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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

◈ 배터리 충전

본 설치 안내서는 제품 설치 및 사용에 필요한 내용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쿼드 도킹 크래들은 ZQ110 프린터의 배터리를 동시에
4 개까지 충전하는데 사용됩니다.

◈ 구성품

쿼드 도킹 크래들

쿼드 배터리 차저 어댑터
/ 도킹 크래들 어댑터

전원코드

설치 안내서

프린터 전원을 끄십시오.
그림과 같이 프린터를 쿼드 도킹 크래들에 밀어 넣으십시오.
딸깍하는 소리가 날 때까지 프린터를 밀어 넣으십시오.
프린터가 삽입되면 충전이 시작됩니다.
충전이 완료되면 프린터를 분리하십시오.

주의
반드시 외부 단자 배터리를 사용하십시오.

◈ 설치 시 주의사항
1.
2.
3.
4.
5.
6.

1.
2.
3.
4.
5.

직사광선을 받거나 과열될 수 있는 장소에는 설치하지 마십시오.
고온 다습한 곳에서 사용하거나 보관하지 마십시오.
먼지가 많은 곳에서 사용하거나 보관하지 마십시오.
불안정하거나 수평이 유지되지 않는 곳에 설치하지 마십시오.
강한 진동이나 충격은 손상의 원인이 됩니다.
사용하기 쉽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십시오.

◈ 케이블 연결 방법
1. 전원코드를 쿼드 도킹 크래들
어댑터에 연결하고 어댑터를
쿼드 도킹 크래들에
연결하십시오.
2. 전원코드를 콘센트에
꽂으십시오. 입력전압은
100~240VAC, 50/60Hz,
1.0A 입니다.

참고
배터리 충전 상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표시등
충전 상태
황색등 켜짐
충전중
녹색등 켜짐
충전 완료
오류
적색등 점멸
배터리 교체 또는 재 장착

◈ WEEE (Waste Electrical and Electric Equipment)
This marking shown on the product or its literature, indicates that it should not be
disposed of with other household wastes at the end of its working life. To prevent
possible harm to the environment or human health from uncontrolled waste disposal,
please separate this from other types of wastes and recycle it responsibly to promote
the sustainable reuse of material resources. Household users should contact either
the retailer where they purchased this product, or their local government office, for
details of where and how they can take this item for environmentally safe recycling.
Business users should contact their supplier and check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purchase contract. This product should not be mixed with other commercial
wastes for disposal.

경고
쿼드 배터리 차저/도킹 크래들 전용 어댑터(12VDC, 3A)만 사용하십시오.

표시등

Self-Test

적색등 점멸

쿼드 도킹 크래들 오류

주의
1. 초기 전원이 공급되면 쿼드 도킹 크래들은 Self-Test 를 실시하며,
오류 발생시 적색등이 점멸됩니다.
2. 적색등이 계속 점멸되면 프린터를 제거하고, 접촉 단자에 이물질이
있는지 확인 후 전원코드를 4~5 회 재 연결하여 확인하십시오.
3. 상기 조치를 이행한 후에도 적색등이 연속적으로 점멸 할 경우
판매자 또는 구입처에 문의하십시오.

2.5 시간

주의
1. 충전기의 적색등이 점멸 할 경우 프린터를 재 장착하십시오.
2. 4~5 회 재 장착 시에도 적색등이 점멸한다면 판매자 또는 구입처에
문의하십시오.
3. 충전기 종류나 주변 온도에 따라 충전시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3. 전원이 연결되면 황색등,
녹색등, 적색등이 3 초간
켜집니다.

참고

충전 시간

☎ Zebra Technologies Corporation
● Web site

http://www.zebra.com

● Zebra Technologies Corporation (Global/Americas Headquarters)
475 Half Day Road, Suite 500, Lincolnshire, IL 60069 USA
Tel: +1 847 634 6700 or +1 866 230 9494
● Zebra Technologies Europe Limited
Dukes Meadow, Millboard Road, Bourne End , Buckinghamshire, SL8 5XF, UK
Tel: +44 (0)1628 556000
● Zebra Technologies Asia Pacific, LLC
120 Robinson Road, #06-01 Parakou Building, Singapore 068913
Tel: +65 6858 0722
● Latin American Sales Office
9850 NW 41st Street, Suite 110 Doral FL 33178
Tel: +1 305 558 84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