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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체 인증
본 장치는 "전자기 호환성"과 관련하여
EEC 지침 2004/108/EC 및 2006/95/EC "저전압
지침"의
요구 사항을 준수합니다.
따라서 장치 또는 포장에 CE 마크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안전성 테스트 통과
POS 시스템 BEETLE /X plus 에는 "안전성 테스트
통과" 심벌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또한 BEETLE /X plus 는 UL 심벌 및 cUL 심벌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FCC-클래스 A 선언
본 장비는 FCC 규정의 파트 15 에 따라 클래스 A 디지털 장치의 제한
사항에 대해 테스트를 통과했으며 준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제한 사항은 장비를 상업적 환경에서 작동했을 때 유해한
간섭으로부터 합리적인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본
장비는 무선 주파수 에너지를 발생 및 사용하고, 방사시킬 수 있으며
지침 설명서에 따라 설치 및 사용하지 않을 경우 무선 통신에 대해
유해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거 지역에서 본 장비를 작동할
경우 유해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사용자가
자체적으로 간섭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제조업체에서 승인하지
않은 개조의 경우 본 장치를 작동하기 위한 사용자 권한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본 클래스 A 디지털 장치는 캐나다 ICES-003 을 준수합니다.
Cet appareil numerique de la classe A est conforme à la norme NMB-003
du Canada.
BEETLE /X plus User Man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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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관련 참고 사항
본 장치는 자격을 갖춘 공인 기술자에 의해서만 수리할 수
있습니다. 승인되지 않은 장치의 분해 및 서투른 수리 작업은
사용자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뿐만 아니라 모든 보증 및 책임
계약 사항을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ESD(정전기 민간 장치)가 포함된 확장 카드에 이 스티커가
부착될 수 있습니다.

중요 참고 사항
모듈식 POS 시스템 BEETLE /X plus 는 데이터 처리 장비에 대한 최신
안전 표준을 준수합니다.
 본 장치를 추운 환경에서 작동실로 가지고 올 경우 수분이 응축될
수 있습니다. 서비스를 받기 전에
장치를 반드시 건조시켜야 합니다. 따라서 최소 2 시간의 기후 적응
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본 장치에는 안전성 테스트 통과 전원 케이블이 장착되어 있으며
규정된 접지 접촉 전원 소켓에만 연결해야 합니다.
 장치 설치 시 장치의 전원 소켓과 접지 접촉 전원 소켓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장치를 공급 전압으로부터 완전히 분리하려면 장치를 끄고
시스템의 전원 플러그를 분리하십시오.
 장치와 연결되는 경로에 이물질(예: 사무실 클립)이 없어야 합니다.
있을 경우 전기 충격 또는 회로 단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원 공급 장치의 환기구에 장애물이 없도록 하여 장비의 충분한
환기 상태를 확보해야 합니다. 장비를 고정해야 하는 경우 지정된
최소 거리를 유지하고 일정한 환기를 제공해야 합니다.
 천둥 벼락이 치는 경우 데이터 통신 라인을 연결하거나 뽑지
마십시오.
 장치를 진동, 먼지, 수분 및 열로부터 보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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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배터리와 같은 사용한 부품은 환경 측면에서 안전한 방법으로
폐기하십시오.
 비상 상황 시(예: 손상된 하우징 또는 손상된 전원 케이블,
액체 또는 이물질 유입) 장치를 즉시 끄고, 전원 케이블을 분리한 후
Wincor Nixdorf 고객 서비스 센터 또는 해당 대리점에 알려야
합니다.
 리튬 배터리는 특수 폐기물에 대한 해당 지역 규정에 따라
폐기해야 합니다. 리튬 배터리를 부적절하게 교체할 경우
폭발 위험이 있습니다.
 BEETLE 시스템은 최신 기술 혁신의 결과물입니다. 따라서
BEETLE 을 결함 없이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면 관련 구조 및 기술
사항을 참조하십시오. 또한 별도로 안내되는 보호 접지(PE)
컨덕터를 사용하여 BEETLE 또는 기타 IT 장치만 전원 공급 시스템에
연결해야 합니다. 이러한 종류의 전기 시스템을 TN-S 네트워크라고
합니다. PEN 컨덕터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또한 표준 DIN VDE 0100, 파트 540, 부록 C2 과 EN50174-2, §5.4.3 의
권장 사항을 준수하십시오. 그러한 경우에만 예상되는 오작동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USB 장치가 usb.org 에 따른 사양을 준수하는 경우 BEETLE 을
작동하는 동안 USB 장치를
연결하거나 분리할 수 있습니다. BEETLE 을 끈 후에만 기타 주변
장치(예: PoweredUSB 프린터)를 BEETLE 에
연결하거나 분리해야 합니다.
 저장 장치를 교체하는 경우
Wincor Nixdorf 에서 권장하거나 승인된 저장 장치만 사용해야
합니다.

