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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6MHz RFID READER RSH-FI010T

● 안전을 위한 주의 사항

    제품을 안전하고 올바르게 사용하여 사고나 위험을 미리 막기 위한 것이므로 반드시 
    지켜주세요.
    사용 전에 다음의 주의하항을 잘 읽어보신 후 정확히 사용하세요.

   ▣ 설치할때
    
     ◎ 불안정한 곳에 설치하지 마세요.
         -. Reader가 떨어져 파손되거나,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상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 온도가 높거나 습기가 있는 장소에서는 사용하지 마세요.
         -. 외관 변형 및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직사광선이 직접 닿는 곳에 설치하지 마세요.

   ▣ 동작중에

     ◎ 동작중에 외부에서 충격을 주거나 떨어뜨리지 마세요.
         -.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상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 폭발 위험 지역에서는 사용하지 마세요.

   ▣ 기타

     ◎ 제품 내부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세요.

     ◎ 수리 기술자 이외에는 절대로 분해, 수리, 개조하지 마세요.
         -. 수리할 필요가 있을 때는 반드시 서비스센터로 연락하세요.

● 구성품 확인

   ▣ RFID READER SET (기본 구성품)

Introduction

HF RFID READER 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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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6MHz RFID READER RSH-FI010T

● 제품 소개

   ▣ HF RFID Reader

     ◎ 본 제품은 13.56Mhz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는 HF RFID Reader로서,
         제품, 동물, 사람 등에 부착된 Tag의 정보를 비접촉으로 인식하여
         Tag에 기록된 정보를 판독하거나 기록하는 기기이다.

   ▣ HF RFID Reader 특징

     ◎ Protocol 지원 : ISO14443 Type A/B (30mm ~ 40mm)
                              ISO15693 (50mm ~ 70mm)

     ◎ Compact Size 및 경량화 : 120 * 78 * 28.5mm (H*W*D), 약 150g

     ◎ 내장형 안테나.

     ◎ 별도전원 없이 USB전원으로 동작.

     ◎ Anti-Collision.

     ◎ USB 통신 지원.

     ◎ Firmware Upgrade 지원 : USB 포트로 가능.

     ◎ KCC인증 (인증번호 : RFE-RSH-FI010T)

   ▣ HF RFID Reader 각부의 명칭

USB A/B-CABLE TAG(ISO 15693)-2EA

① 4LED : READY, PROCESS, COMPLETE,       

FAULT 상태 표시.

② DC-JACK 전원 : 전원 입력. (미사용)

③ RS-232 포트 : Serial interface. (미사용)

④ USB 포트 : 전원, Interface, 

Firmware Upg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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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6MHz RFID READER RSH-FI010T

● USB Driver 설치 방법.

    > S/W CD에서 그림과 같이 USB 드라이버 아이콘을 선택한다.

    >그림과 같이 "1"을 선택한다.

    >그림과 같이 "1"을 선택하면 "2"가 활성화 되며, "2"를 선택하여 진행한다.

Installation Guide

1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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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6MHz RFID READER RSH-FI010T

    >그림과 같이 "1"을 선택한다.
      (설치 폴더 변경시에는 "Browse…"에서 변경 후 "1"선택)

    >그림과 같이 "1"을 선택한다.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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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6MHz RFID READER RSH-FI010T

    >그림과 같이 "Finish"를 선택하면 설치가 완료된다.

`

    >제어판 - 시스템 - 하드웨어 - 장치관리자 - 포트(COM 및 LPT)
      Reader를 연결하면 그림과 같이 포트가 생성된다.
      (포트번호는 설치PC별로 다를 수 있다.)
       *Reader 연결시에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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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6MHz RFID READER RSH-FI010T

● GUI Software 설치 방법.

    > S/W CD에서 그림과 같이 "HF RFID Reader Gul" 설치 아이콘을 선택한다.

    >그림과 같이 "다음"을 선택한다.

    >그림과 같이 "설치시작"을 선택하여 설치를 진행한다.

    >그림과 같이 "확인"을 선택하여 설치를 완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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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6MHz RFID READER RSH-FI010T

    >설치를 완료하면 그림과 같이 GUI 아이콘이 생성된다.

    >GUI 아이콘을 선택하면 그림과 같이 GUI 프로그램이 실행된다.

● Downloader Software 설치 방법.

1.포트: USB Driver 설치시 생성된

포트를 설정한다.

