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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상표 
 WINDOWS는 Microsoft Corporation의 등록상표입니다. 

 CUPC는 Comfile Technology의 등록상표입니다. 

 기타 다른 상표는 해당회사의 등록상표입니다. 

 

알림 
 본 설명서의 내용은 사전 통보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제품의 기능은 성능 개선을 위하여 사전 통보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제품을 이 자료에서 설명한 용도 외에서 사용할 경우, 폐사에서는 어떠한 책임도지지 않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제품은 컴파일 테크놀로지의 고유 기술을 사용하여 개발된 제품으로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제품 

(제품에 대한 아이디어 및 설명서 및 기타 포함)의 어떠한 부분도 사전에 폐사와의 문서 동의 없이 복사되거나 변경, 재 생산할 수 

없으며 또한 다른 언어로도 번역될 수 없습니다. 

 

주의사항 
 인쇄된 설명서는 인쇄된 시점에서는 최신 버전 이지만, 인쇄된 후 시간이 경과된 뒤에 새로운 내용이 추가되거나, 기존내용이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신 버전의 설명서는 항상 인터넷 홈페이지 (www.comfile.c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제품을 사용하시다가 생긴 손해 및 손실에 대하여 저희 컴파일 테크놀로지 주식회사는 어떠한 책임도 없음을 명시하는 

바입니다. 본 사용설명서를 충분히 읽어보지 않은 상태로 본 제품을 사용하는 것으로 인해 발생된 피해에도 저희 회사에서는 

어떠한 책임도 없음을 명시합니다. 제품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본 사용설명서의 내용을 끝까지 읽으신 후 사용해 

주시길 바라며, 아래 주의 사항은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설계 시 주의 사항 

   - 외부 전원 또는 본 제품의 이상 발생시에 전체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회로를 본 제품 외부에 설치하십시오. 

   - 각종 입출력 신호 및 통신 관련 선은 고압선이나 전원선과 최소 100mm이상 떨어뜨려서 배선하십시오. 

* 배선 시 주의 사항 

   - 배선 작업 이전에 본 제품 및 외부전원이 꺼져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여 주십시오. 

   - 제품에 전원을 인가하기 전에 정격전압 및 배선상태가 맞는지 확인하여 주십시오. 

 CUPC는 복원 Tool로써 Clonix사의 WinClon을 채택하였으며, WinClon은 OS Option Package 구매 시에만 같이 제공됩니다. 

제공된 WinClon은 Run-Time License를 맺은 제품으로 오직 1대의 CUPC에만 적용되며, 불법복제 및 여러 개의 시스템에 사용 시 

법적인 불이익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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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CUPC 하드웨어 사양 

항목 
모델명 

CUPC-P70 CUPC-P80 CUPC-P90 CUPC-P100 CUPC-P120 

CPU 
AMD Geode LX800 500MHz Process. 

Support MMX, AMD 3DNOW Instruction set. 

Chipset AMD LX800 & CS5536 Companion Chip. 

BIOS Award Bios 

Display 

Chipset 

AMD LX800 Geode Integrated Graphics Controller. 

High Performance 2D Accelerator. 

VGA CRT Output Port. 

LCD 

7inch 

(800x480) 

300cd/m2 

10.2inch 

(800x480) 

350cd/m2 

10.4inch 

(1024x768) 

300 cd/m2 

15inch 

(1024x768) 

250cd/m2 

15inch 

(1024x768) 

250cd/m2 

Backlight 
White LED 

LT : >20,000hr 

White LED 

LT : >20,000hr

1Channel 

CCFL 

LT : >30,000hr

2Channel 

CCFL 

LT : >40,000hr 

2Channel 

CCFL 

LT : >40,000hr

Ethernet 
10/100 Base-T Ethernet Port. 

VIA VT6107 Ethernet Controller Chip. 

Audio 
VT1616 AC97 Codec. 

Speaker Out Port. MIC In Port. 

USB 
3 Universal Serial Bus Support. 

Support USB2.0 Host Controller 

SDCARD 1 slot Support 

Keyboard PS/2 Keyboard Port 

Mouse PS/2 Mouse Port. 

HDD Embedded FLASH Disk(4GB) , S-ATA Support. 