BEETLE /X plus 사용 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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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BEETLE /X plus 는 POS 시스템을 위해 강력하고 경제적인 기반입니다.
강력한 프로세서는 모든 작업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주변 장치를 BEETLE /X plus 에 연결할 수 있으며 소프트웨어를 특정
제품으로만 제한 받지 않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POS 시스템 구성 시 상당한 수준의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또한 BEETLE 을 네트워크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구성이 필요하든지 관계 없이 Wincor Nixdorf International
GmbH 는
적절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BEETLE /X plus 를 확장하려고 할
때마다 Wincor Nixdorf International GmbH 지사 또는 해당 대리점에
문의하십시오.

본 설명서 정보
본 설명서는 POS 시스템에서 작업하는 데 도움을 주고 참조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자세한 목차는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신속하고 쉽게 찾는 데 도움을 줍니다.
설명서의 참고 사항에는 이 심벌이 표시됩니다.

이 심벌은 경고를 위해 사용됩니다.

응용 프로그램의 종류와 범위는 고객의 선택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본 설명서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BIOS 설정 및 중앙 처리 장치(CPU)에 대한 설명은 별도의 설명서로
제공되며("POS 마더보드, J1.1-CPU"),
http://www.wincor-nixdorf.com/internet/site_EN//EN/
Support/Downloads/POSLotterySystems/Manuals/manuals_node.html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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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ETLE /X plus 관리
BEETLE /X plus 는 정기적으로 보푸라기 없는 마른 천을 사용하여
청소하십시오. 그런 후에도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 Wincor Nixdorf International GmbH 에서 주문 가능한 적절한 플라스틱 표면 클리너를
사용하십시오. 전원 플러그를 분리하고 장치의 유입 경로에 물기가
없는지 확인하십시오.

BEETLE /X plus 재활용
환경 보호는 BEETLE 폐기 시점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제조업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본 제품은 당사 내부 표준 "환경 고려
제품 설계 및 개발"에 따라 설계되었습니다.
모듈식 BEETLE /X plus 시스템은 CFC 및 CHC 를 사용하지 않고
제작되며 주로 재사용 가능 구성품 및 재료를 사용하여 생산됩니다.
레이블을 플라스틱 케이스 부품에 부착하지 마십시오. 그럴 경우
구성품 및 재료의 재사용이 어렵게 됩니다.
실제로 필요한 경우에만 장비를 켜야 우리의 환경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경우 에너지를 낭비하기 때문에 대기 모드 사용도
자제하십시오. 또한 오랜 시간 동안 사용하지 않거나 작업을 마친
경우에도 장비를 끄십시오.
현재 재사용할 수 없는 일부 부품이 있습니다. Wincor Nixdorf International GmbH 는 ISO 9001 및 ISO 14001 에 따라 인증 받은 재활용
센터에서 이러한 부품을 환경적으로 안전하게 폐기할 것을
보증합니다.
따라서 BEETLE 을 폐기할 시점이 되면 환경적으로 안전하고 최신의
재활용 방법을 수행하십시오!
장치 및 폐기 가능한 재료의 반환 및 재사용 방법에 대한 내용은 공인
대리점 또는 파더보른 재활용 센터(유럽 국가의 경우)에 다음 메일
주소로 문의하십시오.
전자 메일: mailto:info@wincor-nixdorf.com 또는 인터넷 사용.
귀하의 메일을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BEETLE /X plus 사용 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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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
Wincor Nixdorf 는 일반적으로 납품 날짜부터 시작하여 12 개월 동안
보증 계약을 보증합니다. 이 보증 계약에는 정상적인 제품 사용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모든 손상이 포함됩니다.
다음 원인으로 발생되는 손상은,
 부적절하거나 불충분한 유지 보수,
 부적절한 제품 사용 또는 승인되지 않은
제품 개조,
 부적절한 장소 또는 환경
보증에서 제외됩니다.
보증 조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계약서를 참조하십시오.
마모되거나 찢어진 제품의 모든 부품은 보증 계약에서 제외됩니다.
보증 계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계약서를 참조하십시오.

