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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뉴얼 사용시 주의 사항
M3 T 를 구매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 이 단말기는 고성능의 데이터 수집과 이동
통신 기능을 산업용수준의 견고함과 함께 제공 합니다.
이 사용자 매뉴얼은 M3 T 시리즈의 기본 사용 방법과 특색을 사용자에게 가이드
하기 위해 제작 되었습니다.

주의사항
 단말기 사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와 올바른 사용을 위해 단말기
사용 전 안전수칙과 본 매뉴얼을 먼저 상세히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매뉴얼은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제작 되었고, 매뉴얼의 상세내용은 사
전 통보 없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본 매뉴얼의 설명은 단말기의 기본 (Default) 설정을 기본으로 제작 되었
습니다.
 이미지와 스크린 샷 은 가장 최신 버전의 소프트웨어를 사용 하여 제작
되었습니다.
 본 사용자 매뉴얼은 단말기가 모든 옵션 사항을 가지고 있음을 가정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사용 가능한 옵션 사항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지역 배급 자 혹은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
지 주소: http://www.m3mobile.net)
 M3 Mobile은 제 삼자를 통해 제공된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성능상의 문제
에 대한 어떠한 법적 책임을 가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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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bile은 사용자의 실수 혹은 부주의로 인해 발생된 성능상의 저하 혹은
호환성에 대한 어떠한 법적 책임을 가지지 않습니다.
 M3 Mobile은 사용자의 저작권 및 특허권 침해에 관한 어떠한 법적 책임을
가지지 않습니다.
 M3 Mobile은 사용자 혹은 제 삼자가 개발한 어플리케이션을 전체 혹은 부
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용자 환경 혹은 단말기의 성능 개선을
위한 부분일수 있으니 이점 양해 바랍니다.
 현재 사용하고 계신 OS 버전보다 새로운 OS 버전이 단말기를 구매하신
후에 출시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최신 OS 의 정보를 얻으시려면 지역 배
급 자에게 연락 하시기 바랍니다.
 본 사용자 매뉴얼은 기술 혹은 편집 오류를 포함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
Copyright © 2012 M3 Mobile 주식회사
본 사용설명서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 받는 저작물 입니다. M3 Mobile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사용 설명서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복제, 공중송신, 배포, 번역하거
나 전자매체 또는 기계가 읽을 수 있는 형태로 바꿀 수 없습니다.

등록상표권
 M3 Mobile, M3 로고는 M3 Mobile 주식회사의 등록 상표 입니다.
 M3 T 는 M3 Mobile 주식회사의 등록 상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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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crosoft logo, Windows logo, MS Office, ActiveSync, Windows Mobile Device
Center 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등록 상표 입니다.
 Bluetooth® 는 Bluetooth SIG, Inc 사의 등록 상표 입니다.
 Summit and SCU 는 Summit data communication 사의 등록 상표 입니다.

사용 설명서에 표시된 기호
본 사용자 매뉴얼을 사용하시기 전에 아래 기호들에 먼저 익숙해 지시기 바랍니
다.

주의 사항 – 사용자나 사용자 주변에 상해를 입힐 수 있는 경우.
참고 내용 – 사용 단말기나 기구에 손상을 입힐 수 있는 경우
보충 설명 – 유용한 정보 또는 추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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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수칙




운전 중에는 PDA를 사용하지 마세요.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운전 중 PDA 사용에 대한 관련 법규를 지키세요.

젖은 손으로 PDA 전원 플러그를 만지지 마세요.






감전될 수 있습니다.

배터리 사용시 주의 하세요.


강한 충격을 주거나 뾰족한 것으로 뚫지 마세요.



물에 젖거나 잠기지 않도록 하세요



배터리 충전 단자가 금속 물질에 닿지 않도록 하세요

PDA, 배터리, 충전기 등을 열기구 가까이에 두거나 안에 넣지 마세요.


PDA가 변형 되거나 폭발 및 화재의 원인이 됩니다.



