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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기 전에

 본 설명서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본 설명서는 (주)ATID에 의해 제작된 것으로 무단으로 복사, 편집, 배포 할 수 
없습니다. 
본 설명서의 내용은 제품의 실제 동작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본 설명서는 필요 시 사용자의 허가 없이 (주)ATID가 임의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본 설명서는 ATD100을 사용하거나, 관리 및 유지보수를 하는 사용자를 위해서 
작성되었습니다. 제품을 사용하시는 고객님은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본 설명서를 
숙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 사용자의 부주의나 제품 수리로 인해 저장된 데이터에 손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한 피해는 제조사가 책임지지 않으므로 중요한 데이터는 별도로 기록 / 보관 
    하십시오. 
· 제품에 장애가 발생할 시 사용자 임의로 분해 또는 수리하지 마시고, 고객지원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파로 인한 문제나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곳(비행기, 병원 등)에서는 제품 사용을 
    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장시간 사용은 제품 고장의 원인이 되오니 사용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용 도중 냄새, 연기, 소음 발생 시 즉시 충전기를 분리하시고 전원을 끈 후 고객지원
    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사용상 문의 상항이 있으시면 고객지원센터에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제품 관리 방법

· 본체가 물에 젖었을 경우에 건조 시키기 위해 난로나 전자레인지 등의 발열기구를 
    사용하지 마시고 실온에서 자연 건조하시거나 구매처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장시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충전 후 실온에서 보관해 주세요.
· 사용 기간 경과에 따라 완충이 된 경우에도 사용 시간이 짧아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구매처에 문의해 주십시오.



ATD100 (Desktop Reader) 퀵 가이드

-  단말기 사진 및 스위치, LED 설명

- HID 모드 

상태 표시 LED : 적색
On/Off 스위치 및 LED : 녹색
모드 전환 스위치 : H(HID)

- Serial 모드

상태 표시 LED : 녹색(Flickering)
On/Off 스위치 및 LED : 녹색
모드 전환 스위치 : S(Serial)

- Driver 설치 알림 모드

상태 표시 LED : 적색(Flickering)
On/Off 스위치 및 LED : 녹색
모드 전환 스위치 : H(HID)
모드 전환 스위치가 S(Serial)인 경우, PC에서 알림

- HID 모드 사용 순서

1. 모드 전환 스위치를 H(HID)에 놓는다.
2. PC에 Driver를 설치한다.(AT9S_driver_xXX) 
3. USB 케이블을 PC에 연결한 뒤, On/Off 스위치를 눌러 전원을 켠다.
4. 태그 정보를 표시할 문서 파일(txt, docx, xlsx 등)을 연다. 
5. 태그 리딩을 시작한다.

- Serial 모드 사용 순서

1. 모드 전환 스위치를 S(Serial)에 놓는다. 
2. USB 케이블을 PC에 연결한 뒤, On/Off 스위치를 눌러 전원을 켠다.
3. PC가 포트를 잡으면 관련 프로그램 및 tool을 열어 제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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