예비 부품은 Wincor Nixdorf 고객 서비스 센터에 주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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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을 켜기 전에
포장 풀기 및 시스템 점검
포장에서 구성품을 꺼내고 납품 범위와 납품서의 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하십시오.
상자에는 기본 장치 및 국가별 액세서리 키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부 주문 품목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운송 관련 손상 또는 포장 내용물과 납품서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
해당 구매처 또는 Wincor Nixdorf 지사로 즉시 통보하십시오.
납품서 및 납품서 위치와 각 장치별 일련 번호를 확인하십시오.
일련 번호는 아래 표시된 레이블(샘플)에서 찾을 수 있으며 이
레이블은 하우징 하단에 있습니다.

일련 번호

충격 방지를 위해 장치는 원래 포장 상태로만
운반하십시오.

장치 설치
심각한 환경 조건에 노출되지 않은 장소에
BEETLE /X plus 시스템을 설치하십시오. 진동, 먼지, 습기, 열 및 강한
자기장으로부터 장치를 보호하십시오.

BEETLE /X plus 사용 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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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평 설치
아래 표시된 최소 거리를 확인하십시오! 장치를 고정해야 하는 경우
지정된 최소 거리를 유지하고 지속적인 환기 상태를 제공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시스템의 주변 온도가 40°C 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70 mm

60 mm

20 mm

50 mm
50 mm
공급 전원 장치의 다음 최소 거리를 확인하십시오.
60 mm

60 mm

60 mm

approx. 60 mm

8

60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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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수직 설치












키홀 3 개(벽 장착)
형식 레이블
고무 받침대 4 개
HDD 를 수직 위치로 두고 BEETLE /X plus 를 설치하는 경우
시스템 오른쪽이 맨 위에 위치해야 합니다. 사양에 대해서는
39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BEETLE /X plus 는 수평 및 수직 설치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수직 장착의 경우 충분한 환기 조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최소 간격을 확인해야 합니다(8 페이지 참조).
상단: 50mm
전방: 70mm,
하단: 20mm
측면(우측): 50mm
측면(좌측): 60mm
 불연성 재료(예: 콘크리트 또는 금속)로 만든 표면이 수직 장착 전원
공급 장치 아래 위치해야 합니다.

BEETLE /X plus 사용 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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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설치
BEETLE /X plus 는 사전에 고객 주문에 따라 구성됩니다. 해당 구성은
나중에 스캐너와 같은 보조 장치를 지원하도록
구성되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역의 Wincor Nixdorf International GmbH 지사에 문의하십시오.

BEETLE /X plus 케이블 연결
별도의 전원 케이블이 있는 모듈식 BEETLE /X plus 에 속한 모든 장치는
동일한 전기 회로에 연결해야 합니다.
 시스템 장치 및 주변 장치의 모든 데이터 케이블이 연결되었는지
확인합니다.
 DC 케이블의 한쪽 끝을 BEETLE /X plus 소켓에 연결하고 다른 쪽
끝을 외부 전원 공급 장치의 소켓에 연결합니다.
 전원 케이블의 커넥터를 전원 공급 장치에 연결하고 다른 쪽 끝을
콘센트에 연결합니다. 전방의 전원 버튼을 살짝 눌러 시스템을
시작합니다.
시스템을 켠 상태에서 절대 데이터 케이블을 연결하지
마십시오.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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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방의 전원 버튼(표준)
시스템 후방의 전원 입력 소켓
후방의 전원 버튼(옵션)
외부 전원 공급 장치의 전원 입력 소켓
POS 시스템으로 연결되는 전원 출력 소켓

전원 공급 장치를 기존의 모든 전원 공급 네트워크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특정 전압에 따라 자동으로 조정됩니다. 지정된 정격에
대해서는 37 페이지, »기술 데이터«를 참조하십시오.