Serial 
4 RS232C Serial Port.(COM4 RS232 & RS485 S/W Select Port) 

One RS485 Serial Port.(AutoDirection Control Support) 

Input Power DC+12V DC+14V 

Power 

Consumption 

<12W 

(1.0A@DC12V) 

<15W 

(1.2A@DC12V)

<17W 

(1.2A@DC14V)

<22W 

(1.6A@DC14V) 

<22W 

(1.6A@DC14V)

Weight 0.67Kg 1.1Kg 1.8Kg 4.8Kg 4.5Kg 

Operating 

Temperature 
00C ~ 600C 00C ~ 600C 00C ~ 600C 00C ~ 500C 00C ~ 500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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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각부명칭 및 용도 

 

 

(1) COM1

(5) COM5(2) COM2

(4) COM4

(3) COM3

(6) COM4 Mode 
Selection S/W

(7) USBx3

(8) Ethernet

(9) Audio OUT

(10) MIC

(11) Mouse

(12) Keyboard

(13) VGA Out

(14) ATX Power S/W

(15) Power ON/OFF

(16) SDCARD

(17) RESET S/W

(18) Ext. Power S/W

(19) DC INPUT
(Adaptor)

(20) DC INPUT

  

[CUPC 각부명칭] 

 

 

 Name Description 

1 COM1 RS232C 입출력 포트 

2 COM2 RS232C 입출력 포트 

3 COM3 RS232C 입출력 포트 

4 COM4 
RS232C/RS485 입출력 포트 => 모드 선택스위치를 이용하여

RS232C 또는 RS485 포트로 사용할 수 있음.1 

5 COM5 RS485 입출력 포트 2 

6 
COM4 Mode 

Selection S/W 
COM4의 모드를 선택하기 위한 스위치 

7 USB 3개의 USB 포트를 제공하며, USB2.0을 지원함 

                                            
1 RS485 모드로 사용시, AutoDirection Control이 지원되므로, 별도의 RTS Signal Control이 필요 없음. 
2 AutoDirection Control이 지원되므로, 별도의 RTS Signal Control이 필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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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thernet 1개의 10/100Base-T Ethernet 포트를 제공함 

9 Audio OUT 스테레오 사운드 출력 포트 

10 MIC 마이크 입력 포트 

11 Mouse PS/2 마우스 입력 포트 

12 Keyboard PS/2 키보드 입력 포트 

13 VGA Out 외부 모니터 연결용 비디오 출력 포트 

14 ATX Power S/W ATX 모드 파워 스위치이며, 시스템 부팅 및 종료시킬 수 있음3 

15 Power ON/OFF 전원 ON/OFF 스위치 

16 SD Card 
복원용 SDCARD 슬롯 

(주의 : OS 복원 용도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17 RESET S/W RESET 스위치 

18 Ext. Power S/W 
외부 스위치와 연결할 수 있는 커넥터이며, ATX Power S/W 와

동일한 기능을 함 

19 DC INPUT(Adaptor) Adaptor 전원 입력용 커넥터 

20 DC INPUT 전원 입력용 커넥트 

 

                                            
3 CUPC는 AT파워 모드로 출하되며, ATX 파워모드를 원하시는 사용자께서는 당사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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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외형 치수 

3-1. CUPC-P70 외형치수 

 

VESA마운트나 Add on Board 

조립시 긴 볼트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케이스 안쪽으로 

볼팅할 수 있는 여유 깊이는 

9mm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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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CUPC-P80 외형치수 

 

VESA마운트나 Add on Board 

조립시 긴 볼트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케이스 안쪽으로 

볼팅할 수 있는 여유 깊이는 

9mm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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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CUPC-P90 외형치수 

 

 

VESA마운트나 Add on Board 

조립시 긴 볼트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케이스 안쪽으로 

볼팅할 수 있는 여유 깊이는 

9mm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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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CUPC-P100 외형치수 

 

 

VESA마운트나 Add on Board 

조립시 긴 볼트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케이스 안쪽으로 

볼팅할 수 있는 여유 깊이는 

10mm 정도입니다.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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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CUPC-P120 외형치수 

 

VESA마운트나 Add on Board 

조립시 긴 볼트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케이스 안쪽으로 

볼팅할 수 있는 여유 깊이는 

12mm 정도입니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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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PANEL CUTOUT 

4-1. 작업 공간 및 판넬 권장 사항 

[작업 공간 권장 사항] 

 

 

[판넬 권장 사항] 

 

CUPC X (Width) Y (Height) T (Thickness) Unit 

P70 
154 

[6.06] 