2.속도: 115200을 설정한다.

3. "Connect" 아이콘을 선택한다.

4. Reader와 연결 성공 시 그림과 같이

"연결성공"이란 메시지가 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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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6MHz RFID READER RSH-FI010T

      *Frimware Upgrade시 사용.

    > S/W CD에서 그림과 같이 "Downloader"설치 아이콘을 선택한다.

    >그림과 같이 "다음"을 선택한다.     >그림과 같이 "설치시작"을 선택한다.

    >그림과 같이 "확인"을 선택한다.     >그림과 같이 아이콘이 생성된다.

    >Downloader 아이콘을 선택하면 그림과 같이 Downloader 프로그램이 실행된다.
      (Frimware Upgrade시 사용 한다.)

GUI Software 사용 Guide

1. 포트: USB Driver 설치시 생성된 포트를 설정한다.

2. 속도: 115200을 설정한다.

3. "연결" 아이콘을 선택한다.

4. "HEX 열기" 아이콘을 선택 후 다운로드 받을 파일이

있는 경로를 찾아 HEX파일을 선택한다.

5. "다운로드" 아이콘을 선택하여 Firmware Upgrade를

진행한다.

10/17



13.56MHz RFID READER RSH-FI010T

● 화면구성

    > ① 포트와 속도를 설정하여 리더기와 통신을 연결/해제 할 수 있다.

    > ② RF를 ON/OFF, Buzzer를 ON/OFF한다.

    > ③ 모든 TAG를 체크한다.

    > ④ ⑦의 로그내용을 지운다.

    > ⑤ Type A, Type B, 15693 태그의 이벤트가 이루어진다.

    > ⑥ 각 텝의 버튼 이벤트 결과를 출력한다.

    > ⑦ 각 텝의 버튼 이벤트의 송/수신 결과를 출력한다.

● 통신연결

GUI Software 사용 Guide

1 2 3 4

5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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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6MHz RFID READER RSH-FI010T

● RF/RF Power/Buzzer 설정

● All Tag Check

● Log Clear

● Type A

버튼

 "Port"와 "Baud"를 설정하고 리더기와 연결 한다.

 (단, COM Port는 컴퓨터 설정에 따라 다를 수 있음.)

Disconnect  리더기와 연결이 해제된다.

설명

Connect

버튼

 버튼을 누르면 리더기의 RF출력을 "On"하고

 버튼은 "RF Off"로 바뀐다.

 버튼을 누르면 리더기의 RF Power를 "Full"로 하고

 버튼은 "RF Power Half"로 바뀐다.

 버튼을 누르면 리더기의 Buzzer를 "On"하고

 버튼은 "Buzzer Off"로 바뀐다.

설명

RF On

RF Power Full

Buzzer On

버튼

 버튼을 누르면 리더기의 RF출력을 "Off"하고

 버튼은 "RF On"으로 바뀐다.

 버튼을 누르면 리더기의 RF Power를 "Falf"로 하고

 버튼은 "RF Power Full"로 바뀐다.

 버튼을 누르면 리더기의 Buzzer를 "Off"하고

 버튼은 "Buzzer On"으로 바뀐다.

RF Power Falf

Buzzer Off

설명

RF Off

버튼

All Tag Check  모든 Tag를 체크한다.

설명

버튼

Log Clear  화면 하단의 Log창을 Clear 한다.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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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6MHz RFID READER RSH-FI010T

   -. ATQA : Answer to Request, Type A

                  Request 버튼을 누르면 요청한 명령의 응답을 ATQA에 출력한다.

   -. UID : Unique Identifier, Type A

               Anticollision 버튼을 누르면 카드의 UID를 출력한다.

● Type B

버튼

Request  Type A 카드를 Ready 상태가 되도록 하는 명령

Anticollision  여러장의 Type A 카드를 충돌방지 하는 명령

Select  Type A 카드를 Active 상태가 되도록 하는 명령

RAST (Request for

Answer To Select)

HALT  Type A 카드의 Anticollision을 위해 대기상태가 되도록 하는 명령

Handle  위의 명령을 한번에 처리하는 명령

Continuous Read On/Off  Handle 명령을 Off할 때 가지 무한 반복하는 명령

Combo  사용자가 원하는 명령만 한번에 처리 할 수 있는 명령

 Select 명령을 받는 Type A 카드가 있는지 확인하는  명령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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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6MHz RFID READER RSH-FI010T

   -. UID : Unique Identifier, Type B

               Anticollision 버튼을 누르면 카드의 UID를 출력한다.