BEETLE /X plus 사용 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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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 시스템 BEETLE /X plus
정면도

 





  

USB 인터페이스 2 개
전원 버튼
HDD/SSD 전원 LED
환기구(막지 마십시오)

USB(Universal Serial Bus)- USB 2.0
여러 개의 USB 주변 장치를 USB 또는 전기식 USB 인터페이스(12V 또는
24V)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USB 사양을 준수하는 장치 및 케이블만 연결하십시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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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버튼
외부 전원 공급 장치를 주 전원에 연결하고 DC 케이블을 POS 시스템에
연결한 경우 이 버튼으로 시스템을 켤 수 있습니다.
LED(Light-emitting Diode)
LED 에는 다음 레이블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HDD/SSD

POWER

BEETLE /X plus 사용 설명서

상부 LED 가 주황색으로
점멸
하부 LED 가 주황색으로
점등
하부 LED 가 녹색으로
점등
하부 LED 가 녹색으로
점멸

HDD/SSD 에 대한 읽기 및
쓰기 액세스
최대 절전 모드, 종료
장치가 켜짐
대기 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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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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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M
프로세서 냉각 엘리먼트
라이서 카드(예를 들어 PCI) 캐리어
2.5" 하드 디스크 또는 SSD(Solid State Disk) 캐리어
전원 버튼(표준)
전원 버튼(표준 대신 옵션 적용)

BEETLE /X plus U 사용 설명서

커넥터 패널
전원 공급 장치
외부 전원 공급 장치는 일반 라인 전압에 대해 적용 가능합니다.
특정 전압의 경우 자동으로 조정됩니다(37 페이지 참조).
전원 공급 장치(PSU)는 80plus Gold 인증서를 받았습니다. Gold
인증은 80% 이상 에너지 효율을 의미합니다.










전원 커넥터
BEETLE /X plus 로 연결된 DC 전원 출력, 전류 공급
상태 LED

BEETLE 전방에 전원 버튼이 있으며 외부 전원 공급 장치가 주 전원에
연결되어 있고 DC 케이블이 POS 시스템에 연결된 경우에만 시스템을
켤 수 있습니다.
언제라도 전원 버튼을 약 5 초 동안 누르면 시스템이 종료됩니다. 전원
버튼의 적절한 기능은 운영 체제 설정 및 BIOS 에 의해 정의됩니다.

BEETLE /X plus 사용 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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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코드 리셉터클 및 프린터 전원 소켓은 BEETLE 시스템
후방에 있습니다.
전원 팩은 자격을 갖춘 공인 기술자가 제거하거나
교체해야 합니다. Wincor Nixdorf 에서 제공하는 전원 팩으로만
교체하십시오. 장치를 공급 전압으로부터 완전히 분리하려면
장치를 끄고 전원 플러그를 분리하십시오.
전원 커넥터
이 커넥터는 전원을 제공합니다. 전원 케이블의 한쪽 끝을 외부 전원
공급 장치의 이 포트에 연결하고 다른 쪽 끝을 주 전원 소켓에
연결합니다.
장치 전원을 끄려면 주 전원 플러그를 당겨 뽑습니다.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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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장치
케이블 연결 작업 시 항상 시스템이 꺼져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시스템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주변 장치를 연결하지 않아야 합니다.
J1.1 마더보드 장착 BEETLE /X plus
커넥터 패널의 예:













    



4 x D-Sub(COM1 인터페이스 및 COM2*- COM4*인터페이스(전원 공급), 또한 COM4* 대신 VGA 인터페이스
설치 가능
DP(디스플레이 포트)
DVI-I
Mini DIN(KYBD)
USB 4 개(USB 2.0)
RJ45 소켓(LAN)
3.5mm 잭 플러그 3 개(In/Out/MIC)
RJ12(금전 등록기 소켓)