93 

[3.66] 

1.6 to 5.0 

[0.06 to 0.20] 

mm 

[inch] 

P80 
265 

[10.44] 

152 

[5.99] 

1.6 to 5.0 

[0.06 to 0.20] 

mm 

[inch] 

P90 
212 

[8.34] 

159 

[6.25] 

1.6 to 5.0 

[0.06 to 0.20] 

mm 

[inch] 

P100 
335 

[13.19] 

262 

[10.32] 

1.6 to 15.0 

[0.06 to 0.59] 

mm 

[inch] 

P120 
355 

[13.98] 

279 

[10.99] 

1.6 to 6.0 

[0.06 to 0.24] 

mm 

[i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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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판넬 컷 치수 

 

[CUPC-P70 판넬 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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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PC-P80 판넬 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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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PC-P90 판넬 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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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PC-P100 판넬 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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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PC-P120 판넬 컷] 



  

 

CUPC series
CUPC 사용설명서

컴파일 테크놀로지 주식회사  www.comfile.co.kr  • page 19

제5장 브라켓 장착 방법 

5-1. CUPC-P80 브라켓 장착 방법 

 제품 구입시, CUPC을 전면 판넬에 설치하기 위한 고정장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먼저 아래와 같이, 제공된 볼트를 각각의 고정장치에 빠지지 않을 만큼만 조립해 둡니다.  

 

               

 

  2. 판넬 컷아웃 치수대로 전면 판넬에 홈을 따낸 뒤 CUPC을 삽입합니다. 

  3. 전면 판넬 뒤쪽에서 고정장치의 후크를 CUPC 고정 홈에 아래 그림처럼 걸어서 뒤로 잡아 당깁니다. 

  4. 마지막으로 고정장치를 드라이버로 볼팅하여 판넬에 고정시킵니다. 

     (이때 너무 세게 볼팅하면 제품이 손상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십시오. 적당히 조여도 고정됩니다.) 

  5. 나머지 고정장치도 위와 같이 반복하여 모두 고정시킵니다. 

 

         

 

 

 

 

 

 

 

 

5-2. CUPC-P90 브라켓 장착 방법 

  1. 패널 컷 도면에 나온 치수대로, 사용자의 패널에 홀과 사각형을 따냅니다. 

  2. 사용자 패널의 앞쪽에서 제품의 베젤을 패널에 끼웁니다.  

  (베젤은 상,하 방향이 있습니다. 베젤 뒷면 "▲ Upside" 표시를 위쪽으로 해서 끼우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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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용자 패널의 뒤쪽에서, 베젤 볼트 4개에 각각 스페이서를 끼운 뒤 본체를 끼워 넣습니다.    

   (스페이서는 터치 보호용입니다.) 

 

 

4. 베젤 볼트 4곳에 와셔와 너트를 각각 조립하여 본체를 고정합니다. 

   순서는 평와셔, 스프링 와셔, 너트 순으로 끼워서 조립합니다.  

   (조립 시 너무 세게 체결하면 터치패드에 무리가 갑니다. 주의해서 조립 하십시오.)  

 

   Before, Washer and Nut Assy.  (Back Panel)          After, Washer and Nut Assy.  (Back Pa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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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CUPC-P100 브라켓 장착방법 

 제품 구입 시 CUPC P100을 전면 판넬에 설치하기 위한 브라켓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 제품을 판넬에 마운트 하신 뒤, 아래 그림과 같이 제품 옆에 있는 홈에 브라켓을 끼우고 볼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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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CUPC-P120 브라켓 장착방법 

  제품 구입 시 CUPC-P120을 전면 판넬에 설치하기 위한 브라켓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하/좌/우 2ea 이상) 

 

 
 

* 장착 순서 * 

1) CUPC를 장착하고 싶은 PANEL의 Cutout된 부분에 밀어 넣는다. 

2) 아래그림의 화살표 방향과 순서대로 뒤쪽으로 들었다가 아래쪽으로 내려서, CUPC 옆에 

   있는 홈에 브라켓을 끼운다. 

