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선구 직하형 설치부품

[ 간편설치 안내서 ]

덱스터 본체

모델명 DX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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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세서리

제품설치 부품

DeXTER™ Universal Desktop Display Extensioner

집게형 설치부품

집게형 제품설치

배선구 직하형 제품설치

나사 및 공구

( 옵션 )

A. M4 x 8mm (4개)
B. M6 x 12mm (3개)
C. M6 x 10mm (2개)

D. 4x4 육각렌치 
E. 5x5 육각렌치/(+)드라이버

1 x 직류 전원 어댑터
1 x USB 3.0 (A to B) 케이블
1 x 파워코드*
1 x  설치CD(옵션)**

사용공구

D. 4x4 육각렌치

[ 주의 ]

설치할 책상의 두께에 따라 올바른
조립 위치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 파워코드 및 단자 모양은 판매 국가마다 
   그림과 다르게 제공됩니다.
** 설치CD는 제품에 따라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설치 가능 책상 두께
( 최소10 ~ 최대100mm )

최소 8.5 ~ 최대 70mm

설치가능 배선구 규격

A     B    C

나사 B. 
(3개)

나사 B.
(3개)

나사 C.
(2개)

D            E

QUICK START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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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포장 내용물

제품설치



[ STEP 1 ]  두 개의 M4x8mm 나사를 상단에 중간까지만  체결합니다. 
                   * 베사(VESA )100mm x 100mm  규격 전용

[ STEP 2 ]  중간까지 조립된 나사를 제품 본체의 VESA 구조물 
                     상단에 걸쳐 둡니다.

[확인하세요!]

구글플레이 앱(APP)
“DisplayLink Presenter”

[ STEP 3 ]  나사를 모두 완전히 조립하고,
                   위 그림과 같이 모니터의 무게에 맞도록 각 연결부
                   탄성을 조절합니다.

(+)

(+)

소프트웨어 드라이버 다운로드
(MS Windows/Mac/Adnroid/Chrome OS/Ubuntu)

제조사 홈페이지 : www.aqurus.com
DisplayLink : www.displaylink.com

     경고
본 제품은 삼켰을 경우 질식을 유발할 수 있는 작은 부품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각별히 주의 바랍니다.
제품을 설치할 책상은 제품 본체와 모니터의 무게를 충분히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별도의 구조물 등으로 보완 또는
교체하시기 바랍니다.
제품 설치 시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반드시 적합한 공구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제품파손 또는 심각한 상해나 사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가급적 두 달에 한 번 씩 제품의 각 연결부가 느슨해지지 않았는지 탄성조절
나사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제품은 책상에 설치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 
제품을 설치하기 전 책상이 본 제품을 포함한 모니터 등 모든 장치의 무게를
견딜 수 있는지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아울러 본 제품에 설치 가능한 모니터의 최대무게(5KG)를 절대 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제품파손 또는 심각한 상해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주의] 본 제품은 실내에서 사용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실외에서 사용할 경우 제품손상 또는 상해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제조사 : 주식회사 아큐러스
(우)16463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행궁로 98, A305호 (교동)
전화  070-7435-9377 | 팩스 031-622-9355 | 이메일 info@aqurus.com

MADE IN KOREA
 

D. 4x4 육각렌치

E. 5x5 육각렌치

공구 E. 5x5 육각렌치/(+)드라이버

[ 설치 전 주의사항 ]
1. 설치할 모니터 뒷면에 베사( VESA) 규격‘100mm x 100mm’  또는  ‘75mm x 75mm’  나사 조립부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모니터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2. 모니터 화면 긁힘 등 제품 손상에 주의하면서 설치할 모니터에 장착된 기존의 스탠드를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 경고 ]
설치 후 제품의 움직임을 충분히 고려하여 케이블 길이를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케이블이 지나치게 짧게 설치된 경우 제품의 고장, 파손, 신체상 상해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나사 A. 
(4개)

베사(VESA) 모니터 설치

케이블 정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