BEETLE /X plus 사용 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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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Sub 플러그(COM1)
예를 들어 자체 전원 공급 장치가 있는 스케일을 COM1
인터페이스에 연결합니다. COM1 은 9 핀 D-sub 플러그로
설계되었습니다.
Wincor Nixdorf International GmbH 에서 제공하지 않는 스케일을 BEETLE
/X plus 에 연결하는 경우 드라이버 소프트웨어에 대한 Wincor Nixdorf
라이센스를 획득해야 합니다.
가능한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해 커넥터가 소켓에 단단히
연결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D- Sub 잭 전원 공급(COM2*-COM4*)
인터페이스 연결부는 전원 공급 없이 스캐너, 사용자 또는 고객
디스플레이용
9 핀 D-sub 잭입니다.
가능한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해 주변 장치용 커넥터가 소켓에
단단히 연결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전원이 이 잭을 통해
공급됩니다.
디스플레이 포트(DP)
디스플레이 포트는 computer monitor 또는 DVD 플레이어처럼 비디오
소스를 display device 에 연결하는 표준화된 디지털 디스플레이
인터페이스(VESA)입니다. 비디오 신호는 최대 2560 x 1600 픽셀의
해상도로 전송됩니다. DP 는 DVI 보다 작은 커넥터를 사용합니다.
DVI-I
DVI 인터페이스를 통해 고해상도 LCD 모니터를
BEETLE 시스템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최대 1920 × 1200 픽셀/60Hz
해상도의 비디오 신호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DVI-I 는 디지털 및
아날로그 이미지 데이터를
전송합니다.
Mini- DIN(KYBD)
BEETLE /X plus 에는 키보드 연결을 위한 6 핀 mini-DIN 잭이 있습니다.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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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해 커넥터가 소켓에 단단히
연결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전원은 이 소켓을 통해 키보드로 공급됩니다. 이전의 표준 PC 키보드를
DIN 커넥터에 연결하려면 특수 어댑터 케이블을 사용해야 하며 이
케이블은 해당 지역의 WN 지사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Y 케이블을 통해 마우스를 병렬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USB(Universal Serial Bus)- A
예를 들어 스캐너 또는 스케일과 같이 여러 가지 USB 주변 장치를
USB 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USB 사양을 준수하는 장치 및 케이블만 연결하십시오.
RJ45(LAN)
시스템을 후방 패널의 네트워크(LAN)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LED
좌측 LED

우측 LED

녹색 점등

네트워크 연결

녹색 점멸

데이터 전송

꺼짐

10M 비트

녹색 점등

100M 비트

주황색 점등

1,000M 비트

피복 처리된 LAN 케이블(1,000M 비트용 CAT5 또는 CAT5e)만
네트워크 간섭 시 적절하게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케이블만
연결하십시오.

BEETLE /X plus 사용 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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잭 플러그 3.5mm(IN/OUT/MIC)
물리적으로 마이크(MIC) 및 IN/OUT 잭은 모두 데이터 전송을 위해
3.5mm 전화 잭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잭은 서로 간에 핀 배열이
다르기 때문에 지정된 연결 상태에서만 결함 없이 전송할 수 있습니다.
이 인터페이스를 통해 마이크 이외에 헤드셋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BIOS 설정 메뉴를 통해 볼륨을 원하는 대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POS
마더보드, J1.1- CPU" 설명서의 "BIOS 설정" 장 참조).
RJ12(CASHDR)
전원 공급 장치에는 금전 등록기 연결을 위한 RJ12 소켓이 한 개
있습니다.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해 커넥터가 소켓에 단단히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RJ12 플러그를 삽입하면 잠기게 됩니다. 전원은
이 소켓을 통해 금전 등록기로 공급됩니다(P24V +5%/-15%).
데이지 체인 금전 등록기 및 12V OEM 등록기 연결은
금지됩니다!

금전 등록기만 연결하십시오(전화 제외).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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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 분리
케이블을 분리할 때 절대 케이블을 당겨서 뽑지 마십시오. 항상
플러그를 직접 잡고
분리하십시오. 케이블 분리 시 아래 절차를 따르십시오.
 모든 전원 및 장비 스위치를 끕니다.
 모든 전원 플러그를 접지 접촉 전원 소켓에서 분리합니다.
 모든 데이터 통신 케이블을 데이터 네트워크 소켓에서 분리합니다.
 모든 케이블을 장치에서 분리합니다.

MINI-DIN 플러그의 경우(Wincor Nixdorf
키보드) 플러그가 해제될 때까지 삽입
상태를 유지합니다.
손가락으로 연결 소켓에서 플라스틱
커버를 당깁니다. 잠금 상태가
해제됩니다. 플러그의 금속 부분이
보입니다.
RJ12 플러그를 분리하기 위해 플러그 아래
래치를 위로 누릅니다.

커넥터 커버를 눌러 USB-A 커넥터를
분리합니다.

BEETLE /X plus 사용 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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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살표로 표시된 스프링을 누르면 전원
공급 USB 커넥터가 분리됩니다.

직접 커넥터의 널 나사를
풉니다.

화살표로 표시된 스프링을 누르면 DP
커넥터가 분리됩니다.