 

 

   3) CUPC가 판넬에 고정되도록, 브라켓에 있는 고정볼트를 적절한 힘으로 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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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CUPC 입/출력 커넥터 형태 및 Pin Assignment 

6-1. VGA 출력 커넥터 

커넥터 형태 

15 234

610

1112131415

 

* D-SUB 15Pin Female 

Pin Assignment 

핀 번호 신호명 핀 번호 신호명 

1 RED 2 GREEN 

3 BLUE 4 - 

5 GND 6 AGND 

7 AGND 8 AGND 

9 +5V 10 GND 

11 - 12 DDDATA 

13 HSYNC 14 VSYNC 

15 DDCLK - - 

[VGA 출력 커넥터 형태 및 Pin Assignment] 

 

6-2. RS232C 입/출력 커넥터 (COM1, COM2, COM3) 

커넥터 형태 

15

69

234

78

 

*D-SUB 9Pin Female 

Pin Assignment 

핀 번호 신호명 핀 번호 신호명 

1 DCD 2 RXD 

3 TXD 4 DTR 

5 GND 6 DSR 

7 RTS 8 CTS 

9 RI - - 

[RS232C 입출력 커넥터 형태 및 Pin Assig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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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COM4 모드설정 및 커넥터 

  6-3-1. RS232C 모드 

 

모드 스위치 설정 커넥터 형태 

 

ON

1 2 3 4 5 6 7 8

RS232C Mode

ON OFF  

 

15

69

234

78

 

*D-SUB 9Pin Female 

Pin Assignment 

핀 번호 신호명 핀 번호 신호명 

1 DCD 2 RXD 

3 TXD 4 DTR 

5 GND 6 DSR 

7 RTS 8 CTS 

9 RI - - 

[COM4 커넥터 형태 및 RS232C 모드 시 Pin Assignment] 

 

 

 

 6-3-2. RS485 모드  

 * AutoDirection Control이 지원되므로, 별도의 RTS Signal Control이 필요 없음. 

 

모드 스위치 설정 커넥터 형태 

ON

1 2 3 4 5 6 7 8

RS485 Mode

OFF ON  

 

15

69

234

78

 

*D-SUB 9Pin Female 

Pin Assignment 

핀 번호 신호명 핀 번호 신호명 

1 - 2 RS485 DATA+ 

3 RS485 DATA- 4 - 

5 GND 6 - 

7 - 8 - 

9 - - - 

[COM4 커넥터 형태 및 RS485 모드 시 Pin Assig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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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RS485 입출력 커넥터 (COM5) 

* AutoDirection Control이 지원되므로, 별도의 RTS Signal Control이 필요 없음. 

 

커넥터 형태 

 

1

2

3

RS485 D+

RS485 D-

GND

TOP

 

 

Pin Assignment 

핀 번호 신호명 

1 RS485 DATA+ 

2 RS485 DATA- 

3 GND 

[COM5 커넥터 형태 및 Pin Assignment] 

 

 

 

6-5. Ext. Power ON/OFF 스위치 커넥터 

* CUPC는 AT 파워 모드로 출하되며, ATX 파워 모드를 원하시는 사용자께서는 당사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커넥터 형태 

 

12

 

* Part No. : YMW025-02R 

Mating Connector : YMH025-02R 

Pin Assignment 

핀 번호 신호명 

1 PWRBTN# 

2 GND 

[Ext. Power ON/OFF 스위치 형태 및 Pin Assignment] 



  

 

CUPC series
CUPC 사용설명서

컴파일 테크놀로지 주식회사  www.comfile.co.kr  • page 26

6-6. 전원 입력 커넥터 

 

커넥터 형태 

12

GND DC +12V  

Pin Assignment 

핀 번호 신호명 

1 DC IN 

2 GND 

[전원 입력 커넥터 형태 및 Pin Assignment] 

 

          

배선 시 주의사항

- 배선 작업 이전에 본 제품 및 외부전원이 꺼져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여 주십시오.

- 제품에 전원을 인가하기 전에 정격전압 및 배선상태가 맞는지 확인하여 주십시오.

 

! 

DC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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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Recovery Solution  

CUPC는 OS Option Package 구매 시 같이 제공되는 Clonix사의 WinClon과 복구 이미지를 이용하여 초기상태로 복원 

할 수 있으며, 제품개발 완료 후 사용자가 백업 및 복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7-1. 준비물 

   CUPC를 초기상태로 복원하려면 아래와 같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 CUPC 
- Recovery SDCARD 
- Keyboard & Mouse (* PS/2 Type 사용을 권합니다.) 

