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9908R

핸즈프리 이미징 스캐너

중요: RFID 사용 국가(매개변수 #1583)가 제품이 사용되는 국가로 설정될 때까지
RFID를 작동할 수 없습니다. DS9908R에서 해당 바코드 스캔 핸즈프리 이미징
스캐너 제품 참조 가이드 부록(부품 번호 MN-003377-xx) 또는 123Scan으로 구성.

빠른 시작 설명서

MN-003342-02KO

DS9908R 핸즈프리 이미징 스캐너 빠른 시작 설명서
ZEBRA와 얼룩말 머리 그래픽은 전 세계의 많은 관할 지역에서 사용되는 Zebra Technologies
Corporation의 등록 상표입니다. 기타 모든 상표는 해당 소유자의 재산입니다.
© 2019 Zebra Technologies Corporation and/or its affiliates. All rights reserved.
본 설명서의 내용은 사전 통보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문서에 제시된 소프트웨어는 라이선스 계약
또는 기밀 유지 계약을 통해서 공급됩니다. 이 소프트웨어는 이러한 계약의 조항에 의거해서만 사용 또는
복제될 수 있습니다.
법률 및 독점권 조항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 주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www.zebra.com/linkoslegal
저작권: www.zebra.com/copyright
보증: www.zebra.com/warranty
최종 사용자 사용권 계약(EULA): www.zebra.com/eula

사용 약관
독점 선언
이 설명서에는 Zebra Technologies Corporation 및 그 자회사("Zebra Technologies")의 독점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설명된 내용은 장비를 작동 및 유지 관리하는 당사자의 정보와 사용만을 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독점 정보는 Zebra Technologies의 명시적 서면 허가 없이 다른 목적을 위해 사용,
복제 또는 공개할 수 없습니다.

제품 개선
제품의 지속적인 개선은 Zebra Technologies의 정책입니다. 모든 사양 및 설계는 사전 통보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면책 고지
Zebra Technologies는 엔지니어링 사양 및 설명서가 정확하게 발행되도록 노력하지만,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Zebra Technologies는 이런 오류를 수정할 권리가 있으며 오류로 인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책임의 제한
Zebra Technologies 또는 부수 제품(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포함)을 개발, 생산 또는 공급하는 어떤 주체도
Zebra Technologies가 그런 손해의 가능성을 인지하였더라도 그와 같은 제품의 사용, 사용의 결과 또는
사용하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어떠한 손해(비즈니스 수익의 손실, 업무 중단 또는 비즈니스 정보의
손실을 포함하는 무제한적 간접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일부 관할 구역에서는 우발적 또는
결과적 손해에 대한 예외 또는 제한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상기 제한 또는 예외 조항이 귀하에게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증
Zebra 하드웨어 제품 보증서 전문을 보려면 다음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www.zebra.com/warra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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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만 해당
This warranty is given by Zebra Technologies Asia Pacific Pte. Ltd., 71 Robinson Road, #05-02/03,
Singapore 068895, Singapore. Our goods come with guarantees that cannot be excluded under the
Australia Consumer Law. You are entitled to a replacement or refund for a major failure and compensation
for any other reasonably foreseeable loss or damage. You are also entitled to have the goods repaired or
replaced if the goods fail to be of acceptable quality and the failure does not amount to a major failure.
Zebra Technologies Corporation Australia’s limited warranty above is in addition to any rights and
remedies you may have under the Australian Consumer Law.
If you have any queries, please call Zebra Technologies Corporation at +65 6858 0722. You may also visit
our website: www.zebra.com for the most updated warranty terms.

서비스 정보
장비 사용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관련 기술 또는 시스템 지원 센터에 문의하십시오. 장비에 문제가 있는
경우 지원 센터에서 Zebra 지원 센터 www.zebra.com/support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설명서의 최신 버전을 보려면 다음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www.zebra.com/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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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참고: 상세한 RFID 정보는 제품 참조 안내서 부록을 참고하고 상세한 이미징 정보는 제품 참조 안내서를
참고하십시오.

스캔 창

스캔 LED

트리거 A
트리거 B

RFID LED
표시등
RFID
안테나

스피커
핸드헬드 터치 존
( 핸드헬드 및
핸즈프리 모드 간
전환 )

케이블 분리
구멍 ( 핀 홀 )
인터페이스
케이블 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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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지 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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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 삽입

케이블 분리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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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트 인터페이스 연결 및 설정
USB
아래의 바코드 중 한 개를 스캔합니다. 이미저가 호스트 인터페이스 유형을 자동으로 감지하고 기본 설정을
사용합니다. 기본값 (*)이 요구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아래의 다른 호스트 바코드를 스캔합니다.