전원 공급 장치에서 DC 커넥터의
널 나사를 직접 풉니다.
.

RJ45 플러그를 분리하기 위해 래치를
누릅니다(화살표 참조).

22

BEETLE /X plus U 사용 설명서

저장 장치
다음 저장 장치가 제공됩니다.
 2.5" SATA 하드 디스크 1 개 또는
 2.5" SSD(Solid State Drive) 1 개.
SSD 는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 회전식 디스크 대신 메모리 요소를
사용하는 데이터 저장 드라이브입니다. SSD 는 하드 디스크를 쉽게
대체할 수 있으며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 인터페이스를
에뮬레이션합니다. 대부분의 SSD 는 플래시 메모리 기반입니다.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 교환
먼저 장치가 꺼져 있고 전원 커넥터가 분리되었는지
확인합니다.
BEETLE /X plus 를 엽니다.
후방에서 두 개의 나사를 풉니다(화살표 참조).

BEETLE /X plus 사용 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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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방에서 상단 커버를 들어 올리고 (1) 전방 가이드에서 당겨
분리합니다 (2).





전원 케이블 (3) 및 데이터 케이블 (4)을 분리합니다.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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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루드라이버를 사용하여 잠금 해제 플레이트를 아래로 누릅니다.

홀더와 함께 하드 디스크를 캐리어에서 빼냅니다.

BEETLE /X plus 사용 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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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드 디스크 설치 시 주의하여 취급하고 노출된 전자 장치를
만지지 마십시오.
녹색 홀더를 한쪽에 치우고 하드 디스크를 교환하십시오.

결합 위치가 정확한지 확인하십시오.
금속 볼트가 베이스 플레이트의 스탬핑 부위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십시오(측면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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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도:

하드 디스크와 녹색 홀더를 들어 올립니다. 두 부분을 함께 누르고
홀더와 함께 하드 디스크가 제자리에 잠길 때까지 캐리어에 끼웁니다.
커넥터를 연결한 후 커버로 시스템을 닫습니다.

mSATA 교환
먼저 장치가 꺼져 있고 전원 커넥터가 분리되었는지 확인합니다.
BEETLE /X plus 를 엽니다.
후방에서 두 개의 나사를 풉니다(화살표 참조).

BEETLE /X plus 사용 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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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방에서 상단 커버를 들어 올리고 (1) 전방 가이드에서 당겨 빼냅니다
(2).





라이서 카드 홀더를 하우징에서 분리합니다(화살표 참조).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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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개의 나사를 제거합니다.

mSATA 모듈을 위로 접습니다. 하우징에서 당겨 빼냅니다.

하드 디스크 설치 시 주의하여 취급하고 노출된 전자 장치를
만지지 마십시오.

모듈을 교환하고 캐리어에 끼웁니다. 두 개의 나사로 모듈을
고정합니다.
라이서 카드 홀더를 삽입하고 커버로 시스템을 닫습니다.

BEETLE /X plus 사용 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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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M 모듈
 시스템을 종료합니다. 장치 후방에서 전원 코드를 뽑습니다.
 하우징 커버를 제거합니다.
 후방에서 두 개의 나사를 풉니다(화살표 참조).

 후방에서 상단 커버를 들어 올리고 (1) 전방 가이드에서 당겨
빼냅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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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RAM 모듈을 소켓에 삽입합니다. 딸깍하고 잠기는 소리가 들릴
때까지 모듈을 눌러 끼웁니다.

RAM Module

Click
Click

 모듈의 코딩(노치)이 잘못된 방향으로 삽입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하우징 커버를 닫고 장치 후방에서 전원 코드를 연결합니다.

BEETLE /X plus 사용 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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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B- 허브(옵션)
옵션으로 제공되는 보드에는 3 개의 12V 및 1 개의 24V USB 인터페이스
또는 6 개의 12V 및 1 개의 24V USB 인터페이스가 있습니다. 이를
사용하여 프린터 및 스캐너와 같은 주변 장치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드 디스크와 같은 장치도 USB 인터페이스를 통해 연결할 수
있습니다.