차량 내부에 기기를 두었을 경우 온도 상승에 따른 배터리 폭발위험이
있습니다.



천둥, 번개가 치는 날씨에는 PDA의 사용을 삼가세요.


낙뢰 및 화재의 위험으로 인해 PDA가 고장 나거나 감전의 위험이 있습
니다.



PDA의 사용이 금지된 곳에서는 PDA의 전원을 끄세요


전파상의 문제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행기 탑승 시에는 PDA의 전원을 끄세요, PDA의 전자파가 비행기의 전
자 운항 기기에 영향을 주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병원 안에서는 PDA 의 전원을 끄세요, 해당 병원의 규정을 지키세요, PDA 의
전자파가 의료기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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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 위험 지역에서는 PDA의 전원을 끄세요.


폭발 위험지역 안의 규정, 지시 사항, 신호를 지키세요.



주유 중에는 PDA의 전원을 끄는 것이 안전합니다.

헤드 셋 사용 시 주의 하세요.


높은 음량으로 오랫동안 사용하면 귀에 자극을 주어 청력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보행이나 운전 중에 높은 음량으로 사용하면 주의력이 떨어져 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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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사항
Version 2.3 & 2.4 배포일: 2012년 10월
 스펙 추가
Version 2.2 배포일: 2012년 9월


패키지에서 이어폰 삭제.

Version 2.2 배포일: 2012년 7월


서비스 센터 주소 변경.

Version 2.1 배포일: 2012년 3월


새로운 안전수칙 추가.

Version 2.0 배포일: 2012년 1월
 새로운 유형 적용.
 새로운 범주 추가.
: 프로그램 개발 요건.
: 어플리케이션에 관한 간단한 설명.
Version 1.0 배포일: 2010년 8월
 첫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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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작해 볼까요
1.1 구성품 확인
1.1.1 단말기와 주변기기
M3 T 패키지는 아래의 항목들을 포함 하고 있습니다:

<M3 T 단말기>

<크래들>

<배터리>

<어댑터>

<A-to-B USB 케이블>

<스타일러스 펜>

<퀵 매뉴얼>
위의 파트 중 패키지 안에 들어 있지 않거나, 파손된 파트가 있을 경우, 구입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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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패키지에는 한대의 단말기만 제공 됩니다.)

단말기를 원 제조 용도 이외의 용도로 사용 하거나 개조할 경우 전자
파에 노출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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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배터리
1.2.1 사용법
배터리 삽입
 단말기 뒷면의 핸드스트랩을 뺀 후, 배터리 밑부분을 단말기의 홈에 맞춥
니다.
 배터리 윗부분을 아래로 눌러 배터리를 장착한 다음 핸드스트랩을 원래의
자리에 다시 끼웁니다.

M 3 T는 3.7V, 2,700mAh Li-Polymer 배터리를 사용 합니다.
 승인되지 않은 배터리를 사용하면 배터리가 폭발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를 폐기할 경우 올바른 절차에 따라 폐기 하시기 바랍니다.
 배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삽입 되었는지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배터리 추출
 단말기 뒷면의 핸드스트랩을 뺀 후, 배터리 잠금장치를 위로 올립니다.
 잠금 장치 옆의 홈을 이용해 배터리를 들어 올리면 배터리가 분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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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를 올바르게 제거 하지 않을 시, 배터리 연결 단자가 휘거나 손
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배터리를 제거 할 시, 사용 중이던 프로그램을 종료하지 않으시면, 프
로그램 상의 오류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배터리가 제거되면 보조 배터리가 동작하며, 단말기는 대기모드로 진입 합니다.

M3 T 는 한번의 완전 충전으로 최대 11시간까지 사용 하실 수 있습니
다. (최대 사용시간은 사용자의 사용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
다.)

1.2.2 배터리 충전 방법
다음과 같은 배터리 경고 창이 뜨면 배터리 충전을 해 주세요. 충전을 하지 않고
단말기를 계속 사용하면 단말기의 전원이 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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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충전하기
 휴대용 어댑터를 이용하여 크래들에 어댑터를 연결하여 외부 전원을 공급
해 주세요.
 그림과 같이 단말기를 크래들에 얹고 밀어 내려 장착하면 충전이 시작됩
니다.

