말코오드로  표시하면  OA로  된다.  이제부터는  처리코오드는  제7도의  변환  테이블에서  표시하는 것처
럼  헥사데시  말  코오드로  표시한다.  그리고  본  예의  1바아코오드패턴은  2캬락터로부터  형성되는 것
이고  따라서  다음의  데이타캬락터부 DC2 를  검출하기  위해서 N24 스텝으로부터 N9 스텝으로  이행한다. 한

편  바아코오드리이더(4)가  데이타캬락터부 DC2 의  1차회로(17)의  Q출력단[H]때문에 EOR게이트(18)는

[L]를  출력해서  할입으로  된다.  이  할입처리에서는  캬락터스페이스 SP2 의  타이머  카운터  TC세의한 

카운트수가  레지스터 R0 에  세트되고  또한  1차  바아(31)에  관한  타이머동작을  개시해서  메인플로우에 

복귀한다.  그리고  이  캬락터스페이스 SP2 도  캬락터스페이 SP1 과  마찬가지로  의미가   없는  것이고 N9

스텝에서는  캬락터스페이스 SP2 의  타이머카운트수를  저장하고  있는  레지스터 R0 를  일소하고,  동시에 

레지스터 R1 및 R5도 이소한다.

그리고  바아코오드리이더(4)가  데이커캬락터부 DC2 를  주사하는  것에  따라서  데이타캬락터부 DC1 의 주

사시와  동일한  처리가  마이크로컴퓨우터에서는  실시되고,  데이타캬락터부 DC2 의  바아코오드  패턴은 

9빗트의  BC코오드(100100001)에서  검출되지만  레지스터 R3 에는  8빗트의  BC코오드(00100001)가 저장

된다. N23 스텝은  8빗트코오드를  처리코오드  01로  변환해서  레지스터 R9 에  저장한다.  그리고 N24스텝으

로  2캬락터의  처리코오드를  각각  검출한  것을  확인하고 N25 스텝으로  할입금지상태로  세트하고 N26스텝

으로  레지스터 R 8 내지 R9 에  저장하고  있는  두가지의  처리코오드  OA.  Ol을  자동판매기의 제어회로

(2)에  전송해서 M0 로  복귀한다.  처리코오드  자동판매기에  대한  소정의  동작  명령  및  설정정보를 제

시하고  있으며,  처리코오드의  입력에  의한  제어회로(2)는  이  처리코오드의  내용을  해독한다.  제8A 
내지  8E도는  두가지의  처리코오드표시되는  각동작명령의   내용  및  각설정정보의  내용을  표시하고 있
다.  동작명령은  자동판매기의  관리자가  매상  금액표시동작.  매상개수표시동작. 컬럼별매상갯수표시
동작.  컬럼별매상금액표시동작등의  각  동작을  자동판매기에  명령하는  것이다.  또한  설정정보는 자동
판매기가  판매동작을  달성함에  있어서도  필요한  정보이고  예를들면  상품의  판매가격정보와  상품을 1
개  판매로  하는  가복수판매로  하는  가(즉,  싱글벤트  혹은  말티벤드)에  설정하는  판매형식  정보등이 
있다.

제9도는  8개의  판매컬럼(Column)수를  가진  자동판매기의  외관을  표시하고  있고  전면패널(40)에는  각 
판매컬럼에  대응하는  8개의  상품 선택스위치(S1)(S2)...(Sn )와  표시기(4)와  거스름돈불출구(42)와 상

품취출구(deliuery opening)(43)과 경화투입구(Coin slot)(44)와 경화반환레바이(Coin return 
leuer)(45)가  설치되  있다.  제10도는  본  발명에  의한  입력장치(1)를  배치한  자동판매기의  회로도를 
표시하고있고  제어회로(2)는  미리  결정된  프로그램을  연하는  동작을  실시하는  마이크로컴퓨우터 M0

로  구성되  있고,  입력포오트 P0 에는  예를들면  원  :  100원  :  50원  :  10원짜리  경화의  종류에 상응해

서  코인스위치(46)(47)(48)(49)를  접속하고  입력포오트  P1에는  경화반환레바아(45)에  연동해서 ON-
OFF하는  경화  반환스위치(50)을  접속하고  있다.  출력  포오트 P2 에는  500원.  100원.  50원. 10원짜리

마다  경화불출룡이  거스름돈모우터(Change  motor)(52)(53)(54)(55)를  접속하고  입력포오트 P3 에는 

거스름돈모우터(52)(53)(54)(55)에  연동해서  ON-OFF하는  캠스위치(56)(57)(58)(59)를  접속하고 
있다.

도시하고  있지  않지만  거스름돈불출용의  경화는  그  종류마다의  코인파이프에  수납되  있으며  각 파이
프에  설치한  경화  배출용의  와이퍼(Wiper)는  거스름돈모우터(52)(53)(54)(55)를  접속하고 입력포오
트 P3 에는  거스름돈모우터(52)(53)(54)(55)에  의해서  구동되어  코인파이프의  하부를  접동하고 수납

경화의 최하위경화를 밀어내도록 구성되있다.