기계식 코드는 USB 12V 커넥터를 USB 24V 잭에 잘못 연결하는 실수를
방지합니다.
추가 옵션이 있는 BA82 또는 BA83 화면이나 기타 다기능
화면을 연결하기 위해 항상 이 온보드 P-USB 12V(*)를
사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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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5*-COM8* 인터페이스(옵션)
표준 시스템은 3 개의 COM* 인터페이스로 구성됩니다.
마더보드 커넥터, 버전 1 을 통해 COM5*/COM6* 인터페이스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옵션으로 PCI-COM 보드, 버전 2 설치가 제공됩니다.
이 보드를 통해 COM5* - COM8* 인터페이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COM5*/COM6*을 통한 버전 1

COM5*/COM6*/COM7*/COM8*을 통한 버전 2

자체 전원 공급 없이 스캐너, 고객 및 운영자 디스플레이가 이러한 직렬
인터페이스에 연결됩니다. 인터페이스는 9 핀 D-sub 잭을 통해
연결됩니다. 이 잭을 통해 전원(5V 또는 12V)이 공급됩니다.
가능한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해 고객 디스플레이의 커넥터가 소켓에
단단히 연결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BEETLE /X plus 사용 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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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INK- 어댑터(옵션)
DP 커넥터를 통해 화면을 PLINK TFT 인터페이스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터치 기능이 있는 디스플레이를 연결하는 경우 COM5*가 마더보드의
기본 위치입니다. PCI COM 보드가 설치된 경우 COM7* 또는 COM8*이
마더보드의 올바른 위치입니다.
참고
정전기 민감 장치(ESD)가 있는 확장 카드에 이 스티커가 표시될

수 있습니다.
ESD 가 결합된 장치를 열거나 보드를 취급할 때 어떠한 경우에도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ESD 가 포함된 보드 작업 시 항상 작업자의 정전기를
방전시켜야 합니다(예를 들어 접지된 물체 만지기).
 사용하는 장비 및 도구에 정전기가 없어야 합니다.
 ESD 가 포함된 보드를 삽입하거나 당겨 빼내기 전에 전원 플러그를
분리하십시오.
 ESD 가 결합된 보드는 항상 가장자리를 잡으십시오.
 ESD 가 결합된 보드의 핀 또는 컨덕터를 만지지 마십시오.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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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시작
BEETLE /X plus 를 설치한 후 전면 패널의 전원 버튼 및 전원 공급 장치의
전원 스위치를 사용하여 시스템을 켭니다.
시스템이 먼저 자동 자체 테스트를 수행하여 기본 기능을
테스트합니다.
예를 들어 모니터에 프로세서 유형과 관계 없이 다음 메시지가
표시될 수 있습니다.

WN „ID xx/xx Date“
xx/xx 는 BIOS 버전 번호의 자리 표시자입니다.
그런 다음 시스템이 운영 체제 및 애플리케이션이 부팅될 미디어를
결정합니다. 각 미디어에는 BEETLE /M-II plus 의 구성에 따라 논리
드라이브가 할당됩니다.
다음 미디어가 드라이브에 할당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SSD
 USB 드라이브
논리 드라이브가 C: 및 D:로 할당되었습니다.
네트워크는 실행 절차 동안 항상 C: 드라이브로 할당됩니다.
하드 디스크는 C: 또는 D: 드라이브로 할당될 수 있습니다. 디스크가 C:
드라이브로
구성된 경우 하드 디스크에서만 시스템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설정 구성에 따라 다음 드라이브에서 모듈식 BEETLE /X plus 를 부팅할
수 있습니다.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 C:
BEETLE /X plus 사용 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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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OTPROM 이 있는 LAN 모듈
 USB 드라이브
저장 장치는 시스템 부팅 가능해야 합니다.
운영 체제가 오류 없이 시작되면 필요한 경우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가 자동으로 부팅됩니다.
BEETLE /X plus 가 작동할 준비를 마치는 즉시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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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기술 데이터
크기
폭

288mm

깊이

약 265mm

높이

약 78mm

무게

약 3.2kg

내후성 범위
클래스 3K3

DIN IEC 721-3-3

클래스 2K2

DIN IEC 721-3-2

클래스 1K2

DIN IEC 721-3-1

온도
작동(3K3)

+ 5 °C ~ + 40 °C

운반(2K2)

- 25 °C ~ + 60 °C

보관(1K2)

+ 5 °C ~ + 40 °C

입력 전압

100 ~ 120V, 200 ~ 240V

최대 전력 소모량

6A/3A

시스템 전압 주파수

50/60Hz

BEETLE /X plus 사용 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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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페이스(J1.1)