AC 어댑터는 100~240V, 5A 환경에서 사용하도록 제작 되었습니다, 이
범위 밖의 전압을 사용할 경우 심각한 손상을 초래 할 수 있습니다.

M3 Mobile에서 제공하는 정품 어댑터를 사용하세요. 다른 기기를 통한
충전 시, 충전 중이나 충전 후에 단말기의 오작동 및 손상 혹은 배터
리의 성능 저하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림과 같이 단말기를 크래들에 얹고 밀어 내려 장착하면 충전이 시작됩니다.
LED 색

내용

붉은 색

충전 중

녹 색

충전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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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를 -20oC (-4oF)~60oC (140oF) 온도 이외의 온도에서 사용할 경
우, 단말기의 오작동 및 고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방전된 배터리의 경우 충전 완료까지 약 4~5 시간이 소요됩니다.
보조 배터리 충전 방법
크래들의 홈에 맞추어 배터리를 아래 그림과 같이 끼워 넣으세요.
크래들에 표시된 충전 램프의 색이 붉은색으로 켜지면 충전이 시작됩니다..

충전이 완료되면 그림과 같이 크래들 에서 보조 배터리를 분리해 주세요.
크래들 에는 과 충전 방지 회로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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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배터리를 단말기와 같이 충전하게 될 경우, 단말기에 장착된 배터리가 먼저
충전된 다음 보조 배터리가 충전됩니다.
 M3 Mobile 은 2년 사용 후 배터리 교체를 권장 합니다.
 충전과 사용을 반복할 경우, 배터리의 용량이 감소 합니다.

단말기의 배터리 정보는 시작설정제어판전원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작해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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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전원 켜기/끄기
1.3.1 전원 켜기
그림과 같이 리셋 버튼을 짧게 누르면 단말기가 켜지면서 초기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완전 방전 혹은 보조 배터리의 잔량이 너무 낮을 경우, 단말기 시작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문제가 생길 경우, 리셋 버튼
을 5초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1.3.2 전원 끄기
단말기의 전원 버튼을 5초간 눌러 단말기의 전원을 끄실 수 있습니다.

1.3.3 대기 모드
단말기의 지속적인 사용이 없으면, M3 T 는 배터리의 전력 소모량을 줄이기
위해서 자동으로 대기모드로 진입하게 됩니다. 단말기의 대기모드 진입을
수동으로 하기 위해서는 전원 버튼을 살짝 눌러 주세요.

시작해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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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값으로 단말기 백라이트는 30초, 단말기는 1분 이상 사용이 없을 경우, 대
기모드로 진입 합니다.

단말기의 대기모드 진입 시간과 백라이트 소등 시간은 설정은 사용자가 지정할
수 있습니다. 시작설정제어판조명 의 경로를 따라 이동하면 조명 설정을
변경 하실 수 있습니다, 시작설정제어판전원 의 경로를 따라 이동 하시면,
단말기의 대기모드 진입시간 설정을 변경 하실 수 있습니다.

대기모드 진입 시, 폰 모듈을 제외한 단말기내 모든 모듈의 전원이 공
급되지 않으며, 현재 접속된 AP 와의 접속이 끊기게 됩니다, 대기모드
에서 나오실 경우 약 10초 안에 AP와의 접속이 재개 됩니다.

1.4 외장 메모리 카드
1.4.1 외장 메모리 카드 삽입
M3 T 는 외장 메모리로 MicroSD 메모리 카드를 사용합니다. MicroSD 메모리
카드를 그림과 같이 단말기의 상단에 위치한 MicroSD 카드 삽입구에 끼워
넣으세요.

