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키지 내용물

제품 보기

제품 보기

앞면

제품 보기

뒷면

전면 키

1

7

스캔엔진 윈도우



카메라 및 플래시
손목 랜드야드

USB connector
I/O connector

단말기 (PM66 본체)



위/아래 & 옆면

전면카메라
LED 표시창

배터리 장착 및 탈착

4

2

5

스캔버튼

3

6

스타일러스 펜 with Tether

8

AC/DC 아답터 (AC 플러그)
배터리 커버
배터리

9

1. 배터리 커버 푸쉬버튼을 누른 후, 배터리 커버의 양쪽 아래
부분을 잡고 들어 올려 주십시오.

이어폰 단자

터치 화면
볼륨 Up/Down

손목 랜드야드
LCD 보호필름

사이드(스캔)버튼

배터리 커버 푸쉬 버튼

Numeric 키워드

사이드(스캔)버튼

1.
2.
3.
4.
5.
6.
7.
8.
9.

배터리 탈착 및 장착

Micro SD 카드 장착 및 탈착



전원 버튼

단말기 충전하기

스캔 키 : 바코드 스캔 실행
Del 키 : 마지막에 입력한 숫자 및 문자 삭제
Enter 키 : 입력한 숫자 및 문자 엔터 기능
ESC 키 : ESC 키
TAB 키 : 탭 키
SP 키 : 스페이스(공간) 입력 키
F1 ~ F4 키 : 사용자의 의도에 맞게 키들의 기능을 변경
또는 수정 및 바로가기 구성
노란색 키 : 문자 입력 시 대소문자 변경 키
파란 키: 숫자 와 기능 변경 키

기본 액세서리
5V 1.8A AC/DC 아답터



2. 배터리를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밀어서 넣어 주십시오.

추가 액세서리 (별도 구매)
플러그

SSC(Single Slot Cradle)

SEC(Single Ethernet Cradle)

HANDHELD TERMINAL

간편한 사용자 한글 매뉴얼
PM66
LCD 필름

3. 배터리 아래 부분을 들어 올려 배터리를 탈착해 주십시오.





Micro SD 카드 장착

Micro SD 카드 탈착

1. 배터리를 본체에서 탈착 한
후에 Micro SD 덮개를 열어
카드를 넣습니다.
2. Micor SD카드 장착이 완료가
되면 덮개를 닫고 배터리를 다시
장착 합니다.

1. Micro SD 덮개를 열어
카드를 탈착합니다.
2. Micro SD 덮개를 닫고
배터리를 다시 장착합니다.

<주의>

전자파흡수율 (SAR : Specific Absorption Rate)은 휴대전화를
사용할 때 인체에 흡수될 수 있는 전자파의 양으로, 본제품의
흡수율은 1g: 0.454 W/kg이며, 0.8 W/kg 미만이므로 1등급
입니다.
• 본사용 전에 사용자 주의사항을 반드시 읽고 정확하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사용설명서의 내용은 제품의 소프트웨어 버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

4. 배터리커버를 윗부분 부터 꽂고, 양손을 사용하여 눌러 주십시오.
•

마이크로 SD 카드는 별도로 판매 • Micro SD카드 장착 및 탈착 시
됩니다.각 대리점을 통해
배터리 팩을 탈착해야 하므로
구매하실 수 있으며, 본 기기는
작업중인 자료를 모두 저장 한
마이크로 SD카드를 32GB까지
후 진행 하십시오.
지원합니다.
배터리팩을 탈착하기 전에
반드시 전원을 끄십시오.

배터리 (4100mAh)
4SC(4 Slot Cradle)

1. 기본 구성 품에 있는 어댑터에 플러그를 끼워 콘센트에 연결하여
기기를 충전해 주십시오
2. 충전 시에는 기기본체 왼쪽 상단 상태 표시의 LED가 빨간색이며,
완충이 되면 녹색으로 바뀝니다

스타일러스 팬 with Tether

손목 랜드야드
Micro USB Cable

<주의>
•
•

구입 시 제공되는 기본 구성 품을 충전 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별도 크레들을 추가 액세서리로 구입하여 PDA를 충전 할 수
있습니다

4SBC(4 Slot Battery Charger)

Gun Handle

시작하기

스캔하기

전원 켜기 및 끄기
켜기- 오른쪽 상단 전원 키를 눌러 장비를 킵니다. 화면이 켜질
때까지 몇 초 정도 소요 됩니다.
끄기- 전원 키를 누르고 있으면 전원 선택 옵션 창이 뜨고,
‘종료’를 선택 합니다.

