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4090
부착용 받침대
설치 안내서

벽면 장착

4-슬롯 이더넷 크래들 설치

벽면 부착용 받침대를 템플리트로 사용하십시오. 받침대를 벽면에 놓고 높낮이를 맞춘 뒤 나사 구멍 5개를
표시하십시오.

1.

1.

벽에 위쪽 나사 3개를 끼워 살짝 조이십시오.

2.

위쪽 부착 구멍 3개를 나사에 맞추십시오.

3.

부착용 받침대를 나사에 끼우십시오.

4.

나사 3개를 단단히 조여 부착용 받침대를 벽에 고정하십시오.

5.

받침대의 아래쪽 나사 2개를 끼워 단단히 조이십시오.

크래들 뒤의 슬롯 2개를 받침대의 크래들 정렬 탭 2개에 맞추십시오.

오른쪽 케이블 슬롯
크래들 정렬 탭

크래들 슬롯

충전기 부착용 볼트
왼쪽 케이블 슬롯

크래들 정렬 탭

전원 공급 장치의 부착용 선반
Zebra는 제품의 안정성, 기능, 디자인을 향상하기 위해 제품을 변경할 권리가 있
습니다.
Zebra는 본 설명서에 언급된 애플리케이션이나 제품, 회로 또는 애플리케이션의
사용과 관련되어 발생되는 제품 상 문제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없습니다.
명시적/묵시적 표현, 금반언의 규칙, Zebra 제품이 사용되는 제반 공정, 시스템, 장
치, 기계, 자재, 방식, 또는 이러한 요소가 결합된 것과 관련된 특허권이나 특허 등
에 따라 어떠한 사용권도 허가되지 않습니다. 묵시적 사용권은 Zebra 제품에 포함
된 장비, 회로, 하위 시스템에 한해서만 적용됩니다.

전원 공급 장치 설치

2.

받침대와 함께 제공된 M4.0 나사로 크래들을 부착용 받침대에 단단히 고정하십시오.

전원 공급 장치를 부착용 선반에 놓습니다. 이 때 DC 출력 커넥터와 팬을 선반 바깥쪽으로 향하게 하고 팬이
위로 가게 합니다.

Zebra와 Zebra 머리 그래픽은 ZIH Corp.의 등록 상표입니다. Symbol 로고는 Zebra
Technologies 회사인 Symbol Technologies의 등록 상표입니다.

보증
Zebra 하드웨어 제품 보증서 전문은 http://www.zebra.com/warranty에서 확
인할 수 있습니다.

전원 공급 장치 팬
DC 출력
커넥터

전원 공급 장치
공기 구멍

Zebra Technologies Corporation
Lincolnshire, IL U.S.A.
http://www.zebra.com
Zebra와 Zebra 머리 그래픽은 ZIH Corp.의 등록 상표입니다. Symbol 로고
는 Zebra Technologies 회사인 Symbol Technologies의 등록 상표입니다.
© 2015 Symbol Technologies, Inc.

72-92884-03KO 개정판 B — 2015 년 3 월

1

2

4-슬롯 보조 배터리 충전기 설치

다중 받침대 부착
크래들 전원 플러그

4-슬롯 보조 배터리 충전기의 뒤에 네 개의 장착 슬롯이 있습니다. 슬롯 주변에 가이드가 있어
서 충전기가 부착용 받침대에 제대로 정렬될 수 있도록 합니다. 무게 때문에로 충전기가 제 자
리에 고정됩니다.

벽에 다중 받침대 설치 시:
•

한 부착용 받침대에서 다른 부착용 받침대까지의 거리는 25.4cm(10in.)가 돼야 합니다.

•

바닥에서 맨 마지막 받침대의 밑까지의 거리는 61cm(24 in.)가 돼야 합니다.

•

받침대를 가로로 부착할 때 각 받침대 사이의 최소 거리는 탭이 서로 살짝 닿는 정도입니다.

오른쪽 케이블
슬롯
장착 슬롯

충전기 전원
플러그

타이랩

9.

탭의 위치는 최저 거리
를 유지하도록 함

부착용 받침대에 연결된 AC전선 코드는 타이랩 한 개로 고정하십시오.

10. 타이랩

2개로 충전기 전원 리드와 AC 전선 코드를 함께 고정하십시오(아래 그림 참조).
충전기 전원 리드

부착용 볼트

25.4cm
10in.

타이랩

AC 전선 코드

충전기를 부착용 볼트 위에 놓고 제 자리에 밀어 넣으십시오.
충전기가 잘 꽂혔는지 확인하십시오.

타이랩

배선
AC 전선 코드는 AC 전력을 전원 공급 장치에 공급합니다. 부착용 받침대 전원 케이블은 전원
공급 장치에서 4-슬롯 이더넷 크래들과 4-슬롯 보조 배터리 충전기에 전원을 공급합니다.
AC 전선 코드가 AC 전원에서 전원 공급 장치까지 연결할 수 있을 만큼 긴지 확인하십시오.

11. AC

전선 코드를 AC 전원에 꽂으십시오.

1.

AC 전선 코드가 올바른 받침대 케이블 슬롯을 통과하도록 배치하십시오.

충전기에 배터리 끼우기

2.

AC 전선 코드를 전원 공급 장치 AC 입력 커넥터에 꽂으십시오.

3.

전원 케이블의 전원 공급 장치 커넥터를 크래들 채널로 통과시켜 크래들의 왼쪽으로
나오도록 하십시오.

보조 배터리를 4-슬롯 보조 배터리 충전기에 끼울 때 배터리를 올바른 방향으로 끼우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4.

전원 케이블 커넥터를 전원 공급 장치의 DC 출력 커넥터에 꽂으십시오.

5.

크래들 전원 플러그를 4-슬롯 이더넷 크래들 입력 전원 커넥터에 꽂으십시오.

6.

충전기 전원 플러그를 4-슬롯 보조 배터리 충전기 입력 전원 커넥터에 꽂으십시오.

7.

케이블을 배치하십시오(그림 참조).

8.

전원 공급 장치의 부착용 선반에 연결된 전원 케이블의 Y형 연결선을 타이랩 2개로
고정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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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cm
24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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