시작해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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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SD카드를 올바른 방향으로 삽입하여 주십시오.
 M3 T 에서 사용하는 OS 인 Windows CE는 32GB까지의 외장 메모

리를 지원 합니다.
 OS 업데이트 시에는 2GB 이하의 외장 메모리를 사용 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1.4.2 데이터 확인
MicroSD 카드에 저장된 정보는 내 장치저장소 카드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MicroSD 카드를 통한 OS업데이트 방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4.2.1 SD 카드를
통한 OS 업데이트 섹션을 통해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시작해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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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SIM 카드
1.5.1 SIM 카드 삽입
3G 네트워크에 접속이 가능한 단말기라면, 배터리를 제거 하여 SIM 카드 슬롯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SIM카드는 음성통화, 무선통신을 통한 데이터 전송 등을 지원하며, 지역 네트워
크 공급자에게 검증 받은 SIM 카드를 사용 하셔야 합니다.
SIM 카드 삽입을 위해 배터리를 제거 하고, SIM 카드를 올바른 방향으로 삽입 하
여야 합니다.

3.5 전화기 섹션을 통해 전화기 사용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
다.

시작해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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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본 사용법
2.1 특징
단말기 레이아웃

기본 사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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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키패드
2.2.1 버튼
M3 T Alpha-Numeric
Alpha-Numeric 키 패드 레이아웃

Button
전원
숫자 / 문자
스페이스

Description
Sleep/Wake up 모드 동작
숫자 및 문자 입력
입력한 데이터 사이에 빈칸을 삽입 합니다.
짧게 누르기: 전원 켜기, 소프트 리셋

리셋

길게 누르기: 전원 끄기
길게 누른 후 짧게 누르기: 하드리셋

백 스페이스
엔터

바로 이전의 문자 삭제
선택한 항목이나 기능을 실행

기능 1/2/3/4

해당 버튼에 지정된 프로그램 또는 기능을 실행 합니다.

입력모드 변환

영문 / 숫자의 입력모드를 변환 합니다.

기본 사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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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홈 화면
단말기의 화면을 켜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그림과 같
이 단말기의 화면은 크게 2 부분으로 분류 됩니다.

 바탕 화면

 작업표시 줄

2.3.1 바탕화면
바탕 화면에는 주요 프로그램의 단축 아이콘이 있습니다. 단축 아이콘들은 추가
또는 삭제가 가능합니다.

아이콘

이름
내 장치
휴지통

설명
폴더와 파일을 볼 수 있습니다.
파일과 데이터를 완전히 삭제하거나 복원합니다.
☞ 휴지통을 비운 후에는 파일 및 데이터를

기본 사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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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원할 수 없으므로 주의하세요.
내 문서

미디어
플레이어
워드패드
원격 데스크 톱
연결
인터넷
익스플로러

프로그램, 파일, 데이터 등을 저장하고
보여줍니다.
디지털 오디오 및 비디오 파일을 재생합니다.
☞ ASF, WMA, MP3, WAV 등의 파일 형식을
지원합니다.
문서를 작성합니다.
원격 접속을 실행합니다.

웹 또는 인트라넷을 검색합니다.

2.3.2 작업 표시줄
작업표시줄에는 주요 프로그램의 단축 아이콘 및 현재 실행되고 있는 프로그램
창이 표시됩니다.

아이콘

이름
시작
블루투스
빠른 연결

소리
네트워크

설명
프로그램, 즐겨 찾기, 문서, 설정, 도움말, 실행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블루투스의 연결/해제 상태를 표시합니다.
무선랜 켜기/끄기, 알람, 백 라이트,
작업관리자로 빠르게 연결시켜 줍니다.
단말기 사용 시, 볼륨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의 연결/해제 상태를 표시합니다. 더블

기본 사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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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 시 네트워크의 연결 정보가 표시됩니다.
현재 입력되는 데이터 타입을 나타내 줍니다.
데이터 입력

모드체인지 버튼을 누르는 횟수에 따라
숫자/알파벳 소문자/알파벳 대문자/방향키로
바뀝니다.
입력 판을 볼 수 있습니다. 길게 누를 경우,

입력 모드

필기인식 또는 가상 키보드 중 선택 가능한
창이 뜹니다.