2. ScanDemo

㈜포인트모바일 고객센터
ARS대표번호: 1800-3010
팩스: 02-3397-7872
주소: 153-709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로 9길 32
온라인 기술지원
홈페이지: http://www.pointmobile.co.kr/
이메일: pm_support@pointmobile.co.kr

참고 문서
단말기 악세사리와 안전 & 규정에 대한 추가정보가 필요할
시, 사용자 매뉴얼을 참고 하세요
해당무선설비가 전파혼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인명안전과
관련된 서비스는 할 수 없습니다.

설정 -> 백업 및 초기화 -> 공장 초기화 -> 휴대전화
초기화

약간 아래에 스캔했지만
바코드를 읽을 수 있습니다.

를

터치하여 엽니다.

3. 장비 양쪽의 스캔 버튼 2

공장 초기화 리셋
공장 초기화를 시키기 위해 다음 터치에 따라 경로를
이동합니다.

비스듬 하지만
바코드를 읽을 수 있습니다.

개 중 하나 또는 동시에
눌러 바코드를
스캔합니다.

4. 그림과 같이 바코드 인식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검색 바
 터치 후 키보드 입력으로 구글 인터넷 검색
 터치 후 음성으로 구글 인터넷 검색

서비스 및 A/S 지원

이상적인 위치

애플리케이션을 실행
시킵니다.

상태 바
• 상태/알림 표시
• 터치 후 아래로 끌어내려 알림판 열기

애플리케이션 리스트 메뉴화면으로 이동

재부팅 (Reboot)
전원키를 3초동안 누르고 전원 옵션에서 Reboot를
선택 하여 장비를 재부팅 합니다.

1. 바탕화면의 Demos

바탕화면

즐겨 찾는 애플리케이션 항목
• 터치를 계속 누른 상태로 애플리케이션
등록 변경 및 이동 가능

리셋하기

바코드 스캔 테스트

초기 설정
처음으로 장비를 작동 시키면, 언어 입력 방식, 구글 계정 설정,
위치 정보 서비스 기타 등등을 선택하게 됩니다.
SIM 카드 없이도 장비를 동작 시킬 수 있으며, WLAN 네트워크
연결 및 구글 계정에 등록하여 장비 기능들을 사용 할 수 있습니다.

바탕화면
• 좌우 슬라이드 터치로 다른 화면으로 이동
• 아이콘을 터치해 애플리케이션 및 폴더 열기

스캔하기

너무 비스듬 할 경우
바코드를 읽을 수 없습니다.

<주의>
• 공장 초기화는 사용자 장비에 저장된 모든 개인정보,
데이터, 애플리케이션 설정, 계정정보 기타 등등.. 을
삭제하므로 실행 전 필요 시, 반드시 사전에 백업을
해두실 것을 경고 드립니다.

한쪽으로 치우졌을 경우
바코드를 읽을 수 없습니다.
바코드 중앙에 Scaning beam을 겨누세요. 광선은 바코드에
수직으로 쏘아져야 합니다.

세로로 찍었을 경우
바코드를 읽을 수 없습니다.

PC 연결하기

날짜와 시간
날짜와 시간을 변경하기 위해 다음 버튼을 따라 경로를
이동합니다.

설정 -> 날짜 및 시간 -> 날짜 /시간 자동설정 체크 해제
시간대 자동설정 체크 해제

상기의 경로로 진행 후, 하기와 같이 사용자의 정의에
따라 날짜와 시간 설정을 별도로 설정 가능합니다.
•

날짜 설정

•

시간 설정

•

표준시간대 선택

•

24시간 형식 사용

•

날짜 형식 선택

USB data Sync 케이블 연결
별도 구매한 I/O USB data Sync 케이블을 사용하여 마이크로
SD카드/내부 저장소의 파일들 PC로 전송가능 합니다.

연결해제 하기
알리판을 열고 미디어 디바이스로 연결을 선택 합니다.
미디어 디바이스(MTP)를 선택해 연결을 해제 시킵니다.

바코드 사이즈에 의해 장치의 위치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작은 바코드 일 때는 기기의 위치를 가까이 하고 바 코드가
넓을 때에는 기기와의 거리를 적당히 유지해야 합니다.

경고
터치 스크린에 강한 압력이나 충격을 주지 마세요.
만약 LCD 패널 유리가 깨졌다면, 내부 액상을 만지
지 마세요. 피부염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터미널과 함께 제공되는 혹은 공인된 대리점을
통해 제공된 AC/DC 파워 아답터만 사용하세요.
다른 제품은 화재, 또는 감전 등의 예상치 못한
문제를 일으킬수 있습니다.
무단 변경 및 수리 제품은 보증하지 않습니다. 제품
문제 발생 시 지원을 위해 대리점에 문의 하세 요.
리온 배터리 팩은 적절하게 재활용 되거나 폐기 되
어야 합니다. 리온 배터리는 각 나라와 지역에 의해
다양한 규정을 가집니다. 배터리를 처리하기 전에
적용되는 규정을 확인하여 재활용 혹은
폐기하세요. 불 속에 넣거나 열을 가하거나 분해
혹은 합선 시키 지 마세요.
항상 플러그와 콘센트를 먼지와 더려움이 쌓이지
않도록 깨끗하게 유지하세요. 잘못된 보관 및 사용
은 화재를 발생 시킬 수 있고, 전기 누출에 의한 감
전 등의 사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무선사양(주파수)

