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OS 및 셀프 계산대 하드웨어 청
소 가이드

해야 할 일

청소용 천/타월에 세제를 분사한 
다음 표면을 닦아 청소합니다.

청소용 극세사 천 
또는 부드러운 

타월을 사용합니다.

젖은 천/타월로 청소하되 
물이 뚝뚝 떨어질 정도로 
흠뻑 적시면 안 됩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

연마용 세제(분말) 또는 연마용 청소  
도구(청소솔, 수세미 등)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장비에 직접 세제를 
분사하지 마십시오.

전기 장비를 세정액에 
흠뻑 적시지 마십시오.

commerce.toshiba.com

Toshiba 제품은 가장 혹독한 소매 환경에서도 
문제없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사용 중 POS 
및 셀프 계산대 하드웨어와 연결된 주변 기기는 
일상적인 업무의 일환으로 해당 장비를 만지는 
사람(직원 및 고객 둘 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Toshiba 유지관리 설명서에서는 90%
의 이소프로필 알코올을 사용하여 모든 표면을 
청소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Toshiba 장비 
청소에 대한 추가 모범 사례를 확인하려면 
사용 중인 제품에 해당하는 Toshiba 유지관리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소독 및 청소 과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DC 지침을 참조하십시오.*

시스템에 부착된 타사 I/O 장치 등과 같은 
Toshiba 제품이 아닌 하드웨어의 경우 해당 
공급업체에서 제공하는 지침을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이소프로필 
알코올

*소독 및 청소 과정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문의하십시오. 의료 및 생물학적 전문 지식은 CDC 또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CDC의 환경 청소 및 소독 권장사항을 참조하십시오.

빈도: 

권장되는 청소 방법: 

추가 권장사항: 

90% 
터치스크린 디스플레이처럼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표면을 청소하는 경우에는 
시스템에 전원이 연결되어 있어도 
괜찮습니다.
• 청소 시, 작업자 는 POS 어플리케이션을 
로그아웃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화면이 젖어있는 상태에서 청소할 경우, 
잘못된 터치 입력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정상입니다.

POS 사용중에 일상적으로 터치하는 
화면의 표면을 청소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시스템 이동, 
부딪힘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않도록 
POS 및 셀프계산대의 시스템을 종료하고 
전원을 끄는 것이 좋습니다.
• 부딪히거나 충돌하면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 관련 시스템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 중요한 I/O장치에 연결된 케이블이 
빠질 수 있습니다.

전기 장비 내부 청소는 교육을 
받은 서비스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참고:

장비의 수명 또는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필요에 따라 자주 
청소합니다.

pCAP 호환 
스타일러스는 터치를 
위한 대체 
옵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