프로그램 실행 창
ScanEmul(

) 또는 RfidEmul (

현재 실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의 목록을
보여줍니다.
)를 사용하실 경우 해당 아이콘이

작업표시줄에 나타납니다.

2.4 데이터 입력 방법
2.4.1 스타일러스 펜
선택 및 실행

대상 아이콘을 스타일러스 펜으로 선택 및 클릭 합니다.

다수의 항목 선택

스타일러스 펜을 드레그 하여 다수의 항목을 선택 합니다.

팝업 메뉴

LCD를 스타일러스 펜으로 오래 누릅니다.

기본 사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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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키보드
물리적인 키패드

단말기상의 키패드를 누릅니다.

가상 키보드

메뉴표시줄 위의 키보드 아이콘( )을 클릭 합니다.

Transcriber

필기 인식 기능을 실행 합니다.

필기 인식 기능이란 스타일러스 펜으로 입력하고자 하는 문자를 직접 터치 스크
린에 쓰면 이를 단말기가 자동으로 문자를 인식하여 활자체 문자로 변환시켜 주
는 프로그램입니다. M3 T는 이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
합니다. 워드패드 등의 프로그램을 실행합니다. 작업표시줄에 있는 키보드 ( )
아이콘을 오래 눌러 필기 인식 메뉴(Transcriber)를 선택합니다.

스타일러스 펜으로 입력하고자 하는 데이터를 입력합니다. 약2초 후 필기체가 자
동으로 인식되는 것을 확인하세요.

기본 사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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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최적화 및 리셋 방법
2.5.1 소프트 리셋
단말기 사용 중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아래 그림과 같이 리셋 버튼을
눌러 소프트 리셋을 시행합니다.
현재 실행중인 프로그램이 종료되면서 작업 중인 데이터 또는 파일은 지워지지만,
이미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와 파일에는 영향이 미치지 않습니다.
 리셋 버튼을 짧게 눌러 주세요.

2.5.2 클린 부트
단말기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소프트 리셋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하드 리셋을 시행합니다.
플래시 디스크 폴더 내의 자료를 제외한 모든 자료들이 초기값으로 변경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데이터를 외부 메모리 또는 내장 플래시
디스크에 백업해 두세요.
클린 부트를 위해 다음의 순서를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 사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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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셋 버튼을 약 10초 정도 눌러 단말기의 전원을 완전히 꺼 주십시오.
 리셋 버튼을 다시 짧게 눌러 단말기를 켜 주세요.
 플래시 디스크 폴더 내의 자료를 제외한 모든 자료들이 초기값으로
변경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데이터를 외부 메모리 또는
내장 플래시 디스크에 백업해 두세요.

2.6 PC와 싱크하기
싱크란 동기화(Synchronization)의 약자로 PDA 와 컴퓨터 간에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연결하여 동일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PDA 혹은 컴퓨터
중 어느 한쪽에 데이터 수정이 있을 경우, 다른 한쪽의 데이터가 자동으로
수정되므로 보다 편리하게 PDA 를 사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업무용 프로그램의 설치, 복사, 이동, 삭제와 연락처 백업 및 데이터 동기화를 할
수 있습니다.
싱크 프로그램 다운로드
Windows Mobile Device Center (Windows Vista 또는 이후 버전): Download
ActiveSync (Windows XP): Download

2.6.1 싱크 방법
단말기를 PC와 싱크 하기 위해 아래의 순서를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1. 위에 링크된 액티브싱크를 다운로드 하여 컴퓨터에 설치합니다.
2. 크래들에 외부 전원을 공급 합니다.

기본 사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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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단말기 전원을 켠 후, 크래들에 장착 합니다.
3번 순서 이후엔 PC가 M3 T를 자동으로 인식하여 Pocket_PC 드라이버를 설치 합
니다. 드라이버 설치가 완료 되면, 단말기의 파일 및 백업 파일을 자유롭게 옮기
실 수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화면을 보신다면, 단말기가
PC에 연결 되었음을 의미 합니다.