그리고  캠스위치(56)(57)(58)(59)는  통상  OFF되  있고  대응하는  거스름돈모우터(52)(53)(54)(55)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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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동개시에  의해서  ON이되고,  각각이  모우터(52)(53)(54)(55)가  한개의  경화를  불출하는데  필요한 
회동을  행하면  OFF가  되도록  되  있다.  출력포오트 P4 는  거스름돈경화종류마다의  코인파이프에 있어

서의  수납경화의  유무를  검지하는  엠프티스위치(empty  switch)(62)(63)(64)(65)에  접속하고  있다. 
출력포오트 P5 에는  구동회로(51)를  접속함과  동시에  구동회로(51)와 출력포오트P6 사이에는 표시기

(41)를  접속하고  구동회로(51)와 입력포오트P7 사이에는 선택스위치(S1)(S2)~(S8 )를  접속하고  있다. 출

력포오트 P10와 출력포오트P11사이에는 판매컬럼마다에 대응하는 상품배출용의 벤트모우터

(VM1)(VM2)~(VM8 )와  구동회로(61)를  접속하고  있다.  더우기  출력포오트 P10 에  접속되는 구동회로(60)

과 입력포오트P8 와의  사이에는  각  판매컬럼마다의  상품의  매진을  검지하는  매진스위치(rold-out 

switch)(SO1)(SO2)~(SO8)를 접속하고 구동회로(60)과 입력포오트 PU와의 사이에는 벤트모우터

(VM1)(VM2)~(VM8 )에  연동해서  ON-OFF하는 캠스위치(CS1)(CS2)~(CS8 )를  접속하고  있다.  이 캠스위치

(CS1)(CS2)~(CS8 )도  전술한  캠스위치(56)(57)(58)(59)와  마찬가지로  통상  OFF되있고  대응하는 벤드모

우터(VM1)(VM2)~(VM8 )의  구동  개시에  의하여  ON이  되고,  각각의 모우터(VM1)(VM2)~(VM8 )가  한개의 상품

을  불출하는데,  필요한  회동을  행한면  OFF되도록  되  있다.  입력포오트 P12 는  입력장치(1)와  당해 입

력장치(1)로  부터의  입력모우드(mode)인  것을  지정하는  입력모우드  지정스위치(66)를  접속하고 
있다.

제11도는  마이트로컴퓨우터의  동작의  개요를  표시하는  플로우챠아트이다.  마이크로컴퓨우터  MC는 전
원 투입후에 소정의 초기설정을 완료하면 N1스텝에서는 입력포오트 P0로부터 코인스위치

(46)(47)(48)(49)에  의한  투입코인데이타를  입력하고입력포오트 P4 로부터  거스름돈경화 검지스위치

(62)(63)(64)(65)에  의한  거스름돈  유무  데이타를  입력한다. 스텝에서는  입력한 투입코인데이

타에  입각해서  투입금액을  연산해서  기억한다. 스템에서는  입력포오트 P1 로부터 반환스위치
(50)출력을  입력하고  반환스위치(50)가  ON이  되서  입력레벌이[L]이면  경화불출의  서브루틴 R1 의 제

어를  실행해서 스텝으로  복귀한다.  서브루우틴 P1 에서는  투입금액에  입각해서  불출해야할 경
화종류와  개수를  결정하고  불출하는  경화종류에  대응하는  거스름돈모우터(52)(53)(54)(55)에  대해서 
출력 포오트P2 를[L]로  한다.  그리고  입력포오트 P3 에  의해서  구동한 거스름돈모우터(52)(53)(54)(5

5)에  대응하는  캠스위치(56)(57)(58)(59)의  출력[L]에서[H]에,  그리고  다시[L]로  되면 출력포오트P2

를[L]로부터[H]한다.  그리고  이와같은  거스름돈모우터(52)(53)(54)(55)의  제어를  불출해야할 경화종
류와  그  갯수에  상응해서  실시하고,  불출한경화액의  감산에  의한  투입금액이[0]원이  되면 서브루우
틴R1의 처리를 끝낸다.

스텝은  표시기(41)에  투입금액을  표시하는  것이고출력포오트 P5 로부터는  세그멘트데이타를 출

력하고  출력포오트 P6 에는  디짓트신호를  출력해서  표시제어를  실시한다. 스텝은  출력포오트의 

각  단자0~7를  순차적으로[H]로해서  입력포오트 P7 의  입력  레벨에  의해서 선택스위치(S1)(S2)~(S8 )에 

의한  선택상품  데이타를  입력하고 스텝에서는  선택상품데이타에  입각해서  조작된 선택스위치
를  검출한다.  예를들면  출력포오트 P5 의  단자5를[H]로  했을때에  입력포오트 P7 이[L]로  되면 마이크로

컴퓨우터  MC는  선택스위치(56)가  조작된것을  검출하고  판매의  서브루우틴 R2 의  처리를  실시한다. 서

브루우틴 R2 에서는  출력포오트 P10 의  단자5를[L]로  함과  동시에 출력포오트P11 를[H]로  해서 벤드모우

터(VM6 )를  구동시킨다.  그리고 입력포오트P9 가 캠스위치(SC6 )의  OFF-ON-OFF에  의해서  다시[H]로  해서 

출력포오트 P11를[L]로 해서 벤드모우터(VM6)를 정지시킨다.

또한  마아크로컴퓨우터  MC는  내부의  RAM에  상품종류마다의  판매가격이  입력장치(1)에  의해서 입력되
서  저당되여  있지만  서브루우틴 R2 에서는  트입금액에서  판매한  상품의  판매가격을  감산한다.  그리고 

서브루우틴 R2 의  처리를  끝내면 스텝으로  복귀한다.  그리고  어떤  상품선택스위치도  동작되 있

지  않으면  마이크로컴퓨우터  MC는 스텝으로되고,  출력포오트 P10 의  각  단자를 순차적으로[H]로
해서  입력포오트 P8 의  입력레벨에  입각해서 매진스위치(SO1)(SO2)~(SO8 )에의한  상품의  매진스데이타를 

입력한다. 스텝에서는  투입금액(또는  판매후의  잔액)과  상품  종류마다의  각  판매가격도 거스
름돈 유무데이타와 상품의 매진 데이타에 입각해서 판매 가능 상품을 결정한다.