● 15693

버튼

Request  Type B 카드를 Ready 상태가 되도록 하는 명령

Attrib  Type B 카드를 active 상태가 되도록 하는 명령

HALT  Type B 카드의 Anticollision을 위해 대기상태가 되도록 하는 명령

Handle  위의 명령을 한번에 처리하는 명령

Continuous Read On/Off  Handle 명령을 Off할 때 가지 무한 반복하는 명령

Combo  사용자가 원하는 명령만 한번에 처리 할 수 있는 명령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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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6MHz RFID READER RSH-FI010T

   -. 1 Slot Mode : 태그를 한장만 읽는다.

   -. 16 Slot Mode : 태그를 여러장 읽는다.

   -. UID : Inventort버튼을 누르면 UID를 출력한다.

   -. 1ST No.Block : Read Single Block, Write Single Block의 읽거나 쓰고자하는 Block의
                              Block의 번지를 입력한다. Read Multiple Block, Write Multiple Block의
                              읽거나 쓰고자하는 Block의 번지를 입력한다.

   -. No. Of Block : Read Multiple Block, Write Multiple Block의 익거나 쓰고자하는 Block의
                              개수를 입력한다.

   -. Data : 태그의 Block을 읽거나 쓴다.

Specifications

버튼

Inventory  15693태그를 Ready 상태가 되도록 하는 명령

Stay Quiet  15693태그의 Anticollision을 위해 대기상태가 되도록 하는 명령

Read Single Block  하나의 Block을 읽는 명령

Write Single Block  하나의 Block을 쓰는 명령

 Block을 쓰기 명령을 제한하는 명령

  (Lock Block시 해당 Block은 사용 할 수 없음)

Read Multiple Block  여러 Block을 읽는 명령

Write Multiple Block  여러 Block을 쓰는 명령

Select  15693태그를 Active 상태가 되도록 하는 명령

Reset To Ready  Stay Quiet 후에 태그를 다시 Ready 상태가 되도록 하는 명령

Anticollision  15693태그를 충동바지 하여 여러장의 태그를 읽는 명령

Combo  사용자가 원하는 명령만 한번에 처리 할 수 있는 명령

Continuous Read On/Off  Handle 명령을 Off할 때 가지 무한 반복하는 명령

설명

Lock Bl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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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6MHz RFID READER RSH-FI010T

● HF RFID READER (RSH-FI010T)

고객지원

Reading Distance

ISO14443 Type-A 3~4mm

ISO14443 Type-B 3~4mm

ISO15693 5~7mm

Sound Buzzer On / Off

Antenna Internal Antenna

Weight 150g

Display
4LED (Green / Yellow / Green / Red)

(Ready / Process / Complete / Fault)

Power USB Power (5V)

미사용

Dimensions 120(H)*78(W)*28.5(D)mm

Operation
-10 ~ +50℃

Temperature

128K Byte

Frequency 13.56MHz

Upgrade Through USB Port

Ports
USB-B type

D-SUB9

Communication USB 2.0

ITEM SPECIFICATION REMARK

CPU AVR ATMEGA128L

Tag Interface

ISO14443 Type A

ISO14443 Type B

ISO15693

F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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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6MHz RFID READER RSH-FI010T

● 고장시

    >고장이 확실하다면, 우선 구입한 판매점에 연락하십시오.

      저희 RF Engine의 HF RFID Reader는 출고시 엄밀한 품질관리를 거쳐

      만일 운송도중 발생한 고장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인하여 고장이 

      발생하였을 경우, 구입하신 날로부터 보증기간 이내에는 구입한 판매점 이나

      서비스센터에 맡기시면 무상으로 수리해 드립니다.

      수리를 의뢰하실 때에는 반드시 구매영수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피해에 대한 보상 및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대표전화 (02-597-9380)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 무상 보증기간 : 구입일로 부터 1년

      * 소비자의 취급 부주의 또는 함부로 수리 개조하여 고장 발생시는 보증기간

         내라도 무상 서비스를 받을 수 없습니다.

      *품질향상을 위하여 디자인 및 제품사양은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고객지원센터

    >본사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550-1 IT캐슬 2동 809호

    >대표전화 : 02-597-9380

    >홈페이지 : http://www.rfengine.com

      종합 검사에 합격한 제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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