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지사항

！ 경고 
1.천둥 번개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천둥 번개가 치는 날씨에 전원 케이블

과 USB 케이블을 제거해주세요. 

2.열로부터 떨어져 있으세요. 가습시가 순환하는지 확인하십시요.

3.보관, 운반 및 운행 중 스캐너는 방수 처리되야 합니다.

4.인증된 생산자가 제공하는 일치하는 어답터를 사용하십시요.

1. 당사는 자연 재해(지진, 홍수 등)의 손실에 대해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2. 당사는 이 제품의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손실(사용 설명서에 따른 사용으로 인한

손실 포함)에 대해서는 비지니스 중단, 저장된 데이터의 손실 또는 저장된 데이터의 

변경 그리고 그 결과로 발생되는 특별, 부수적, 결과적 또는 간접적 손실, 수익손실, 

평판손실 등의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3. 당사는 이제품을 사용하여 얻은 정보, 데이터,파일 또는 기타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기술지원을 보장하거나 지원하지 않습니다.

4. 당사는 타사  소프트웨어에 대한 기술 지원을 보장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본 설명서의

내용은 현재 상태에 따라 제공됩니다.

5. 당사는 이 문서의 정확성, 신뢰성 및 내용에 대해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나 보증하지

않습니다.

6. 당사의 직원은 사전 통지 및 책임없이 언제든지 보설명서의 모든 정보를 변경할 수 있습

니다.

본 제품은 퀄컴 스냅 드래곤 8코아, 안드로이드 7.1시스템, 5.5 인치 LCD 화면을 구성하는 강력하고 세련된 모바일 단말기로, 표준 구성은 1D / 2D 바코드 스캐닝 
모듈, NFC, UHF, PSAM, 지문 및 사물 인터넷의 기타 기능등을 지원하며 무선랜, 블루투스, GPS 및 기타 일반적인 기능을 지원합니다.  

후면 커버 열고 닫기2  

모서리에서 배터리 캡을 들어 

올립니다.
배터리 캡을 누릅니다. 

배터리 설치 및 제거  3  

스캔 기능 사용6  

Micro SD 삽입 Micro SD 카드 제거

          항목 ：         핸드셋                          충전                  USB 케이블      

                                 퀵 가이드                     증명서                

                                 핸드 스트랩                 4100mAh 리튬이온 배터리                     

기능 키들 

LED표시/거리감지

USB OTG 인터페이스

스캐닝

스캔 키 스캔 키

볼륨 키

스피커

NFC 읽기

Micro SD 카드  설치
(32G 확장)

5  

플래쉬수신기

전원 키

배터리 제거 배터리 삽입

 

SIM 카드/PSAM 카드 삽입 SIM 카드/PSAM 카드 삽입

SIM 카드/PSAM 카드 설치   4  

1D/2D 스캔 모듈은 바코드 정보를 신속하게 수집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 “매뉴”> “설정”> “Scan”> “Left Scan,

 Right Scan 스캔키를 누르면 켜집니다.

> “매뉴”> “ IoT TOOLS”>"SCAN”선택 

>바코드 윈도우 창에 정렬하여 읽으며, 왼쪽 또는

 오른쪽, 또는 프로그램안의 Scan 버튼을 누르면, 

판독 창은 1D 빔(또는 2D빔)이 방출합니다.

 1D 빔이 올바른 방향으로 바코드와 정렬되도록 

위치를 조정합니다.(2D 스캔을 선택한 경우 중앙 

초점위치를 2차원 조명 영역으로 2차원 바코드 

정렬을 해야 합니다.)

> 성공적으로 판독한 후에는 장치에서 짧은 신호음이

울리고 그 다음에는 바코드 스캔영역에 바코드 값이 

표시가 됩니다.

 

 

NFC 카드 읽기7  
NFC는 배터리 후면 커버의 위치에서 읽을 수 있으며,

0-5cm의 거리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

다음 단계를 통해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
> NFC 기능은 기본적으로 켜져 있습니다. 

> 만약 NFC 기능이 켜져 있지 않으면, 다음 경로를 통해

켤  수 있습니다 : 매뉴 > 설정 > 더보기 > NFC > 

“매뉴” > “IoT TOOLS”> NFC 선택 그리고 카드를 PDA

배터리 커버에 가까이 가져 갑니다. > 판독이 성공하면

장치에서 짧은 신호음이 들리고 카드에서 관련 정보를
읽은 다음 읽기 창 영역에 정보가 표시가 됩니다.