스텝에서는  자동환금의  요부를  점검해서  자동환금이  필요한  경우에 서부루우틴R1 으로 이행해
서  환금해야  할  금액의  불출제어를  실시한다.  자동환금에는  판매후의  잔액으로  판매가능한  상품이 
없을  경우의  거스름돈  불출과  투입금액이  최대투입금액을  초과했을  때의  초과금액반환의  두  가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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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스텝은 입력포오트P12 의  단자0의  입력레벨에  의해서  입력모우드지정스위치(66)의  ON을 
검출하는  것이고,  입력모우드  지정스위치(66)가  ON이  되서  단자O의  입력레벨이  [L]로  되면 서부루우
틴은  입력장치(1)에서 입력포오트P12 의  단자1로  도입되는  처리코오드를  해독해서  소여의  처리를 실시

하지만  입력모우드는  입력모우드  지정스위치(66)의에  의해서  해제되서 스텝으로  이행한다. 다
음은  바아코오드  패턴을  인쇄한  바아시이트의  구체예를  표시해서  입력모우드에  있어서의 입력장치
(1)의  작용을  설명한다.  제12도는  상품의  판매가격을  자동판매기에  설치할  때의  바아시이트(70)를 
표시하고  있으며,  바아시이트(70)에는  판매가격의  설정을  의미해서  [판매가격설정]이라고  표시한 타
이틀  표시부(71)와  판매컬럼의  표시를  각각  직시판독  할  수  있는  수자와  알파베트와  문자등으로 적
당히  표시한  컬럼표시부(72)와  이  컬럼표시부(72)에  대응해서  설치되고  대응한  컬럼을  의미하도록 
바아코오드로  표시한  컬럼바아코오드  표시부(73)와  판매가격의  종류를  각각  직시판독할  수  있는 수
자와  화폐단위표시와의  조합과  문자등으로  적당히  표시한  판매가격표시부(74)와,  이 판매가격표시부
(74)에  대응해서  설치되고  대등한  판매가격을  의미하도록  바아코오드로  표시한  판매가격 바아코오드
표시부(75)하고를 1페이지에 기재한 것이다.

또한  이  시이트(70)에는  바아코오드리이더(4)의  조작절차를  표시한  조작절차표시부(76)도  부가되서 
조작상의  편리를  도모하고  있다.  본예의  바아시이트(70)는  자동판매기8개의  판매컬럼에  대해서  각가 

1N8 까지의  수자로  번호표시하고  있다.  또한  이  시이트(70)에는  바아코오드리이더(4)의  조작절차를 표

시한  조작절차  표시부(76)도  부가되서  조작상의  편리를  도모하고  있다.  본  예의  바아시이트(70)에 
자동판매기의  8개의  판매컬럼에  대해서  각각1~8까지의  수자로  표시되  있다.  또한  입력장치(1)는 제
8A~8O까지에서  표시하는  것처럼  32개의  판매컬럼을  지저할  수  있도록  각각  처리코오드가  설정되 있
으며,  따라서  판매컬럼수가  32개라면  어느  자동판매기의  가격설정도  가능하다.  이와같이 바아시이트
(70)에  의해서  판매가격을  자동판매기의  제어회로(2)인  마이크로컴퓨우터  AMC에  설정하기  위해서는 
컬럼N1 에  대응하는  컬럼비아코오드표시부(72)의  표면을  좌측으로부터  우측으로  신속히 바아코오드리

이더(4)로  마찰하고,  이어서  판매가격표시부(74)의  ₩70에  대응하는  판매가격코오드표시부(75)의 표
면을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속히  바아코오드리이더(4)로  마찰함으로서  컬럼1의  판매가격  70원으로 설
정된다.

제13조는  바아시이트(70)에  의해서  판매가격을  마이크로컴퓨우터  MC내의  RAM(83)에  설정할때의 마이
크로컴퓨우터  MC의  동작을  설명하는  기능불록도이다.  예를들면 컬럼N5 를  222원으로  가격설정하기 위

해서는  먼저  바아코오드(73A)를  바아코오드리이더(4)로  마찰하지만  이때에  입력장치(1)는 처리코오
드OB.  O4를  마이크로컴퓨우터MC로  전송한다.  그리고  마이크로컴퓨우터  MC에서 인스트락션디코오다
(80)는  OB.  O4가  판매컬럼에  대한  가격설정의  명령코오드임을  해독하고  제어장치(81)는 애드레스엔
코오더(82)로  제어신호,  RAM(83)에  써넣기신호를  각각  출력한다.  제어신호의  입력에서  애드레스엔 
코오더(82)는  처리코오드OB.  O4에  입각해서 판매컬럼N5 의  판매가격을  기억하는  RAM(83)의 애드레스

를 지정한다.

다음에는  바아코오드(75A)를  바아코오드리이더(4)로  마찰하면  입력장치(1)는  처리코오드  02.02를 마
이크로컴퓨우터  MC에  전송한다.  이  처리코오드는  판매가격을  표시하는  데이타임을 인스트락션디코오
더(80)가  해독하면  제어장치(81)는  데시말변환장치(84)는  02.02를  데시말코오드22로  변환하고  RAM는 
00100010로  1바이트로  기억한다.  한편  바아코오드에서는  표시되  있지  않지만  판매가격  네이타 1200
원을  표시하는  처리코오드  02.0A가  입력장치(1)로부터  전송되면  데시말  변환장치(84)는 데시말코오
드  120으로  변환하고  RAM(83)는  00000001.00100000로  2바이트로  기억한다.  그런데  바아시이트(70)로 
바아코오드표시부(73)(75)의  근방에는  각각  컬럼번호(72)와  판매가격(74)가  직시판독할  수  있는 상
태로 기재되 있다.