크레들과 PC가 싱크 전에 연결되어 있을 경우 PC가 단말기를 인식하
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WMDC 또는 ActiveSync의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면 마이크로 소프트의 홈페이지
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PC와 단말기 사이의 싱크가 원활이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다음의 사
항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USB 케이블이 PC와 크래들에 정확히 거치되어 있는지.
 단말기의 LCD화면이 켜져 있는지.
 ActiveSync program m enuFileConnecting Option 에서

[Allow USB connection w ith this desktop com puter] 가 체크
되어 있는지.
위의 사항들을 전부 확인하신 후 다시 한번 싱크를 시도 하시거나, 소
프트 혹은 하드 리셋을 실행하신 후 다시 싱크를 시도 하시기 바랍니
기본 사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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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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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어플리케이션 화면 사용 방법
3.1 블루투스
3.1.1 블루투스 환경 설정
자주 사용하는 블루투스 기기를 등록해 놓거나, 다른 기기에서 내 M3 T를 검색할
수 있도록 설정 하려면 블루투스 설정 화면을 이용하세요.
블루투스 켜기
작업 표시줄의 블루투스 아이콘 (

)을 클릭하여 ‘Enable Bluetooth’를 선택합니

다. 블루투스 신호가 켜지면, 작업표시줄의 블루투스 아이콘이 (

) 바뀌며 블루

투스 연결이 가능해 집니다.

작업 표시줄의 블루투스 아이콘 (

)을 클릭하여 ‘Disable Bluetooth’ 를 선택하

면 블루투스 연결이 해제됩니다.

M3 T 는 StoneStreetOne 블루투스 Stacks를 사용 합니다

어플리케이션 화면 사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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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블루투스 연결하기
블루투스 연결 설정
블루투스 연결 설정은 BTExplorer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BTExplorer를 시
작 하시려면 작업표시줄에 있는 블루투스 아이콘을 누른 후, ‘Show BTExplorer’
를 눌러 사용하세요.

M3 T를 블루투스 기기와 연결하여 무선으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1. File  New Connection 를 클릭하여 연결 가능한 기기를 검색 합니다.

2. 접속을 원하시는 서비스 항목을 선택한 후 ‘Next’ 버튼을 눌러, 다음 단계
로 진행합니다.

어플리케이션 화면 사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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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접속을 원하시는 블루투스 기기를 선택한 후 ‘Next’ 버튼을 눌러, 다음 단
계로 진행합니다.
4. ‘PIN Code Request’ 창이 뜰 경우 접속을 원하시는 블루투스 기기에 입
력된 PIN Code와 같은 값을 입력한 후, 이후에 나오는 항목들에 답변하신
후, 블루투스 기기와의 접속이 완료 됩니다.

3.2 카메라
3.2.1 카메라 기본 사용법
M3 Mobile은 자체 개발한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제공 합니다.

카메라는 옵션 사항입니다.

카메라 어플리케이션 실행
M3 의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은 다음 폴더에 존재 합니다.( \Flash Disk\Camera
folder)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기 위해 Camera.exe을 클릭하셔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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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이 실행되는 동안 스크린의 ‘

’ 버튼을 클릭 하거나 단

말기 우측의 ‘C’ 버튼을 눌러 사진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촬영된 사진은 바로 확
인하실 수 있으며, 이는 카메라 어플리케이션과 같은 폴더에 저장 됩니다.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의 자세한 설명에 관해서는, 어플리케이션 매뉴얼을 참고 하
시기 바랍니다. (다운로드)

카메라에 장착된 플래시를 플래시 동작 시 직접 바라볼 경우, 시력저
하 등의 문제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3.3.2 전화기
M3 T 는 3G네트워크(HSDPA)를 지원합니다.
전화기 기본 설정
‘Send’ 버튼 또는 ( ) 버튼을 눌러, 전화기 메뉴로 들어 가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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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화기는 옵션 사항 입니다.
2. 통화나 네트워크를 통한 자료 전송 전, 전화기가 켜져 있는 것을
확인해 주십시오.