 

 

 

UHF 태그 읽기8  
UHF 스캔 모듈은 UHF 라벨 정보를 신속하게 수집이 가능
합니다. 다음 단계를 통해 UHF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매뉴” > “Iot TooLS” > “UHF”선택 > UHF 애플리
케이션을 실행한 후에, “READ EPC”를 누르고, UHF
라벨을 PDA에 가까이 가져갑니다. > 읽기가 성공한 후에,
장치는 라벨 판독의 소리를 내고 라벨을 읽고, 총 갯수의
수를 읽기 창 영역에 표시를 합니다.

PSAM 카드  9  
PDA가 PSAM 카드로 설치된 후, Iot TOOLS를 이용하
여 PSAM 카드를 테스트 할 수 있습니다.

> “매뉴”> “ IoT TOOLS”>“PSAM”선택

> PSAM 애플리케이션을 열고, 만약 “successful init

ialization”이 State에 표시가 되면, PSAM 카드가

올바르게 식별이 되었음을 나타냅니다. 입력 상자에

APDU 지침을 입력하거나 기본 임의의 명령어를 사용

한 후, “send”를 누르세요.

> 보낸 후에, 반환되도록 주문된 정보가 result에 표시

되고, “successful sending” 메시지가 State에 

표시가 됩니다.

안전정보  10  
1. 허용되지 않거나, 호환되지 않는전원 공급장치
, 충전기 또는 배터리를 사용하면 화재, 폭발 또는 기타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장치 제조업체에서 승인된 장치와 호환되는 부속
품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유형의 부품을 사용할
경우 장치의  보증 조건 및 장치가 위치한 국가의 관련
조항을 위반할 수 있으며, 안전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
니다. 
3. 충전은 0°C 에서 35°C 사이의 온도에서만 수행 할
수 있으며, 장치는 -20°C 에서 45°C 사이의 온도에서 
사용됩니다. 주변 온도가 너무 높거나 낮으면장치 고장
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4. 장치와 배터리를 직사광선, 히터 전자렌지, 오븐 
또는 온수기와 같은 고온 또는 가열 장치 주변에 노출
시키지 마십시요. 배터리 과열로 인해 폭발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5. 배터리 전원이 완충되거나 충전이 되지 않으면 장치에서 
충전기를 분리하고 콘센트에서 충전기를 분리하십시요.
충전 완료 후 오랫동안 배터리를 충전하지 마십시요. 
배터리를 과다 충전하면 배터리 수명이 단축됩니다.
6. 배터리를 사용하지 않고 배터리를 따로 보관하면 배터리
자체가 방전이 됩니다. 장 시간 사용하지 않아 배터리가
과도하게 방전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배터리가 과도
하게 방전이 된 경우에는 충전을 하십시요. 
7. 충전 할 때 이상한 냄새가 나거나 과열이나 연기가 발생
하는 경우 즉시 전원을 끄고 AC 콘센트에서 플러그를 제거
한 후 대리점이나 고객 서비스 센터에 연락을 해주세요. 
지속적으로 사용할 경우 화재 및 감전의 위험이 있습니다. 
8. 장치, 배터리 및 악세서리는 현지 규정에 따라서 폐기해
주세요. 가정 쓰레기로 취급하지 마십시요. 배터리를 잘못
취급하면 폭발할 위험이 있습니다.
9. 충전 또는 장시간 사용시 PDA가 뜨거워 질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현상에 속하며 장치의 수명이나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배터리가 과열된 경우 잠시 사용을 중단
하십시요. 

전자기 방사선의 특정 흡수율
(SAR)

  

11  
제품의 전자파 복사는 최대 SAR값은 유럽 CE 표준을
충족하면서  ≤2.0W/kg 이다.

10. 배터리는 반복적으로 충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터
리는 빠른속도로 소모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장시간 사용하
게되면 대기 시간이 단축이 됩니다.
11. 배터리 충전 시간은 온도 조건 및 배터리 사용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장치의 구성에 따라 1D 또는 2D 스캔을 선택해
 주세요.) 

DOT-760 모바일 단말기 DOT-760 1  
퀵 가이드

후면 카메라

알림 경고

开启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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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M

PASM

AS 센터

주소 : 경기도 시흥시 공단 1대로 15, 삼양스마트 테크노파크 1차 502호

전화번호 : 1544-3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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