지금  이들  직시판독표시부가  바아코오드표시부의  흑색바아와  동일색  또는  흑색에  가까운  색일때는 
적외  LED(9)로  부터  조사되는  적외광의  반사량이  흑색바아와  대체로  같은  레벨이  되고 바아코오드리
이더(4)를  잘못해서  제14도의  A처럼  직시판독표시부인  ₩50과  그  우측의  바아코오드표시부(75)를 일
련으로  주사하면  전류-전압변환회로(5)의  출력은  등도의  B로  되고  파형정형회로(6)의  출력은  동도의 
C처럼되고  ₩50의  부분에서  흑색바아의  부분과  마찬가지로  높은  레벨의  출력을  생기게  하고 처리장치
(7)에서 정확한 정보의 읽어내기를 할수 없게 된다.

그래서  본  발명에서는  동도처럼  직시판독표시부를  흑색바아하고는  빛의  반사량이  크게  상이하고 오
히려  흑색바아상호간의  스페이스와  대체로  동등한  반사광량을  얻을  수  있는  색,  예를  들면  파랑과 
빨강으로  기재함으로서  상술한  바와  같이  ₩50의  부분을  바아코오드리이더(84)로  주사해서도 전류-전
압변환회로(5)의  츨력은  동도D처럼  낮은  레벨을  유지하고  파형정형회로(6)의  출력도  동도  E처럼 흑
색  바아상호간의  스페이스와  마찬가지로  낮은  레벨을  유지하기  때문에  처리장치(7)는 바아코오드표
시부(75)뿐의 정보를 정확히 읽어낼수 있겠금 된다.

또한  제15도는  다른  방법에  의해서  판매가격을  RAM(83)에  설정할  때의  바아시이트(90)를  표시하고 
있으며,  당해  시이트(90)의  판매가격바아코오드  표시부(91)는  100원에서  900원까지의  100원  마다의 
가격을  표시하는  ₩100~₩900바아코오드  표시부(92)와  10원에서  90원  까지의  10원  마다의  가격을 표시
하는  ₩10~₩90바아코오드표시부(93)로서  형성된다.  예를  들면  판매컬럼N010을  180원으로  가격설정할 
때의  마이크로컴퓨우터  MC의  동작을  제13도로  설명하기로  한다.  먼저  바아코오드(94)를 바아코오드
리이더(4)로 마찰하면 입력장치(1)는 처리코오드 OB.O9를 마이크로컴퓨우터로 전송한다.

따라서  인스트락션  데코오더(80)는  판매컬럼N010으로의  가격설정의  명령코오드인  것을  해독하고 제
어장치(81)는  애드레스엔코도어(82)에  제어신호를  RAM(83)에  써넣기신호를  각각  출력한다.  그리고 

애드레스엔코오더(82)는 처리코오드 OB.O9에 입각해서 판매컬럼 N010의 판매가격을 기억하는 
RAM(83)의  애드레스를  지정한다.  다음에  바아코오드(95)를  바아코오드리이더(4)로  문지르면 입력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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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1)는  처리코오드  OC.OB를  마이크로컴퓨우터  MC에  전송한다.  이  처리코오드  OC.OB는  100원 데이타
를  기억하는  애드레스의  내용을  일소하는  것을  표시하고  있고,  인스트락션데코오더(80)로  독해하면 
제어장치(8)는  데시말변환장치(84)에  제어신호를  출력한다.  따라서  데시말  변환장치(84)는  OC.OB를 
데시말코오드10으로  변환해서  출력하고  RAM의  지정  애드레스에는  00010000이  저장된다.  그리고 나아
가서  바아코오드(96)를  바아코오드리이더(4)로  문지르면  입력장치(1)는  마이크로  컴퓨우터  MC에 처
리코오드 OC.O8을 전송한다.

이  처리코오드  OC.O8은  80원을  표시하는  것이  인스트락션데코오더(80)에서  해독되면  제어장치(81)는 
데시말  변환장치(84)에  제어신호를  출력한다.  따라서  데시말변환장치(84)는  데시말코오드8로 변환하
기  때문에  RAM(83)의  지정애드레스의  하위  4빗트에  8이  가산되서  00011000으로  1바이트로  기억한다. 
또한  판매가격을  설정하는  판매칼럼의  지정은  바아코오드에  한하지  않고  자동판매기에  구비되있는 
상품의  선택스위치로도  가능하다.  이  경우에  선택스위치로  지정되는  판매컬럼의  가격설정임을 표시
하는  바아코오드(77)가  제12도  및  제15도의  바아시이트(70)(90)에는  준비되  있다.  제16도는 선택스
위치의  조작에  의해서  판매컬럼을  지정해서  판매가격을  설정하는  경우의  마이크로컴퓨우터  MC의   동
작을 설명하는 기능블록도이다.