*USB 키보드 (HID)

IBM 핸드헬드 USB

OPOS
( 스캐너 전체를 비활성화하는 IBM 핸드헬드 )

SNAPI( 이미징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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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232
아래의 바코드 중 한 개를 스캔합니다. 이미저가 호스트 인터페이스 유형을 자동으로 감지하고 기본 설정을
사용합니다. 기본값 (*)이 요구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아래의 다른 호스트 바코드를 스캔합니다.

* 표준 RS-2321

ICL RS-232

Wincor-Nixdorf RS-232 모드 A

Wincor-Nixdorf RS-232 모드 B

OPOS/JPOS

Fujitsu RS-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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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M
아래의 바코드 중 한 개를 스캔합니다. 이미저는 호스트 인터페이스 유형을 자동으로 감지하지만 기본
설정은 없습니다. 아래의 바코드 중 한 개를 스캔하여 적절한 포트를 선택합니다.

비 IBM 스캐너 에뮬레이션 ( 포트 5B)

테이블탑 스캐너 에뮬레이션 ( 포트 17)

테이블탑 스캐너 에뮬레이션 ( 포트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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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매개변수 바코드
RFID 동일 태그 시간 초과

비활성화

*2 초

5분

RFID 트리거 모드

연속

단일 태그

* 연속 다시 보고

연속 플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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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ID 데이터 전송 형식

*Raw

GS1-128

EPC URI

기본값 설정

초기 기본값 설정

Enter 키
스캔된 데이터 다음에 Enter 키를 추가하려면, 아래의 바코드를 스캔합니다.

Enter 키 추가 ( 캐리지 리턴 / 줄바꿈 )

Tab 키
스캔된 데이터 다음에 Tab 키를 추가하려면, 아래의 바코드를 스캔합니다.

Tab 키

9

DS9908R 핸즈프리 이미징 스캐너 빠른 시작 설명서

USB Caps Lock 무시

Caps Lock 키 무시
( 활성화 )

*Caps Lock 키를 무시하지 않음
( 비활성화 )

핸즈프리

핸드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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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Scan
123Scan 정보
123Scan은 사용이 편리한 PC 기반 소프트웨어 도구로서 바코드 또는 USB 케이블을 통해 빠르고 손쉽게
스캐너를 맞춤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zebra.com/123Scan을 방문하십시오.

유틸리티 기능
•

장치 구성
•

전자 프로그래밍 (USB 케이블 )

•

프로그래밍 바코드

•

데이터 보기 - 스캔 로그(스캔한 바코드 데이터 표시)

•

자산 추적 정보 액세스

•

펌웨어 업그레이드 및 릴리스 노트 보기

•

원격 관리(SMS 패키지 생성)

사용자 표시 ( 기본값 )
참고: 사용자 표시 및 이미징 스캐너에 대한 문제 해결 정보는 DS9908 핸즈프리 이미징 스캐너 제품 참조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스피커 시퀀스

RFID LED

표시

없음

녹색 점등

RFID가 활성 상태일 때 LED 켜짐

없음

느린 녹색 점멸

리더가 새 태그에 대해서 폴링함

중간/높은(2회) 알림음

녹색 순간 소등

RFID 태그가 읽기/ 보고됨

높은/중간/낮은/낮은 알림음

긴 적색 점멸

예기치 않은 RFID 표시 또는
RFID 오류.

없음

짧은 적색 점멸

RFID가 준비되어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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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해결
문제

발생 가능 원인

가능한 해결 방법

판독 중 이미징 스캐너가 짧고
높은 알림음을 4회 내보냅니다.

이미저가 USB 초기화를
완료하지 않았습니다.

몇 초 기다렸다 판독하십시오.

이미저가 태그를 판독하지만
호스트로 데이터가 전송되지
않습니다.

관련 호스트 유형에 적합하게
이미저가 설정되지 않았습니다.

적합한 호스트 유형 프로그래밍
바코드를 스캔하십시오. DS9908
핸즈프리 이미징 스캐너 제품
참조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인터페이스 케이블 연결이
느슨함

케이블을 다시 연결하십시오.

이미저가 낮고 긴 알림음을 4회
내보내면 전송 오류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미저의 통신 매개 변수가
호스트의 설정과 일치하도록
설정합니다.

관련 호스트와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이미저가 설정되지
않았습니다.

적합한 호스트 유형 프로그래밍
바코드를 스캔하십시오.

호스트 디스플레이 태그
데이터가 부정확합니다.

인체공학적 권장 사항

$92,'(;75(0(
지나친 손목
:5,67$1*/(6
꺾임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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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232인 경우, 이미저의 통신
매개 변수가 호스트 설정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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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1',1*
구부리기 주의

$92,'5($&+,1*
팔 올리기 주의

주의: 아래 권장 사항을 따르면 인체 부상 위험을 방지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현지 건강 및 안전
관리자와 상담을 통해, 회사 안전 방침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하여 작업자 부상을 예방하십시오.
•

반복되는 동작은 피하거나 줄이십시오.

