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보기

패키지 내용물

제품 보기

앞면

뒷면
LED 표시창

키패드
스캐너 창
현재 항목 또는 작업
을 취소한다.

스타일러스 펜
화면

단말기

마지막에 입력한 숫
자 또는 기호를 지운다.

스피커

엔터키

스타일러스 펜

바코드 스캔을 시작

핸드 스트립 슬롯
AC/DC 파워 아답터

한다

Navigation Key

사이드 키

인터페이스를 통해 위치를 찾다

AC 플러그

F1 - F20
프로그램 기능 키

배터리 팩

스캔 키

숫자키
점 표시 입력기

핸드 스트립

배터리 커버

키패드

LCD 스크린 보호필름

핸드 스트립

스페이스 키
Blue Key 2nd level 기능 접근 키
Yellow Key 자판 기능 변경 (숫자, 대문자, 소문자)

배터리 커버 락커

시작 하기
1.커버 열기

시작 하기
2.마이크로 SD 카드

시작 하기
3.배터리 삽입하기
라벨이 아래로 오도록 배터리를 윗쪽부터 단말기에
끼워 맞춘후 하단부의 배터리팩 락커를 아래로 당기
고 조립한다.

HANDY TERMINAL

간편한 사용자 한글 매뉴얼
PM450 - numeric

4. 플러그를 끼운다. 5. 배터리를 충전한다.

배터리 커버 락커를 위로 들어 올리면서,
커버를 위로 당기면 열립니다.

마이크로 SD 카드는 별도로 판매 됩니다.
각 대리점을 통해 구매하실 수 있으며, 본
기기는 마이크로 SD카드를 32GB까지 지
원합니다.

AC/DC 파워 아답터를
사용하세요

시작 하기

스캔 하기

스캔 하기

날짜와 시간

소프트 웨어

절전기능 및 재시작 하기

스캔을 위해 다음 버튼을 따라 경로를 이동합니다.
Demos
Scan Demo

약간 아래에 스캔했지만
바코드를 읽을 수 있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졌을 경우
바코드를 읽을 수 없습니다.

무선기기제원
1) 무선기기제원 (WCDMA)
송신주파수 : 1922.4 ~ 1977.6 MHz
수신주파수 : 2112.4~ 2167.6MHz
송신기출력: 24dBm +/- 1dB
2) 무선기기제원 (802.11a/b/g/n)
802.11b/g/n 사용주파수 : 2412~ 2484 MHz
802.11b/g/n 송신기출력 : 16dBm +/-1dB
802.11a/n 사용주파수 : 5180 ~ 5825 MHz
802.11a/n 송신기출력 : 12dBm +/- 1dB
3) 무선기기제원 (Bluetooth v2.1+EDR)
사용주파수 : 2400 ~ 2483.5 MHz
송신기출력 : 3dBm +/- 1dB 4)

기본 배터리 (2200mAh)
4) 동작온도 : -20 ~ +50 ℃
5) 동작전압 : 3.7 VDC (충전배터리)

대용량 배터리 (3300mAh)

Time Zone란에서 사용자가
위치한 시간대를 선택하세요.

너무 비스듬 할 경우
바코드를 읽을 수 없습니다.

세로로 찍었을 경우
바코드를 읽을 수 없습니다.

싱글 슬롯 이더넷 크래들

왼쪽 화면을 참고하여
현재 날짜와 시간을 설정하
세요.

스캔을 시작하기 위해 기기
앞면에 스캔버튼을 누르거
나 왼쪽 화면을 참고하여
Scan Start 버튼을 누르세
요

비스듬 하지만
바코드를 읽을 수 있습니다.

시스템 오류가 있을 경우, 전원
키를 8초 이상 누르면 기계는
다시 시작됩니다.

싱글 슬롯 도킹 크래들

Clock&Alarms

이상적인 위치

절전모드일 때는 기기의 모든
작동이 해제됩니다.
절전기능 사용을 원할 때에는
전원키를 누르세요.
다시 작동을 원할 때에는 전원
키를 한번 더 누르세요.

악세사리

날짜와 시간을 변경하기 위해 다음 버튼을 따라
경로를 이동합니다.

바코드 중앙에 Scaning beam을 겨누세요. 광선은 바
코드에 수직으로 쏘아져야 합니다.

새로운 설정을 저장하기 위해 하단에 OK 버튼을
누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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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및 지원
서비스를 위해 구입처나 대리점에 문의 주시고,기술지
원이 필요할 시 공인된 수리 센터에 문의하세요.

참고 문서
단말기 악세사리와 안전&규정에 대한 추가정보가 필요
할 시 사용자 매뉴얼을 참고하세요

경고
터치 스크린에 강한 압력이나 충격을 주지 마세요.
만약 LCD 패널 유리가 깨졌다면, 내부 액상을 만지
지 마세요. 피부염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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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기는 IP65 표준에 평가되어 있지만, 극심한 비,
먼지 그리고 바람이 심하게 부는곳에서 사용하는
것은 추천되지 않습니다.
만약 환경적 조건이 IP65 조건을 초과할 시 기기는
고장이 날 수 있고, 이 경우의 제품은 보증하지 않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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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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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w.Pointmobil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