먼저,  바아코오드리이더(4)에  의해서  바아코오드(77)를  문지르면  입력장치(1)는  마이크로컴퓨우터 
MC에  처리코오드  OA.O1을  전송한다.  그리고  인스트락션데코오더(80)는  선택스위치로  지정되는 판매
컬럼의  가격설정임을  해독하고,  제어장치(81)는  애드레스엔코오더(82)에  제어신호,  RAM(83)에 써넣
기신호를  각각  출력한다.  따라서  가격설정을  해야  할  판매컬럼에  대응하는  어느것인가의 선택스위치
(S1)(S2)~(S8 )이  조작되서  입력포오트(85)에  선택상품데이타가  입력하면  애드레스엔코오더(82)는 조

작한  선택위치에  대응하는  판매컬럼의  판매가격을  기억하는  RAM(83)의  애드레스를  지정한다.  그 후
에  제12도  혹은  제15도의  임의의  판매가격을  표시하는  바아코오드를  바아코오드리이더(4)로 문지르
고,  입력장치(1)로  부터  처리코오드가  전송되면  인스트락션데코오더(80)로  판매가격인것이  해독되서 
제어장치(81)는  데시말변환장치(84)에  제어신호를  출력한다.  따라서  데시말  변환장치(84)는 처리코
오드를 데시말코오드로 변환해서 RAM(83)로 도입해서 가격설정이 성립된다.

더우기  제12  및  제15의  바아시이트(70)(90)에는  전체의  판매컬럼을  동일한  판매가격설정으로 설정하
는  경우의  마이크로컴퓨우터  MC의  동작을  설명하는  기능블록도이다.  먼저  바아코오드리이더(4)로 바
아코오드(78)를  문지르면  입력장치(1)는  마이크로  컴퓨우터MC로  처리코오드OB.23을  전송한다. 그리
고  인스트락션  데코오더(80)가  전체의  판매컬럼의  동일한  판매가격설정인  것을  해독하면 제어장치
(81)는  사전에  설정되  있는  판매컬럼수를  도임함과  동시에  RAM(83)에  써넣기  신호를  출력한다.  또한 
제어장치(81)는  제어데이타를  애드레스엔코오다(82)에  출력하고  애드레스엔코오더(82)는  당해 제어

데이타에 입각해서 먼저 판매컬럼NO1의 판매가격을 기억하는 RAM(83)의 애드레스를 지정한다.

그리고  제12도  혹은  제15도의  임의의  판매가격을  표시하는  바아코오드를  바아코오드리이더(4)로 문
지르고  입력장치가  처리코오드를  전송하면  인스트락션데코오더(80)로  독해되서  제어장치로  부터 제
어신호가  입력하고  데시말변환장치(84)는  처리코오드를  데시말코오드로  변환해서  RAM(84)에 도입한
다.  이어서  제어장치(81)는  판매컬럼NO2에  관계하는  제어데이타를  애스레스엔코오더(82)에  출력해서 
RAM(83)의  다음의  애드레스를  지정하고  데시말변환장치(84)는  같은  데시말코오드를  RAM(83)에 도입
한다.  제어장치(81)는  이와  같은  작용을  판매컬럼수에  상응해서  반복해서  전판  매컬럼이 동일가격으
로 설정된다.

제18도는  매상집계의  관한  동작명령을  표시하는  바아시이트(700)를  표시하고  있으며,  매상집계의 동
작명령에는  매상금액  표시명령.  컬럼별  매상금액표시명령.  컬럼별매상개수표시명령이  있다.  그리고 
바아코오드(100)는  타이틀표시부(101)와  동작명령내용을  바아코오드로  표현하는 바아코오드표시부
(102)와  이  바아코오드표시부에  대응해서  그  바아코오드의  정보내용을  직시판독할  수  있도록  문자로 
표시한  직시판독표시부(103)로서  형성된다.  이  경우에는  직시판독표시부(103)는  파형정형회로(6)의 
출력이  바아코오드의  스페이스와  대체로  동일한  출력이  얻어지는  색으로  기재되  있다.  자동판매기가 
상품을  판매할  때마다  마이크로컴퓨우터  MC는  내부의  메머리에  매상금액  매상개수.  판매한컬럼의 매
상금액  및  판매한  컬럼의  매상개수를  가산  계수하지만  바아코오드리이더(4)로  소정의  동작명령을 표
시하는  바아코오드가  문지러져서  처리코오드가  입력장치(1)로부터  전송되면  마이크로컴퓨우터MC는 

눈금으로부터 지정된 계수데이타를 읽어내서 표시기(41)에 표시한다.

제18도의  바아코오드(104)는  처리코오드에서  OA.O6을  표시해서,  이것은  매상금액표시동작을 명령하
고  있으며,  마이크로컴퓨우터  MC는  처리코오드OA.O6의  입력에  의해서  메모리에  저장하고  있는 매상
합계금액  데이타를  읽어내서  표시기(41)에  표시한다.  그리고  바아코오드(105)는  처리코오드로 OA.O9
를  표현해서  매상개수표시동작을  명령하고  있으며  마이크로  컴퓨우터  MC는  처리코오드OA.O9의 입력
에 의해서 메머리에 저장하고 매상합계개수 데이타를 읽어내서 표시기(41)에 표시한다.

또한  바아코오드(106)는  처리코오드로  OA.O8을  표시해서  이것은  컬럼별매상금액표시동작을  명령하고 
있으며, 이 처리코오드가 입력하면 마이크로 컴퓨우터 MC는 다음에 조작되는 선택스위치
(S1)(S2)~(S8 )에  대응하는  컬럼의  매상금액데이타를  메머리에서  읽어내서  표시기(41)에  표시한다. 나

아가서  바아코오드(107)는  처리코오드로  OA.O9를  표시해서  이것은  컬럼별  매상개수표시동작을 명령
하고 있으며 이 처리코오드가 입력하면 마이크로 컴퓨우터 MC는 다음에 조작되는 선택스위치
(S1)(S2)~(S8)에 대응하는 컬럼의 매상개수데이타를 메머리에서 읽어내서 표시기(41)에 표시한다.

