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델: PM350)

컴퓨터메이트

<BOOTING(재시작)>
1. BOOTING 정의
1.1 컴퓨터를 시동하거나 재시동하는 작업
2. BOOTING 종류
2.1 WARM BOOTING
①
1)정의: 전원을 끄지 않고, 시스템 재시작
2.2 COLD BOOTING
②
1)정의: 전원을 끄고, 시스템 재시작
2)기존에 설정된 정보를 초기화
3)배터리 완전 방전시도 동일한 현상 발생
3.BOOTING 방법
3.1 WARM BOOTING
1) [그림1]의 ①을 TOUCH PAN으로 3초간
누른 후에 뗀다.
2) 화면에 WARM BOOTING 메시지가 출력되고
자동으로 시스템이 재시작 된다.
그림1
3.2 COLD BOOTING
1) [그림1]의 ①과 ②를 동시에 누르고 3초 후에 뗀다.
2) 화면에 COLD BOOTING 메시지가 출력되고, 전원이 꺼진 후에 시스템이 재시작
된다.
3.3 주의사항
1)WARM BOOTING 경우 기존 설정이 남아 있으나 COLD BOOTING 경우 기존 설정
이 지워짐으로 PDA일자, N/W 등과 같이 설정된 정보가 있을 경우 재설정해서 사
용해야 한다.

<시스템 날자 설정>
1. 설정순서
1.1 [그림1]의 ①을 더블 클릭한다.
1.2 [그림2]의 날자 설정 화면에서 시스템 일자 및 시간
을 수정하고 ②의 [적용]버튼을 클릭한다.
①
1.3 화면 우측 상단의 [OK]를 클릭해서 빠져 나온다.
2. 주의사항
2.1 자료 처리일자가 PDA 경우 시스템 일자를 보여 초기
값으로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설정해야 한다.
2.2 COLD BOOTING 경우 설정 정보가 초기화 됨으로
주의해야 한다.

그림1

②

그림2

<AP 설정(무선 LAN)>

①

1. 설정순서
1.1 [그림1]의 PDA 바탕화면에서 ①을 더블 클릭한다.
②
1.2 [그림2]의 ②를 클릭한다.
1.3 [그림3]의 ③을 더블 클릭한다.
1.4 [그림4]의 ④의 연결 정보를 입력하고, 우측 상단의
[OK]버튼을 클릭한다.
네트워크 키를 입력하기 위해서는 ‘자동으로 키 제공’
의 체크가 해제되어야 함.
③
1.5 [그림3]의 [IP정보] 탭을 선택하고, IP가 보이는지
확인하고, [OK]버튼을 클릭한다.
1.6 [그림1]의 ①이 그림과 같이 변경되었는지 확인한다.
정상적으로 연결되지 않았을 경우 이미지에 ‘X’가
④
있음으로 이때는 다시 설정해야 한다.
2. 주의사항
2.1 COLD BOOTING 경우 설정 정보가 초기화 됨으로
주의해야 한다.
2.2 AP 거리가 멀 경우 연결이 끊길 수 있음으로 [그림1]
의 이미지를 확인해야 한다.
2.3 AP 연결이 정상적이라 하더라도 거리가 멀 경우 프
로그램 장애가 발생할 수 있음으로 이때는 가까운 곳
으로 이동해서 처리해야 한다.

그림1

그림2

그림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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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코드 설정>

①

1. 설정순서
1.1 [그림1]의 ①을 클릭하고, [그림2]의 메뉴에서
Result Type 메뉴를 선택하고 [Keyboard Event]를
②
선택한다.
1.2 [그림2]의 메뉴에서 [Terminator]를 선택하고,
[CRLF]를 선택한다.
2. 공장초기화
2.1 [그림2]의 메뉴에서 [Settings]를 클릭한다.
2.2 스캐너 설정 화면의 [일반]탭을 선택하고,
[공장 기본으로 설정]버튼을 클릭한다.
3. 바코드 기능 활성/비활성화
3.1 비할성화
-[그림1]의 ①을 클릭하고, [그림2]의 메뉴에서
[Disable Scanner] 메뉴를 클릭한다.
3.2 활성화
-[그림1]의 ①을 클릭하고, [그림2]의 메뉴에서
[Enable Scanner] 메뉴를 클릭한다.
3. 주의사항
3.1 PDA 스캔시 이상한 문자가 앞/뒤로 붙거나 오동작을
할 경우 공장 초기화 후에 바코드를 설정하면 대부분
의 문제가 해결 된다.
3.2 [그림1]의 바코드 이미지가 회색일 경우 바코드 기
능을 활성화 해야 한다.

그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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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설치>

①

1. 설치순서
1.1 [그림1]의 ①을 더블클릭해서 Internet Explorer를
실행한다.
1.2 주소 입력 난에 해당파일이 있는 웹서버 주소를
ex) http://172.18.20.13/MES_NXS/PDA/MatePDASetup.cab
입력하고 Enter를 친다.
1.3 [그림2]의 대화상자에서 동일하게 옵션을 선택하고,
[확인]버튼을 클릭한다.

그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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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설치(계속)>

1. 설치순서
1.4 [그림1]의 파일 저장 화면에서 우측 상단의
[OK] 버튼을 클릭한다.
1.5 파일이 저장되면서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설치되고
[그림2]화면이 나타난다.
1.6 [그림2]의 우측 산단의 [X] 버튼을 클릭해서
화면을 닫는다.
1.7 바탕화면에
아이콘이 생성된다.
2. 주의사항
2.1 프로그램을 실행하려면 바탕화면의 아이콘을
더블 클릭한다.
2.2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 최신 버전이 서버에 있을
경우 Download 후에 실행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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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삭제>
①
1. 삭제순서
1.1 [그림1]의 ①을 클릭하고 설정->제어판 메뉴를
선택한다.
1.2 [그림2]의 화면에서 스크롤바를 밑으로 내려서
[프로그램제거] 아이콘을 더블 클릭한다.
1.3 [그림3] 프로그램 제거 화면에서 해당 프로그램을
선택하고 [제거] 버튼을 클릭한다.
그림1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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