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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ick Start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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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패키지 구성품

단말기 구성 2
스캐너 또는 카메라 SKU

전면 LED 표시등
전면 카메라
터치 스크린
IC 카드 리더기
마그네틱 카드 리더기
USB 커넥터
스캔 버튼 (왼쪽)
스피커

4
5

9. 스캔 버튼 (오른쪽)
10. 전원 버튼
11. 써멀 프린터
12. NFC 안테나

SIM, SAM, SD 삽입하기

배터리 교체하기

UHF RFID SKU
AC/DC 어뎁터

배터리 커버 잠금 장치를
로 움직여 잠금을 푸세요.

마이크로
SIM 카드

마이크로
SD 카드
SAM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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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 플러그
배터리 커버 양 쪽을
들어올려 배터리 커버를
분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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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M, SAM 카드 삽입하기

SIM 카드
or
SAM 카드

USB Type-C 케이블

LCD 보호 필름
1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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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캐너 또는 후면 카메라
배터리 커버 잠금 장치
I/O 커넥터
RFID 안테나

배터리 상단을 먼저
삽입한 후, 하단을 눌러
배터리를 장착하세요.
배터리를 분리하려면,
배터리 하단을 들어올리세요.
배터리를 교체한 후에는
배터리 커버를 닫고
잠금 장치를 로
움직여 잠그세요.

슬롯 홀더를 살짝
밀어 올리면 커버가 열립니다.
금속 접촉부가 아래를
향하도록 하여 슬롯에 삽입하고,
홀더를 닫고 살짝 아래로
끌어당겨 홀더를 잠그세요.

SD 카드 삽입하기
슬롯 홀더를 살짝 끌어당기면
커버가 열립니다.
SD 카드

금속 접촉부가 아래를
향하도록 하여 홀더에 끼운 후,
홀더를 닫고 살짝 위로 밀어
올려서 커버를 잠그세요.

PM500 충전하기

전원 켜고 끄기

RFID 태그 읽기

바코드 스캔하기

전원 켜기

스캐너 SKU는 PM500 후면에 스캐너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PM500 양 쪽의 스캔 버튼을 눌러 바코드를 스캔하세요.

RFID SKU는 PM500 후면에 카메라나 스캐너 대신 RFID 안테나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RFID 기능은 기본적으로 꺼져있으므로, RFID 태그를 이용하려면
EmKit의 RFID Settings
앱을 통해 기능을 켜야합니다.

옳은 스캔 방법

아래 그림에서 안테나 위치 등을 참고하여 RFID 태그를 읽으세요.

전원 버튼을 몇 초 간
길게 눌러서
전원을 켜세요.

바코드의 중앙을 조준하세요.
UHF RFID 안테나

다소 기울어지거나 중앙에서 살짝
벗어나더라도 스캔할 수 있습니다.

전원 끄기
화면이 켜진 상태에서 전원 메뉴가 나올 때까지 전원 버튼을
길게 누르세요.
전원 메뉴가 화면에 나타나면, 종료를 탭하여 전원을 끄세요.

1. AC/DC 어뎁터에 USB Type-C 케이블을 꽂으세요.
2. PM500의 USB 커넥터 캡을 위로 밀어 열고 USB Type-C
케이블을 연결하세요.
3. AC/DC 어뎁터를 콘센트에 꽂아 충전하세요.

잘못된 스캔 방법

충전이 시작되면 PM500의 전원 LED 표시등이 빨강색으로
켜집니다. 충전이 완료되면 전원 LED 표시등은 녹색이 됩니다.

바코드를 잘못된 방향으로 조준하거나
너무 많이 기울여 바코드의 일부만
조준되는 경우, 정상적으로 바코드를
인식할 수 없습니다.

<주의>
1. PM500 기본 패키지에 포함된 어뎁터와 케이블을
사용하세요. 다른 어뎁터와 케이블로 충전 시, 단말기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다른 제조사의 충전기로 충전하여 발생한
손상은 보증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2. 어뎁터, 케이블이 물에 젖지 않게 하세요.

프린터 용지 교체하기

결제하기
마그네틱 카드 결제하기

123

52

48

876

29

43
45

프린터 커버 양 쪽을 잡아 당겨
커버를 열고, 왼쪽 그림을 참고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용지를 넣으세요.
(용지의 끝을 조금 풀어 놓은
상태로 넣으세요.)

마그네틱 바를 아래로
향하게 한 상태에서,
일정하고 적당한 속도로
카드를 긁어 결제하세요.

경고

프린터 롤러 재조립
예기치못하게 프린터 롤러가 분리된 경우, 롤러를 구멍에 맞추어
딸깍 소리가 날 때까지 프린터 안쪽 방향으로 눌러 끼우면 간단히
재조립할 수 있습니다.

왼쪽 그림에서 롤러의
올바른 조립 방향을
참고하세요.

IC 카드 결제하기
IC 칩을 위로 향하게 한
상태로 카드를 삽입하세요.

용지의 끝이 조금 나오도록 하여
프린터 커버를 단단히 닫으세요.

결제가 끝날 때까지
카드를 빼지 마세요.

프린터 롤러

안전 사용 정보

PM500는 보안 유지를 위한 장치가 탑재되어 있어, 허가받지
않은 장치를 설치하거나 무단으로 분해를 시도하는 경우
그 즉시 단말기의 사용을 제한하고 중요 데이터를 삭제합니다.
무단 변경 및 수리로 인한 손상은 보증 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인증
모델명: PM500
인증 받은 자의 상호: (주)포인트 모바일
제조사: (주)포인트 모바일
PM500에 대한 자세한 인증 정보는
설정 > 휴대전화 정보 > 인증서
에서 확인하세요.

컨텍트리스 결제하기
프린터 용지 사양
카드를 PM500 상단의
NFC 마크에 가까이 대세요.
결제가 끝날 때까지
카드를 멀리 떼지 마세요.

참고 문서

용지 특성

감열지

폭

58mm

직경

40mm

PM500은 일반적으로 탁자나 계산대 등 구조물 위에 거치하여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PM500을 손에 쥐고 사용할 경우,
신체에서 20 cm 이상 떨어뜨려서 사용하세요.

포인트 모바일 홈페이지에서 PM500의 사용자 매뉴얼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용 방법은 매뉴얼을
참고하여주세요.
홈페이지: www.pointmobil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