제19도는  판매가격이외의  다른  설정정보를  표시하는  바아시이트(110)을  표시하고  있다.  하고싶은 조
건에  대응한  바아코오드위를  바아코오드리이더(4)로  문지르면  전술한  기억부에  그  조건이  기억되고, 
그 조건에 입각한 동작이 이루어진다.

예를  들면  항목(111)으로  말티벤드의  개수제한을  2개로  하도록  바아코오드(117)을  문지르면 마이크
로컴퓨우터  MC에는  처리코오드  OD.02가  도입되고  이  코오드의  입력에  의해서  마이크로컴퓨우터  MC는 
말티벤드의  제한개수  [2]를  메모리에  써넣는다.  말티벤드는  상품판매후의  잔액이  아직도  상품의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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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가격이상인  동안에는  재차의  상품선택스위치  조작으로  계속해서  상품의  판매동작을  가능케  하는 
것이다.  그리고  복수의  상품으로  자동판매기의  상품취출구(43)가  막히는  것을  고려해서 상품취출구
(43) 및 상품의 크기에 상응해서 말티벤드의 제한개수를 설정하는 것이다.

제한개수를  두개로  설정했을  경우에  두개째의  상품판매후의  잔액이  아직  상품의 판매가격이상일지라
도 자동판매기는 이 잔액을 거스름돈으로 불출해서 세개이상의 한 묶음 매입을 금지한다.

또한  바아코오드에서는  표시하고  있지  않지만  제8-도에  표시하는  처리코오드  DD.OO를  입력함으로서 
한  묶음  매상개수를  무제한으로  설정할  수가  있다.  항목(112)에  있어서  환전을  할수  있도록 설정하
겠금  바아코오드(118)를  문지르면  처리코오드  OD.OQ가  생기고  이  코오드의  입력에  의해서 마이크로
컴퓨우터MC는  환전설정임을  메모리에  저장한다.  자동판매기는  이와같은  환전설정에  의해서 자동판매
에  ₩500이  투입되서  이후에  반환레버(45)가  조작되면은  반환스위치(50)가  0N이  되서  다섯개의 ₩100
을  거스름돈  불출구(42)에  불출하는  것이다.  항목(113)에서 컬럼N1 과 컬럼N2 와를  교대로  판매하겠금 

설정하도록  바아코오드(119)를  문지르면  처리코오드  OG.O1가  생기고  이  코오드의  입력에  의해서 마
이크로컴퓨우터 MC는 컬럼N1, N2가 교대판매인 것을 메머리에 저장한다.

컬럼N2 , N2 를  교대판매로  설정했을  경우에는  두  컬럼  다같이  동일한  상품을  수납하고,  두  커럼에 대

응하는  각각의 선택스위치(S1)(S2 )의  어느것인가가  조작될때마다  두  컬럼에서  순차적으로  교대포 상

품이  균등하게  판매되  간다.  그리고  컬럼 N1 , N2 의  교대판매를  해제하는  데에는  바아코오드(120)를 

문지르고  처리코오드  DG.OO를  마이크로컴퓨우터  MC로  도입하는  것으로서  메로리에  기억할  컬럼 N2 , 

N2의 교대판매의 설정이 일소된다.

항목에서  판매가격표시를  실시하겠금  설정하도록  바아코오드(121)를  문지르면  처리코오드  OH.O3이 
생기고,  이  코오드의  입력에  의해서  마이크로  컴퓨우터MC는  판매가격의  표시설정임을  메머리에 저장
한다.  이와같은  판매가격의  표시설정에  의해서  마이크로  컴퓨우터MC는  화폐가  투입되  있지  않는 상
태에서,  즉  투입금액계수가  ₩0의  상태에서 선택스위치(S1)(S2)~(S8 )가  조작되면  당해선택스위치에 대

응하는  컬럼의  설정판매가격을  메머리에서  읽어내서  표시기(41)에  표시한다.  그리고  판매가격표시의 
설정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바아코오드(122)를  문지르고  처리코오드  OH.O2를  마이크로컴퓨우터  MC에 
도입한다.

본  발명에  의한  제19도의  바아시이트(110)에는  각  항목(111)(112)(113)(114)에  있어서  표준의  설정 
정보를  표시하는  일련의  바아코오드(117)(123)(120)(124)(125)(126)(127)(122)를  조합한 특정설정정
보를  설정하고  있다.  즉  자동판매기로서  표준적인  동작이  실시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일일이  전술한 
각  항목  (111)(112)(113)(114)의  각  조건중의  하나를  설정하는  것은  번거럽기  때문에  편리하도록 표
준설정이라는  문자표시(117)와  이  조건을  만족시킨  바아코오드표시부(118)와  더우기  이  표준설정이 
각  항목의  어느  조건설정인가를  명시하도록  각  항목(111)(112)(113)(114)의  각각  하나의  조건을 흑
색화살표에  의해서  특정표시하고  있다.  따라서  표준설정의  바아코오드(118)을 바아코오드리이더(4)
로  문지르면  마이크로컴퓨우터MC에는  입력장치(1)로  부터  처리코오드  O1.OG가  도입되고  한몫사기는 
두개까지,  환전은  않한다.  전체의  판매컬럼사이에서  교대판매는  하지  않는다.  설정가격은  표시하지 
않는다는 각 조건을 마이크로컴퓨우터 MC는 메머리에 저장한다.