•

편안한 자세를 유지하십시오.

•

과도한 힘은 피하거나 줄이십시오.

•

자주 사용하는 물건은 주변에 두십시오.

•

올바른 높이에서 작업을 수행하십시오.

•

직접적인 압력은 피하거나 줄이십시오.

•

조절식 작업대를 준비해 두십시오.

•

여유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십시오.

•

적합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십시오.

•

작업 절차를 개선하십시오.

규정 정보
본 장치는 Zebra Technologies Corporation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본 설명서는 모델 번호 DS9908R에 적용됩니다..
모든 Zebra 장치는 판매 지역의 규칙과 규격에 적합하게 제작되었으며 필요한 인증 마크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현지 언어로 번역된 문서는 다음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www.zebra.com/support.
Zebra의 명시적 승인 없이 Zebra 장비를 변형 또는 개조한 경우, 사용자의 장비 작동 권한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최고 작동 온도: 50°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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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 장치 국가 승인
인증서에 제시된 인증 마크는 무전기가 아래 명시된 국가에서 사용 승인을 받았음을 나타냅니다. 인가 받은
무선 장치에 부착됩니다.
기타 국가 인증 마크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적합성 선언서(DoC: Declaration of Conformity)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문서는 다음 웹 사이트를 통해 제공됩니다. www.zebra.com/doc.
참고: 유럽 국가에는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체코 공화국, 키프러스,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히텐슈타인,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이 해당됩니다.
주의: 규정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않은 장치 작동은 불법입니다.

RF 노출 지침

안전 정보
적절한 사용을 통한 RF 노출 감소
제공된 지침에 따라 장치를 작동하십시오.
국제
본 장치는 무선 장치의 전자기장에 대한 신체 노출과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승인된 표준을 준수합니다.
"국제" 전자기장 인체 노출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다음 주소의 Zebra 적합성 선언서(DoC)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www.zebra.com/doc.
무선 장치에서 나오는 RF 에너지 관련 안전 정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orporate Responsibility(기업의
책임) 아래에 위치하는 www.zebra.com/responsibility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유럽
원격 및 단독형 안테나 구성
EU RF 노출 요건에 따라, 외부 원격 위치에 설치된 안테나 또는 그와 유사한 구성의 단독형 데스크톱을
사용하는 사용자 가까이에서 작동되는 안테나는 모든 사람과 최소 23cm의 간격을 두고 사용해야 합니다.
미국 및 캐나다
병치 사용 지침
FCC RF 노출 적합성 요건에 따라, 본 문서에서 이미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 송신기에 사용되는
안테나를 기타 다른 송신기/안테나와 동일한 지역에 배치하거나 함께 사용하면 안 됩니다.
휴대용 장치
FCC RF 노출 요건에 따라, 본 장치는 인체로부터 23cm 이상 거리를 두고 사용해야 합니다. 그 밖의
상황에서는 사용을 삼가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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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 장치
IEC 62471:2006 및 EN 62471:2008에 따라 'EXEMPT RISK GROUP'(위험 면제 그룹)으로 분류되었습니다.
펄스 지속: 1.5밀리초

전자파 간섭 규제 - FCC
참고: 본 장치는 FCC 규격 제15조의 Class B 디지털 장비 관련 규제에 따라 테스트되었으며 이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되었습니다. 이러한 규제는 주거 환경에서 사용할 때 발생하는 유해한 전자파 간섭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본 장비는 무선 주파수 에너지를 생성, 사용, 방사하는 제품이므로, 지침에
따라 설치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 무선 통신에 유해한 전파 간섭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방식으로 설치를 하더라도 전자파 간섭이 완전히 방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 장비가 라디오나 TV 수신과
간섭을 일으키는 경우 다음 방법 중 하나로 간섭을 수정해 보십시오. 간섭 발생 여부는 장비를 껐다가 켜는
방법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수신 안테나의 방향이나 위치를 바꾸십시오.

•

수신기와 장비 사이 거리를 넓히십시오.

•

수신기와 장비를 서로 다른 단자에 꽂으십시오.

•

판매점이나 라디오/TV 전문 기술자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무선 송신기 ( 제 15 조 )
본 장치는 FCC 규정 제15조를 준수합니다. 작동은 다음 두 조건에 따릅니다. (1) 본 장치는 유해한 간섭을
야기하지 않을 수 있으며 (2) 본 장치는 원치 않는 작동을 일으키는 간섭을 포함하여 수신되는 모든 간섭을
수용합니다.