GPRS 설정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으시려면, M3 FAQ 문서의 ‘GPRS Setting’ 항
목을 참고해 주십시오. (FAQ 문서 다운로드)

3.3 스캐너
M3 T 는 1D 또는 2D 스캐너를 옵션사항으로 사용합니다. 사용 가능한 옵션 사항
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지역 배급 자 혹은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 http://www.m3mobile.net)
스캐너 기본 사용방법
M3 Mobile 은 두 가지 스캐너 프로그램을 제공 합니다:
1. ScanEmul
2. ScanTest

바코드 데이터를 송신하는 키보드 웨지 프로그램입니다.
스캐너를 시연 또는 간단한 테스트를 위한 프로그램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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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anEmul 실행 중일 경우 스캐너 아이콘(

)이 작업 표시줄에 표시 됩니다.

1. ScanEmul 프로그램이 실행 중일 시, ScanTest는 함께 실행될 수
없습니다.
2. 스캐너 이미저와 카메라는 동시에 실행될 수 없습니다.

스캐너 어플리케이션의 자세한 설명에 관해서는, 어플리케이션 매뉴얼을 참고 하
시기 바랍니다. (다운로드)

3.3.1 스캐너 사용
스캐너가 읽고자 하는 바코드를 향하게 하여, 스캔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스캐너의 레이저 빔이 읽고자 하는 바코드를 아래와 같이 완전히 커버 할 수 있
도록 해 주십시오.

어플리케이션 화면 사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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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D 스캐너>

<2D 이미저>

1. 레이저 빔을 직접 바라 보지 마십시오. CLASS 2 LASER PRODUCT
1.0mW, MAX OUTPUT:650nm
2. 단말기를 본 사용자 매뉴얼에 기재된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시, 인체에 유해한 전자파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3.4 무선랜
3.4.1 무선랜 환경 설정
무선랜 연결하기
작업표시줄의 (

) 아이콘을 선택하여 WLAN을 켜고, 끄실 수 있습니다. WLAN

이 꺼져 있을 경우, 아이콘을 클릭하여 ‘무선랜 켜기’ 을 선택하여 WLAN을 켜실
수 있습니다. WLAN 상태 아이콘( ) 이 작업표시줄에 생성되면, 아이콘을 클릭하
여 ‘AR6K_SD1’ 를 실행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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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6K_SD1’ 윈도우에서 ‘무선정보’ 탭을 클릭한 후 연결할 네트워크를 선택합
니다.

i.

연결’ 버튼을 무선랜에 연결이 됩니다.

단말기가 WLAN에 연결된 상태로, 대기모드 진입 시, 연결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대기모드 종료 시 10초안에 다시 AP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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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급 사용
4.1 소프트웨어 개발 키트(SDK)
M3 Mobile 은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개발을 돕기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 키트를 제
공 합니다.
지원되는 개발도구
 Visual Studio 2005 (8.0) (.NET Framework 2.0) 또는 상위 버전
 Visual C++, Visual C#
 Visual Basic .NET (스캐너만)
개발 시스템 최소 사양
 팬티엄 – 500MHz 프로세서 또는 상위 버전
 Microsoft Windows 98 / ME / 2000 / 2003 / XP
 ActiveSync
개발 플랫폼 최소 사양
 Windows Mobile Platform SDK 이 반드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려는 PC에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4.1.1 SDK 패키지
M3 Mobile 은 각 단말기별 SDK를 제공합니다. SDK는 아래 온라인 지원 페이지를
방문 하여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support.m3mobile.co.kr)
SDK 패키지는 다음의 리스트의 항목을 포함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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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각 모듈의 SDK
: 블루투스, 카메라, GPS, RFID, 스캐너 (1D/2D), WLAN

ii.

각 모듈의 샘플 테스트 프로그램

iii.