기본사양
아이템

사양

모델

PM66

시스템

Android 6.0 or higher(GMS/CTS certified)

운영체제

Tools and Demos

프로세서

Qualcomm 8916 1.2GHz Quad Core

메모리

2GB RAM X 16GB Flash(Upgradable)

확장 저장

User accessible Micro SD memory card slot.

디스플레이

4.3” Wideviewing angle IPS(480 X 800 pixels)

스캔엔진

1D engine: EM1350, 2D engine : N6603

키 패드

Touch screen & Numeric 키워드

오디오

Built-in microphone and speaker

I/O

High speed USB 2.0 from cradle (or I/O cable)

무게

300g 이하

LTE

Wifi

802.11 a/b/g/n(Up to 150Mbps)

UMTS / HSPDA /
HSUPA

WCDMA : B1
LTE FDD: B1/3/5/7/8

Bluetooth

Bluetooth v4.x, class1

GPS

Qualcomm GPS

Band 1 (송신): 1920~1980MHz, (수신): 2110~2170MHz
• Band 3 (송신): 1715~1785MHz, (수신): 1810~1880MHz
• Band 5 (송신): 824~849MHz, (수신): 869~894MHz
• Band 7 (송신): 2500~2550MHz, (수신): 2620~2670MHz
• Band 8 (송신): 904.3~915MHz, (수신): 949.3~960MHz

NFC/RFID

13.5593MHz

USB

USB HS 2.0 OTG Support via USB connector

배터리

Li-ion battery 4,100mAh/15.8Wh, 3.85V

아답터

Output: 5V / 1.8A, Input: 100-240V~50/60Hz 0.4A

충전 장치

5V input through Micro USB port.

충전용량 및 시간

Capacity: 4100mAhh – Less than 6hrs.

동작 온도

-20ºC ~ 60ºC
IP67

방수 및 방진

연결하기
USB 케이블과 PC의 USB 포트를 연결하고 장비와 I/O 잭을
연결합니다.
상태 바의 알림판에서 미디어 디바이스로 연결됨을
터치합니다.
팝업 창에서 파일 전송 확인을 선택 합니다.

WLAN

802.11b/g/n : 2412~2472MHz
• 802.11a/n: 5180~5240, 5260~5320, 5500~5700,
5745~5825MHz
•

Bluetooth
•
•

1~3Mbps: 2402~2480MHz
LE: 2402~2480MHz

인증
1. 기자재의 명칭 : LTE 이동 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
(육상이동국의 송수신 장치)

모델명: PM66
인증 받은 자의 상호: ㈜포인트모바일
제조사/제조국가: (주)포인트모바일/중국
인증번호 : MSIP-CMM-PM1-PM66G

본 제품의 전자파흡수율은 미래창조과학부의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만족합니다.
본 제품은 국립전파연구원의 「전자파흡수율 측정기준
」에 따라 최대 출력 조건에서 귀에 근접하여 시험되었
으며, 최대 전자파 흡수율 측정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2. 기자재의 명칭 : 특정소출력 무선기기
(무선랜을 포함한 무선접속시스템용 무선기기)

WCDMA
•

Band 1 (송신): 1922.8~1977.2MHz, (수신):2112.8~2167.2MHz

•

“해당 무선 설비는 운용 중 전파혼신 가능성이 있음”
이 기기는 가정용(B급)전자파적합기기로서 주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모든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기기는 인체로부터 1.5cm이상 이격 하여 사용하는 것을
권장 합니다.

모델명: PM66
인증 받은 자의 상호: ㈜포인트모바일
제조사/제조국가: (주)포인트모바일/중국
인증번호 : MSIP-CMM-PM1- PM66W

모델명

머리 전자파흡수율

PM66

0.454 W/kg

※ 전자파흡수율 (SAR : Specific Absorption Rate)은
휴대전화를 사용할 때 인체에 흡수될 수 있는 전자파의
양으로 우리나라는 국제권고기준인 2 W/kg 보다 엄격한
1.6 W/kg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상생활에서는 최대출력보다 현저히 낮은
출력상태에서 통신이 이루어지므로 전자파흡수율은 위
시험 결과보다 매우 낫습니다.
전자파흡수율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국립전파연구원
(www.rra.go.kr) 또는 제조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