본  발명에  있어서는  이들  조건설정에  한정되지  않고  기타의  조건을  포함해서  또는  전혀  별개로  해서 
복수의  조건을  묶어서  특정조건을  결정해  두고  이들  일련의  조건을  단일의  바아코오드로  표시하는 
것이라도  좋다.  또한  타이틀은  [표준설정]이라는  표시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그  특정조건에 합치
한 적당한 표시로 하면 좋다.

이와같이  해서  각  항목  (111)(112)(113)(114)마다에  설정한  정보에  여러가지의  환인동작명령을 부여
함으로서 표시기(41)에 표시된다.

즉,  바아코오드에서는  표시하고  있지  않지만  제6a도에  의하면  처리코오드  OA.OD를  마이크로컴퓨우터 
MC는 메머리에 저장하고 있는 말티벤드의 제한개수를 읽어내서 표시기(41)에 표시한다.

또한  싱글밴드의  경우에는  표시기(41)에는  [1]이  표시된다.  또  처리코오드  OA.O3를 마이크로컴퓨우
터  MC에  도입하면  마이크로컴퓨우터  MC는  메머리에  저장하고  있는  환전의  유무에  데이타에  입각해서 
환전할  경우에[1],  화저하지  않을  경우에  [0]을  표시기(41)에  표시한다.  그리고  처리코오드  OA.O5를 
마이크로컴퓨우터  MC도입하면  마이크로컴퓨우터MC에  도입하면  마이크로컴퓨우터  MC는  메머리에 저장
하고 있는 

선택스위치(S1)(S2)~(Sn )에  조직에  의한  설정가격표시의  유무의  데이타에  입각해서  표시할  경우에 

[1],  표시하지  않을  경우에  [0]을  표시기(41)에  표시한다.  따라서  이와같은  처리코오드를 바아코오
드에 의해서 마이크로컴퓨우터 MC에 부여함으로서 표시기(41)를 보면서 설정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또  제6a도~제6d도  걸쳐서  표시하는  각  처리코오드  OF.OO,  OF.O1~OF.OV는  각각  컬럼 N1 부터  컬럼 N032

까지에  대응하고있고,  그  컬럼의  벤드  데스트의  동작명령을  표시하고  있다.  제6a도에  표시하는 처리
코오드  O1.O1은  화폐를  투여하지  않더라도 선택스위치(S1)(S2)~(S8 )을  조작할뿐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소위  프리이벤드상태로의  설정정보를  표시하고  있고,  또한  처리코오드  O1.OO는 프리이벤드상태해제
로의  설정정보를  표시하고  있다.  제6b도에  표시하는  처리코오드  OH.OG,  OH.OH,  OH.OI은 매상금액일
소, 매상개수일소, 매상금액 및 매상개수의 전부일소의 동작명령을 표시하고 있다.

상술한  동작명령  및  설정정보는  한  예이고,  각종자동판매기의  형태에  상응해서  여러가지  동작명령 
및  설정정보가  있다.  예를  들면  음료를  컵에  주출해서  판매하는  Cup  Leeuerage  Vender  있어서 음료
의  판매량은  공급  전자변의  동작시간에  의해서  결정되지만  이  동작시간의  타이머데이타를 설정정보
로  해서  입력하는  일도  가능하다.  그리고  처리회로(7)의  마이크로컴퓨우터(19)는  자동판매기의 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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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로(2)인 마이크로 컴퓨우터 MC에 의해서 대용시키는 것도 가능하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의하면  동작명령  및  설정정보를  표시하는  바아코오드를  인쇄한  시이트와  바아코오드의 패
턴을  전기신호로  변환하는  바아코오드리이더로  입력부를  구성하기  때문에  소형화된  입력장치를 제공
할  수  있다.  그리고  디지탈  신호변환수단  및  코오드변환수단은  자동판매기의  제어회로에  내장하는 
것으로서  입력부와  제어회로는  바아코오드리이더의  리이드선만으로  접속할  수  있고,  입력용의  신호 
하아네스가  종래의  키이보오드방식과  비교해서  대폭으로  삭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또 바아시이
트에  인쇄한  바아코오드를  바아코오드리이더로  문지르는  것만으로  동작명령  및  설정정보가  입력되기 
때문에  바아시이트를  변환하는  것만으로  동작명령과  설정정보를  변경혹은  추가할  수  가  있다. 그리
고  바아시이트는  바아코오드표시부의  근방에  직시  판독할  수  있는  문자,  수자등으로  표시한 직시판
독 표시부를 설치했기 때문에 설정이 용이하게 된다.

더구나  직시판독표시부를  바아코오드의  스페이스와  대체로  동일한  검출출력을  얻을  수  있는  색으로 
기재하기  때문에  직시판독표시부를  바아코오드리이더로  문질러도  잘못된  동작으  야기하는  일이 
없다.  또한  바아시이트는  각종  설정정보의  표준설정을  일괄해서  특정설정정보로서  하나의 바아코오
드로  표시하고  이  바아코오드에  의해서  복수의  설정정보를  표준설정  으로  각각  자동적으로  설정하기 
때문에 표준설정의 경우에는 설정의 한층더 쉽게 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자동판매기에  대한  동작명령  및  자동판매동작을  달성하는데  있어서의  필요한  설정정보를  소정의 바
아코오드로  인쇄한  바아시이트와  당해  바아코오드의  바아  및  스페이스  배열에  따라서  수동에  의해서 
이동시키는  동시에  이동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바아  혹은  스페이스에  빛을  조사하는  발광소자  및 당
해  발광소자로부터의  빛의  반사량을  검출해서  바아코오드의  패터언에  상응한  전기신호를  출력하는 
광전변환  소자와를  구비한  핸드스캐너형의  바아코오드리이더와  전술한  광전  변환소자로부터의 신호
를  디지탈  신호로  변환하는  수단과,  당해  디지탈신호가  표시하는  전술한  동작명령  및  전술한  설정 
정보를 자동판매기가 인식가능한 코오드로 변환하는 수단으로서 형성되는 자동판매기의 입력장치.