COM

USB

그래픽
어댑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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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1(전원 공급 장치 없음),
COM2*- COM4*(전원 공급 장치 포함),
옵션
마더보드를 통한 COM5*/COM6*(전원 공급 장치
포함),
PCI- COM- 보드를 통한 COM5*- COM8*(전원 공급
장치 포함) 또는
COM4* 인터페이스 대신 VGA 인터페이스
전면의 4 개 표준 USB + 2 개 표준 USB
옵션
전원 공급 USB 허브를 통한 3x 12V, 1x 24V 또는
전원 공급 USB 허브를 통한 6x 12V, 1x 24V
최대 해상도 1920 × 1200 픽셀의 DVI-I 인터페이스
1개
최대 해상도 2560 x 1600 픽셀의 디스플레이 포트
1개
옵션
1x PLINK, 최대 해상도 1600 x 1200 픽셀(24 비트
컬러)
최대 해상도 1920 x 1200 의 DVI 어댑터 케이블을 통한
1x VGA

라인
인/아웃,
마이크

마이크, mp3 플레이어 및 라우드스피커와 같은
오디오 장비용 포트

PS/2

1 개(Y 케이블을 통한 키보드 및 마우스)

RJ12

금전 등록기

RJ45/ LAN

10/100 및 1,000Mbit/s

PCI-Bus/
PCIe

1 x PCIe 또는 1 x PCI 2.1, 32 비트

직렬 ATA

2 x SATA II/3.0Gbit/s

BEETLE /X plus U 사용 설명서

벽 장착 시스템
크기(mm)

27,7

5

5,7

5,7
5,7

Ø 10

5,7

210,2

16,1

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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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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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 장착 전원 공급 장치

4,5

Ø 8,5

116

160

140,5

크기(mm)

10 10
232

외부 전원 공급 장치는 수평 장착을 권장합니다
(위 그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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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페이스 총 전류 소모량
5V 인터페이스의 총 전류 소모량이 5A 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개별 COM*
개별 USB
개별 USB(허브)
TFT/LCD 디스플레이
최대 5A @ 5V

= 300mA, 총 500mA
= 500mA, 총 2A
= 500mA, 총 2A

12V 인터페이스의 총 전류 소모량이 5A 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개별 COM*
개별 USB
개별 USB(허브)
TFT/LCD 디스플레이
최대 5A @ 12V

= 600mA, 총 900mA
= 1.5A, 총 2A
= 1.5A, 총 2A

가정용 서모 프린터 작동을 위해 24V 전원 공급 USB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이에 맞게 최대 부하가 설계되었습니다.
추가 구현되는 PCI- 및 PCIe- 컨트롤러의 전원 손실은 각 슬롯마다
10W 로 제한되고 총 합계 20W 로 제한됩니다.

BEETLE /X plus 사용 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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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어
CE
CFC
CHC
COM
COMn*
CPU
cUL
DIN
DP
D-Sub
DVI-I
ESD
HDD
IEC
ISO
LAN
LED
PCI
PCIe
PEN
PLINK
POS
PS
RAM
SSD
TFT
TN-S
UL
USB
VGA
W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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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인증 기호
프레온 가스
염소화 탄화수소
RS 232 인터페이스
전원 공급 COM 인터페이스(별표는 전원을 의미)
중앙 프로세서 장치(예를 들어 INTEL Celeron-M)
캐나다 승인 등록(UL 에 의해 인증)
Deutsches Institut für Normung(독일 표준 승인
기관)
디스플레이 포트
D- 형상 서브 미니츄어
디지털 비주얼 인터페이스 통합
정전기 민감 장치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
국제 전기 표준 회의
국제 표준화 기구,
근거리 통신망
발광 다이오드
Peripheral Component Interconnect
Peripheral Component Interconnect express
Protective Earth Neutral Conductor
패널 링크
Point Of Sales
전원 공급
랜덤 액세스 메모리
솔리드 스테이트 디스크(플래시 미디어)
박막 트랜지스터
Terre Neutre- Separé
Underwriters Laboratory(표준)
범용 직렬 버스
비디오 그래픽 어댑터
광역 통신망
BEETLE /X plus U 사용 설명서

WLAN
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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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 근거리 통신망
Wincor Nixdorf International Gmb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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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33094 Paderbo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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