무선 주파수 간섭 요구 조건 – 캐나다
ICES(Innovation, Science and Economic Development Canada)-003 준수 라벨: CAN ICES-3 (B)/NMB-3(B)

무선 송신기
본 장치는 Industry Canada의 라이선스 면제 RSS를 준수합니다. 작동은 다음 두 조건에 따릅니다. (1) 본
장치는 간섭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2) 본 장치는 원치 않는 작동을 일으키는 간섭을 포함하여 모든 간섭을
수용합니다.
Le présent appareil est conforme aux CNR d'Industrie Canada applicables aux appareils radio exempts de
licence. L'exploitation est autorisée aux deux conditions suivantes: (1) l'appareil ne doit pas produire de
brouillage, et (2) l'utilisateur de l'appareil doit accepter tout brouillage radio électrique subi même si le
brouillage est susceptible d'en compromettre le fonctionnement.

CE 마크 및 유럽 경제 지역 (EEA)
준수 선언
Zebra는 본 무선 장비가 Directive 2014/53/EU 및 2011/65/EU를 준수함을 선언합니다.
유럽연합 적합성 선언서(EU Declaration of Conformity)는 다음 주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www.zebra.com/d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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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VCCI) - 전자파 장해 자주규제협의회
Class B ITE

Class B ITE 한국 경고문
기종별
B 급 기기
( 가정용 방송통신기자재 )

사용자안내문
이 기기는 가정용 (B 급 ) 전자파적합기기로서 주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 모든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브라질
Declarações Regulamentares para DS9908R - Brasil
Nota: A marca de certificação se aplica ao Transceptor, mod DS9908R. Este equipamento não tem direito
à proteção contra interferência prejudicial e não pode causar interferência em Sistemas devidamente
autorizados.
Para maiores informações sobre ANATEL consulte o site: www.anatel.gov.br.
Este produto está homologado pela Anatel, de acordo com os procedimentos regulamentados pela
Resolução n°242/2000 e atende aos requisitos técnicos aplicados, incluindo os limites de exposição da
Taxa de Absorção Específica referente a campos elétricos, magnéticos e eletromagnéticos de
radiofrequência, de acordo com as Resoluções n° 303/2002 e 533/2009.

칠레
Este equipo cumple con la Resolución No 403 de 2008, de la Subsecretaria de telecomunicaciones,
relativa a radiaciones electromagnéticas.
Para la función UHF RFID, se ajustará el dispositivo a operar en el interior de inmuebles en la banda de
915 a 928 MHz con una potencia máxima radiada no superior a 100 mW, conforme a Resolución 755
parte Art 1. j3).

중국
通过访问以下网址可下载当地语言支持的产品说明书
www.zebra.com/support
本产品电磁辐射比吸收率 （SAR）最大值为xx W/kg，符合国家标准GB XXXX-XXXX 的要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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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위해물질관리방법 (CMM)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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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는 중국 위해물질사용제한지침(RoHS) 요건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유라시아 세관 연합
Евразийский Таможенный Союз
Данный продукт соответствует требованиям знака EAC.

멕시코
La operación de este equipo está sujeta a las siguientes dos condiciones: (1) es posible que este equipo o
dispositivo no cause interferencia perjudicial y (2) este equipo o dispositivo debe aceptar cualquier
interferencia, incluyendo la que pueda causar su operación no desea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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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臺灣
低功率電波輻射性電機管理辦法
第十二條
經型式認證合格之低功率射頻電機，非經許可，公司、商號或使用者均不得擅自變更頻率、加大功率或變
更原設計之特性及功能。
第十四條
低功率射頻電機之使用不得影響飛航安全及干擾合法通信；經發現有干擾現象時，應立即停用，並改善至
無干擾時方得繼續使用。
前項合法通信，指依電信法規定作業之無線電通信。
低功率射頻電機須忍受合法通信或工業、科學及醫療用電波輻射性電機設備之干擾。
型號 ABCD: SAR 標準值 2.0 W/kg；送測產品實測值為：xxxW/kg
「本公司於說明書中提供所有必要資訊以指導使用者/安裝者正確的安裝及操作」警語。
並於該中文使用說明書及器材上標示
「本器材須經專業工程人員安裝及設定，始得設置使用，且不得直接販售給一般消費者」警語。
公司資訊
台灣斑馬科技股份有限公司 / 台北市信義區松高路 9 號 13 樓

우크라이나
Дане обладнання відповідає вимогам технічного регламенту № 1057, № 2008 на обмеження щодо
використання деяких небезпечних речовин в електричних та електронних пристроях.

태국
เครื่องโทรคมนาคมและอุปกรณนี้ มีความสอดคลองตามขอกําหนดของ กท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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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의 WEEE 준수 선언
EEE Yönetmeliğine Uygundur

전기 전자 폐기물 지침(WEEE: 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Българс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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