청구항 2 

청구범위의  제1항에  있어서  전술한  바이시이트는  전술한  동작명령  및  설정정보의  적어도  어느쪽인가 
한  쪽의  정보를  복수의  흑색바아코오드놔  이  바아의  사이의  스페이스로서  표시한 바아코오드표시부
와  직시판독할  수  있는  문자,  수자등  적당한  표시를  전술한  바아코오드  표시부의  근방에  기재된 직
시판독표시부하고를  비치하고  전술한  직시판독표시부는  전술한  바아코오드  리이더에  의해서 바아코
오드의  스페이스와  대체로  동일한  검출출력을  얻을  수  있는  색으로  기재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동
판매기의 입력장치.

청구항 3 

청구범위의  제1항에서  전술한  설정정보는  복수가  있고  전술한  바아시이트는  여러가지의  설정정보를 
개별로  설정할  수  있도록  각설정정보  마다에  바아코오드표시한  부분과  전술한  각설정정보중의 몇갠
가의  설정정보를  조합한  특정설정정보의  설정용으로서  각설정정보마다의  바아코오드표시  부분하고는 
별도로  전술한  특정설정정보를  일광해서  한개의  바아코오드로  표시한  부분하고를  가짐으로서 구성되
는 자동판매기의 입력장치.

청구항 4 

자동판매기에  설정하는  판매가격을  소정의  바아코오드로  인쇄한  바아시이트와  당해  바아코오드의 바
아  및  스페이스의  배열에  따라서  수동에  의해서  이동시키는  동시에  이동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바아 
혹은  스페이스에  빛을  조사하는  발광소자  및  당해  발광소자로부터의  빛의  반사량을  검출해서 바아코
오드의  패터언에  상응한  전기신호를  출력하는  광전변환소자하고를  구비한  핸드스캐너형의 바아코오
드리이더와  전술한  광전변환소자로부터의  신호를  디지탈신호로  변환하는  수단과,  당해  디지탈신호가 
표시하는  판매가격을  자동판매기가  인식가능한  코오드로  변환하는  수단과,  가격설정하는  컬럼을 지
정하는 수단으로서 구성되는 자동판매기의 입력장치.

청구항 5 

청구범위의  제4항에  있어서  전술한  바아시이트에는  판매가격과  함께  판매컬럼번호  정보가  소정의 바
아코오드로  인쇄되  있고,  당해  판매컬럼번호정보를  표시하는  바아코오드로  가격설정하는  판매컬럼을 
지정하는 것을 특징으로한 자동판매기의 입력장치.

청구항 6 

청구범위의  제4항에  있어서  전술한  바아시이트는  판매가격의  설정을  의미하는  타이틀표시부와 물품
수납컬럼을  각각  직시판별  할  수  있도록  표시한  컬럼표시부와  이  컬럼표시에  대응해서  설치되고 대
응한  컬럼을  의미  하도록  바아코오드로  표시된  컬럼바아코오드부와  판매가격의  자리수자에  대응한 
금액을  각각  직시판별할  수  있는  수자표시로  표현한  금액표시부와  이  금액표시에  대응해서  설치되고 
대응한  금액을  의미하도록  바아코오드로  표시된  금액바아코오드  표시부하고를  비치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동판매기의 입력장치.

청구항 7 

청구범위의  제4항에  있어서,  전술한  바아시이트는  판매가격의  설정을  의미하는  타이틀  표시부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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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수납  컬럼의  표시를  각각  직시판별  할  수  있도록  표시한  컬럼표시부와  이  컬럼표시에  대응해서 설
치되고  대응한  컬럼을  의미하도록  바아코오드로  표시된  컬럼바아코오드  표시부와  판매가격의  종류를 
각각  직시판별할  수  있는  수자표시로  표시한  판매가격표시부와  이  판매  가격표시에  대응해서 설치되
고  대응한  판매가격을  의미하도록  바아코오드로  표시된  판매가격바아코오드  표시부하고  를  비치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동판매기의 입력장치.

청구항 8 

청구범위의  제4항에  있어서  가격설정하는  판매컬럼은  판매시에  손님이  조작하는  상품선택스위치로 
지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 자동판매기의 입력장치.

청구항 9 

자동판매기의  각  컬럼을  전부  동일판매가격으로  설정하는  것을  표시하는  바아코오드  및  설정하는 판
매가격을  표시하는  바아코오드를  인쇄한  바아시이트와  당해  바아코오드의  바아  및  스페이스의 배열
에  따라서  수동에  의해서  이동시키는  동시에  이동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바아  혹은  스페이스에  빛을 
조사하는  발광소자  및  당해  발광소자로  부터의  빛의  반사량을  검출해서  바아코오드의  패터언에 상응
한  전기  신호를  출력하는  관전변환소자하고를  구비한  핸드스캐너형의  바아코오드리이더와  전술한 광
전변화소자로  부터의  신호를  디지탈신호를  변환하는  수단과,  당해  디지탈  신호가  표시하는  내용을 
자동판매기가 인식가능한 코오드로 변화하는 수단으로서 구성되는 자동판매기의 입력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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