SDK 매뉴얼
: 도입부, 사용 지침서, 샘플 자료, 참고자료

4.1.2 OS 업데이트
M3 Mobile은 제품의 질과 성능의 향상을 위해 새로운 운영체제를 배포할 수 있습
니다.
단말기의 운영체제 버전정보를 확인하려면, 아래 경로를 따라 이동하시어
시작  설정S  제어판  버전 운영체제 버전정보를 확인하여 주십시오.

최신 운영체제는 M3 Mobile의 온라인 지원 페이지에 게시 됩니다.
M3 T 의 운영체제 업데이트는 2가지 방법으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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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MicroSD (2GB or less) 카드를 사용하는 법.

ii.

크래들을 사용한, USB 연결을 사용하는 법.

운영체제 업데이트에 관한 자세한 내용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으시려면, M3
FAQ 문서의 ‘OS’ 항목을 참고해 주십시오. (FAQ Download)

4.1.3 키 설정 변환
M3 T 은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버튼 설정을 사용자 임의대로 변경하실 수 있습
니다.

키 설정은 세가지 방법으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i.

GUI(Graphical User Interface) 방법
[시작]  [설정]  [제어판]  [키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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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M3.ini, Visual INI

iii.

레지스트리 값 변경을 통한 방법

알파뉴메릭 버전의 경우, 단말기에 존재하는 모든 물리 버튼의 설정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키패드 설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으시려면, M3 FAQ 문서
의 ‘Keypad’ 항목을 참고해 주십시오. (FAQ Down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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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
5.1 PDA 사양
물리적 특성

무선 통신 옵션

크기

77 x 168.8 x 28 mm

WWAN

3G 네트워크 HSDPA(2100MHz)

(가로x높이x두께)

3.0 x 6.6 x 1.1 inch

무선랜

IEEE 802.11 a/b/g 또는 b/g

무게

378 g / 13.3 oz (배터리 포함)

WEP, WPA, WPA2, TKIP, AES, EAP-FAST,
보안

화면

배터리

3.5" QVGA TFT LCD, 240 x 320 픽셀

TLS, PEAP-MSCHAPv2, LEAP, CCXv4

Li-Poly, 3.7 V, 2,700 mA / 5,200
mA(옵션)

성능관련 사항

블루투스

Class II, v2.0

GPS

AGPS

일반 옵션
CPU

멀티 프로세서

EAP-TLS, EAP-TTLS, PEAP-GTC, PEAP-

Marvell Xscale PXA-320 806MHz

스캐너

1D / 2D

카메라

3.0 MP 오토 포커스

키패드

31 키 알파-뉴메릭

무선 ARM11 시리즈
운영체제

Windows CE 5.0 / CE 6.0
RAM 256 MB

메모리

인증

ROM 256 MB up to 1GB
카드슬롯
Micro SD(32 GB 까지 지원)

인터페이스

USB Host & Client 1.1 / 2.0 (옵션)

사용자 환경
사용 시
-20~60 ℃ / -4~140 ℉
온도
보관 시
-30~70 ℃ / -22~158 ℉
습도

95% 비응결

낙하 시험

1.8m / 6ft.

IP 등급

IP65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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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Services
저희 제품을 사용하시는데 불편한 사항이 있으시면, M3 서비스 센터를 방문하시
거나, 온라인 지원 페이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upport.m3mobile.co.kr), 고객님의 문의 사항을 빠른 시일 안에 해결해 드
리기 위해 저희는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M3 FAQ 문서는 일반적인 문제해결의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업무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 사항은, 더 빠른 서비스를 위해, 프로그램 제공자에게
문의하여 주십시오.

5.2.1 연락처
본사
서울 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35-45, M3 빌딩, 135-923
Tel: +82 2 574 0037 Fax: +82 2 558 1253
www.m3mobile.net, sales@m3mobile.co.kr

서비스 센터
서울 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35-45, M3 빌딩 9 층, 135-923
Tel: +82 32 623 0030, Fax: +82 32 623 0035

온라인 지원 페이지
http://support.m3mobil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