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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ARECRADLE-MC
• SHARECRADLE-ME
• SHARECRADLE-01
• CRD-TC2Y-SE1ET
• CRD-TC2Y-BS1CO
• TRG-TC2Y-SNP1
모든 Zebra 장치는 판매 지역의 규칙과 규격에
적합하게 제작되었으며 필요한 인증 마크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현지 언어 번역 /Tradução do idioma local /
Übersetzung in die lokale Sprache /
Raduccion de idioma local / Traduction en
langue locale / Prijevod na lokalni jezik /
Traduzione in lingua locale / 現地語の翻訳 /
현지 언어 번역 / Перевод на местный язык /
本地語言翻譯 / 本地语言翻译 / Yerel dil çeviri /
Tłumaczenie na język lokalny :
www.zebra.com/support

Zebra의 명시적 승인 없이 Zebra 장비를 변형
또는 개조한 경우, 사용자의 장비 작동 권한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최고 작동 온도는 40°C입니다.

인증 마크

인증서에 제시된 인증 마크는 무전기가 사용
승인을 받았음을 나타내는 장치에
적용됩니다. 기타 국가 인증 마크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적합성 선언서(DoC:
Declaration of Conformity)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DoC는 www.zebra.com/doc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 및 안전 권장 사항
병원 및 항공기 안전
중요: 무선 장치는 무선 주파수 에너지를
송신하여 의료 전기 장비 및 항공기의
작동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병원,
의료 시설, 보건 시설 등에서 또는 항공사
직원이 요청할 경우 무선 장치를 꺼야 합니다.
이는 민감한 장비 사용 도중에 발생할 수 있는
전자파 간섭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의료 기기
Class 2 레이저 스캐너에는 저전력 가시 광선
다이오드가 사용됩니다. 태양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매우 밝은 광원에서 나오는
광선은 육안으로 쳐다보지 마십시오. Class 2
레이저 광선에 잠시 노출되는 것은 위험하지
않습니다.

전원 공급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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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식으로 설치를 하더라도 간섭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본 장비가 라디오나 TV
수신과 간섭을 일으키는 경우 다음 방법 중
하나로 간섭을 수정해 보십시오. 간섭 발생
여부는 장비를 껐다가 켜는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국 및 캐나다 인증

•

EU 고객의 경우: 수명이 다한 제품은 다음
웹사이트에서 재활용/폐기 지침을
참조하십시오. www.zebra.com/weee

무선 주파수 간섭 고지

감전 경고: 적절한 전기 정격을 가지며
Zebra가 승인한 인증 ITE LPS 전원 공급
장치만 사용하십시오. 대체 전원 공급 장치를
사용하면 본 장비에 대한 승인이 무효화되고
위험할 수 있습니다.

본 장치는 FCC 규정 제15조를 준수합니다.
작동은 다음 두 조건에 따릅니다. (1) 본 장치는
유해한 간섭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2) 본
장치는 원치 않는 작동을 일으키는 간섭을
포함하여 수신되는 모든 간섭을 수용합니다.

마크 및 유럽 경제
지역(EEA)

참고: 본 장비는 FCC 규정 제15조의
Class B 디지털 장비 관련 규제에 따라
테스트되었으며 이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되었습니다. 이러한 규제는 주거
환경에서 사용할 때 발생하는 유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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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수 선언

Zebra는 본 문서를 통해 이 장치가 Directive
2014/30/EU, 2014/35/EU 및 2011/65/EU를
준수함을 선언합니다.
유럽연합 적합성 선언서(EU Declaration of
Conformity) 전문은 www.zebra.com/doc에서
확인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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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파수 간섭 요구 조건 – 캐나다
ICES(Innovation, Science and Economic
Development Canada)-003 준수 라벨: CAN
ICES-3(B)/NMB-3(B)

본 장치는 Innovation, Science and Economic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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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질
Este equipamento não tem direito à proteção
contra interferência prejudicial e não pode
causar interferência em sistemas
devidamente autorizados.

中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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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确认进网标贴和证书真伪可查询网址 :
www.tenaa.com.cn/.

产品中有害物质的名称及含量

警告：请勿拆装，短路，撞击，挤压或
者投入火中

请按说明处置使用过的电池

金属部件 (Metal Parts)

多溴二苯醚

六价铬

O O O O O O

电池浸水后严禁使用

电路模块 (Circuit Modules)

X O O O O O

如果配套使用外部电源适配器，请确保其已通

电缆及电缆组件 (Cables
and Cable Assemblies)
塑料和聚合物部件 (Plastic
and Polymeric Parts)
光学和光学组件 (Optics
and Optical Components)
电池 (Batteries)

O O O O O O

过CCC认证

Евразийский Таможенный
Союз (EAC)
Данный продукт соответствует
требованиям знака EAC.

多溴联苯

部件名称 (Parts)

注意：如果电池被不正确型号替换，或
出现鼓胀，会存在爆炸及其他危险

镉 (Cd)

有害物质

铅 (Pb)

锂电池安全警示语 :

汞 (Hg)

L’émetteur/récepteur exempt de licence
contenu dans le présent appareil est
conforme aux CNR d’Innovation, Sciences et
Développement économ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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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本表格依据 SJ/T 11364 的规定编制。
O: 表示该有害物质在该部件所有均质材料中的含
量均在 GB/T 26572 规定的限量要求以下。
X: 表示该有害物质至少在该部件的某一均质材料
中的含量超出 GB/T 26572 规定的限量要求。( 企
业可在此处，根据实际情况对上表中打 “×” 的技术
原因进行进一步说明。

TÜRK WEEE Uyumluluk Beyanı
EEE Yönetmeliğine Uygundur.

보증

Zebra 하드웨어 제품 보증서 전문은
zebra.com\warranty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비스 정보

설비 네트워크에서 작동되고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할 수 있도록 장비를 구성한 후
사용하십시오.
장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이용에 문제가
생기면 관련 기술 또는 시스템 지원 센터에
문의하십시오. 장비에 문제가 있는 경우 관련
기술 또는 시스템 지원 센터에서 Zebra 지원
센터(http:www.zebra.com/support)에 문의할
것입니다.
본 설명서의 최신 버전은
zebra.com\support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