- DC Power 
 

CUPC

Recovery 
SDCARD

DC 
Power

PS/2
Keyboard PS/2

Mouse

 

[준비물] 

 

 

    Recovery SDCARD는 반드시 WinClon logo가 붙어있는 인증된 제품만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Recovery SDC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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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ROM Bios 설정 

 7-2-1. First Boot Device 변경 

    전원을 켜고 초기 화면에서 키보드의 [DEL] 키를 누르면, 아래 그림과 같이 BIOS Setup화면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BIOS SETUP 초기 화면] 

     Bios Setup 초기 화면에서 [Advanced BIOS Features] 메뉴를 선택합니다. 

 

 

[Advanced BIOS Features 메뉴] 

   First Boot Device를 [USB-HDD]로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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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OS SETUP 저장화면] 

 

Save & Exit Setup 메뉴를 선택하여 Bios 설정을 저장(Y Key 입력)하고 빠져나가면, CUPC가 리부팅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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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복구 SDCARD로 부팅하기 

   Recovery SDCARD를 꽂은 상태에서 전원을 인가한다. 

   아래 그림과 같이 Windows PE가 부팅되는 것을 볼 수 있다. 

 

 

[WinPE 부팅화면] 

 

    Windows PE 부팅 완료 후 Winclon이 실행되며, 초기화면을 볼 수 있다. 

 

 
[WinClon 초기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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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복원하기 

  WinClon 초기화면에서 복원하기(Restore)를 클릭합니다. 

Click

 

[복원 메뉴 선택] 

 

   다음 그림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여 복원 이미지를 선택합니다. 

Click

 

[폴더 아이콘 선택] 

   폴더 모양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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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파일 탐색] 

 

 

[복원이미지 선택] 

 

   구매 시 제공되는 SDCARD에는 각 모델에 맞는 초기 복원용 이미지가 들어 있으며, 사용자가 백업

작업을 하였다면 사용자 복원 이미지도 있을 수 있으므로, 원하시는 복원 이미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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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구할 파티션(Partition)을 선택합니다. 

   본 문서에서는 디스크 전체를 복원하도록 작성되었습니다. 

Check

 

[복원할 파티션 선택] 

 

   Next 버튼을 클릭한 후, 다음 화면에서 복원할 디스크를 선택하는데, Disk1을 선택한다. 

Check

 

[복원될 디스크 선택] 

 

   Next 버튼을 클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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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원 Summary 화면] 

 

   Process 버튼을 클릭합니다. 

 

 

 
[Continue 화면] 

    

   Done 버튼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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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원 진행 화면] 

 

   복원이 진행되는 상태를 확인 할 수 있으며, 이 작업은 약 4~5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복원 완료 화면] 

 

복원이 완료된 후, 7-2-1장을 참조하여 CUPC의 First Boot Device를 HDD-0로 변경하고 리부팅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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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백업 하기 

   제품 개발 완료 후 사용자가 원하는 시점에 CUPC 상태를 백업 할 수 있으며, 백업 이미지를 이용 

   하여 복원이 가능합니다. WinClon 초기 화면에서 백업하기(Backup)를 클릭합니다. 

 

Click

 

[백업하기 메뉴 선택] 

 

   백업할 디스크나 파티션을 선택합니다. 

   본 문서에서는 Disk1 전체를 백업하도록 선택하였습니다. 

Click

 

[백업할 파티션 및 디스크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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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된 파티션 및 디스크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백업할 파티션 및 디스크 확인] 

 

 

   다음과 같은 순서로 이미지 파일을 생성합니다. 

   먼저 폴더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하여 이미지파일을 저장할 위치를 선택합니다. 

 

Click

 

[폴더아이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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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더를 선택한 후에 원하시는 파일 이름을 입력한 다음 저장(Save)버튼을 클릭합니다. 

 

 

[이미지 파일 이름 입력] 

 

 

   Next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미지 파일 설정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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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하시는 비밀번호가 있으면 입력하시고, Next 버튼을 클릭합니다 

   본 문서에서는 비밀번호를 설정하지 않았습니다. 

 

 

[비밀번호 설정 화면] 

 

 

    Process 버튼을 클릭합니다. 

 

 

[백업 Summary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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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버튼을 클릭합니다. 

 

 

[백업 시작 확인 화면] 

 

 

   백업이 시작되며 상태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5~6분 정도 소요 됩니다. 

 

 

[백업 진행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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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업 이미지 파일이 생성된 것을 확인 할 수 있으며, OK 버튼을 누르면 완료됩니다. 

 

[백업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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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