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ebra 수리 주문 포털
수리 주문 포털을 이용한
배터리 보증 청구 요청 제출

2021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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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을 작성하여 배터리 보증 청구 요청을 제출하세요:
a) 제품 일련 번호/부품 번호
b) 배터리 부품 번호

제품 일련 번호/부품 번호를 사용한 제출 처리
제품 일련 번호/부품 번호를 사용하여 장치 및 배터리 수리 요청을 제출하십시오.

배터리가 제품 보증 또는 Zebra OneCare 계약으로 보장되는 경우 Job Type이 warranty/contract로 나타나며 제출 요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Job Type이 Warranty 또는
Contract에 해당된다면 수리
주문서를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제품 일련 번호를 입력하고
Problem Category에서
배터리(Battery)를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ADD를 클릭하십시오.

제품 일련 번호/부품 번호를 사용한 제출 처리

배터리 제조일자 필드에 배터리
제조일자를 입력하고 다음을
클릭하십시오.

배터리 보증 기간은 12개월입니다.
*배터리가 더이상 보증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오류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다음을 클릭하면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 Yes를 클릭하여 배터리 라인을 추가하십시오.
• No를 클릭하면 배터리 라인을 추가하지 않습니다.

배터리 부품 번호를 사용한 제출 처리
Job Type이 Billable로 반영되며, 배터리가 제품 보증 또는 Zebra OneCare 계약으로 보장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 경우 Job Type에 이의를 제기하여 해당 불일치에 대해 Zebra 측에 대해 알려 주십시오. 계약 번호 또는
구매일자를 제공해 주셔야 합니다.

부품 번호를 사용하여 추가된
제품은 Job Type이 항상
“Billable”로 반영됩니다.

배터리 부품 번호를 입력하고
Problem Category에서
배터리(Battery)를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ADD를 클릭하십시오.

배터리가 제품 보증 또는 Zebra
OneCare 계약으로 보장되는
경우, Job Type 상태에 이의를
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터리 부품 번호를 사용한 제출 처리
Job Type이 Billable로 반영되며, 배터리가 제품 보증 또는 Zebra OneCare 계약으로 보장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 경우 Job Type에 이의를 제기하여 해당 불일치에 대해 Zebra 측에 대해 알려 주십시오. 계약 번호 또는
구매일자를 제공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 단계를 따라 이의를 제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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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Dispute Job Type 체크박스를 선택하십시오.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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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Dispute Reason 드롭 다운 필드에서 Contract
또는 Warranty를 선택하십시오.
알림: 계약 번호 및 구매일자 필드는 Dispute Reason
필드에서 선택한 값에 기반하여 나타납니다.

3단계: Contract Number 또는 Purchase Date 필드에
사용 가능한 정보를 입력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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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배터리 제조일자 필드에 배터리 제조일자를
입력하십시오.
5단계: NEXT 또는 ADD ANOTHER PRODUCT를
클릭하여 수리 주문서를 진행합니다.

배터리 부품 번호를 사용한 제출 처리
배터리가 보증으로 보장될 경우
➢ Job Type이 Warranty로 업데이트됩니다.

배터리가 더이상 보증으로 보장되지 않을 경우

➢ 오류 메시지가 표시되고 OK를 클릭하면 배터리 라인이 제거됩니다.

배터리 라벨
배터리 부품 번호

배터리 ID 세부 정보
위치

상세한 설명

예시

6번째

팩 제작연도

Q = 2007, R = 2008, S = 2009
T = 2010, U = 2011, V = 2012
W = 2013, X = 2014, Y = 2015
Z = 2016, A = 2017, B = 2018
C = 2019, D = 2020, E = 2021
F = 2022, G = 2023, H = 2024
I =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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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번째

팩 생산월

6번째 위치 = B = 연도 = 2018
7번째 위치 = 4 = 월 = 4월
8번째 및 9번째 위치 = 날짜 = 28

1 = 1월, 2 = 2월, 3 = 3월
4 = 4월, 5 = 5월, 6 = 6월,
7 = 7월, 8 = 8월, 9 = 9월
A = 10월, B = 11월, C = 12월

8번째 및
9번째

팩 제작일자

01~31

B428- 배터리 팩 조립일자는 2018년 4월 28일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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