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인치 대화면 사용자 디스플레이

ONE STOP

무게재고
결제하고

저울과 POS 기능의 결합

복합 전자결제 가능 

www.cas.co.kr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더 많은 제품을 보실 수 있습니다.

CT81POS Scale
All-IN-ONE TOUCH POS SCALE
CT81는 CAS의 유통형 전자저울과 저울전용 포스시스템이 결합된 신개념 제품입니다. 

원하는 상품의 무게측정을 통해 가격을 계산하고 이를 주문하여 결제까지 한번에 해결하는 

원스탑 솔루션입니다.

저울과 POS 기능의 결합

15인치 대화면 사용자 디스플레이

다양한 자동이력관리 기능

중량재고 품목별 관리 기능



15인치 대화면 TFT LCD 디스플레이를 통해 

선명하고 다양한 컨텐츠를 표시하며 스캔기능을 

통해 원하는 상품의 주문이 가능합니다.

복합 전자결제 가능 15" 대화면 터치 디스플레이

다양한 형태의 바코드라벨 출력

네트워크를 이용한 자동 이력관리 시스템

CT81POS Scale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시스템과 연계되어 간단한 개체번호 입력만으로 

소고기, 돼지고기 이력관리가 가능하며, 

라벨지에 다양한 정보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개체식별번호

OO도축장

www.oooomeat.net

가공(포장)년 월 일 ㅣ유효 년 월 일 ㅣ100g당(원)  ㅣ중량(kg)  

신용카드 결제, 현금 결제, 포인트 결제 등의 

복합적인 전자결제가 가능합니다.

2개 이상의 카스 저울을 POS System과 

연동 가능하여 매장의 상황에 맞게 사용 

가능합니다. 

기본 라벨 포멧과 다양한 바코드 설정이 

가능하며 프로그램을 통해 자유롭게 

디자인이 가능합니다.

Multi-Platform POS 연동가능

150kg Tray (Option)

Scanner (Option)

CT81는 유통형 전자저울과 POS 시스템이 결합된 신개념 제품으로 

원하는 상품의 무게측정과 동시에 결제가 가능한 솔루션입니다.

저울과 POS 기능의 결합

Label Printer (Option)

Receipt Printer (Option)



ROUTER

POS SYSTEM

유무선 혼용 네트워크 설계

ROUTER

POS SYSTEM

다:다 무선 네트워크

여러대의 POS 저울의 판매데이터를 네트워크를 통해 한번에 관리가 가능합니다.

네트워크를 통한 데이터 관리 

저울 중량판매 이외의 공산품 판매도 병행이 가능하며, 유해상품의 경우 

차단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판매 기능

편리한 회원관리 시스템을 통해 등록된 

회원들의 포인트 및 사용내역 등을 쉽고 

빠르게 조회할 수 있으며 SMS 발송도 

가능합니다.

고객관리 시스템

다양한 관리 프로그램

제품에 내장된 프로그램 외에 웹 

프로그램과 스마트폰 앱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매출과 상품 관리가 

가능합니다.

선명한 컬러 LCD Display를 통해 

고객이 직접 무게 및 결제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기능 

동일한 고객의 한달동안 누적된 

매출을 손쉽게 전자세금계산서로 

발행이 가능합니다.

판매현황/결제변경 관리기능 

현재 판매와 이전 판매 내용현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손쉬운 

결제변경 기능을 통해 결제내역 변경이 

가능합니다.

All-IN-ONE TOUCH POS SCALE

고해상도 고객용 터치 디스플레이



제품사양

Model CT81

Scale
Capacity (kg) 3/6 kg 6/15 kg 15/30 kg

Interval (g) 1/2 g 2/5 g 5/10 g

POS

ZOAPOS 
Z-100(W) 
Main pos

CPU Intel® bridge Celeron 1037U (2MB Cache, 1.86 GHz, Cedarview-D)

Chipset  Intel® NM70

Memory DDR3-1066MHz SODIMM 2GB (MAX. 4GB)

Storage SATA 2 (3Gb/s) 2.5 inch SSD 120GB

Graphic  Integrated Intel GMA HD 3650

Display
Display 15” LED Backlight TFT-LCD (1024 x 768 resolution)

Touch screen 4-wired Resistive Touch (감압식 터치스크린)

External I/O

USB Rear 2 (USB 2.0 x 2 ports), Side 2 (USB 2.0 x 2 ports)

PS/2 1 Port (reserved for Keyboard & Mouse)

Serial port COM 1 ~ 3 with 5V/12V power output on 9pin / COM 5 ~ 6 with 5V/12V power output on RJ45 8pin

LAN Realtek RTL 8111E Ethernet Controller

Audio  Realtek ALC 662 / Line-out, Mic-in

Display port VGA x 1 port

본사 :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그루고개로 262 T. 031 820 1100

서울사무소 :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315(성내동) 카스빌딩  T. 02 2225 3500   F. 02 475 4668/9

지방지사/점

부산 l 051 313 3626    대구 l 053 356 7111   인천 l 032 434 0281   광주 l 062 363 0262   대전 l 042 672 1016   

전주 l 063 211 4661   창원 l 055 255 4371   울산 l 052 267 3626   여수 l 061 691 0262   수원 l 031 8015 4295 

천안 l 041 621 1015   구미 l 054 476 6353   충주 l 043 841 7878   마장 l 02 2281 8454   구로 l 02 6679 5567

www.cas.co.kr

CT81POS Scale All-IN-ONE TOUCH POS SCALE

* 제품 이미지는 실물과 다를 수 있으며,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사용환경 l 육가공 / 정육점 / 정육식당 / 야채 / 청과 / 수산시장 / 제과점 / 아이스크림 매장 / 다양한 유형의 유통매장

옵션 l 영수증 프린터 / 라벨프린터 / 스캐너 / 금전함 / 150kg Tray

1566-66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