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토로라솔루션 디바이스 청소 및 소독 권고사항
무전기 및 액세서리
모토로라솔루션은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해, 제조사로서 최신의 제품 지식을 바탕
으로 무전기 사용 위생에 대한 당사의 무전기와 액세서리에 대한 청소 및 소독 가이드라인을 제공하
고자 합니다.

일반적 청소

1

천에0.5% 소독 용액을 묻혀 닦아줍
. 니다.

2

비금속소재의 빳빳하고 짧은 솔을
가진브러쉬를 사용하여 기기의
먼지를털어줍니다.

3

부드럽고흡수력이 있는, 보푸라기
가일지 않는 천이나 티슈를 사용하
여용액을 닦아내어 기기를 완전 건
조시킵니다.

주의:

연결부,틈새나벌어진부분에용액이남지않
도록주의합니다.

소독

1

알코올농도가 최소 70% 이상인 시판
용이소프로필 알코올 (소독용 알코올)
로닦아내어 기기를 소독합니다.

2

이소프로필알코올을 사용하는 경우
절대로알코올을 기기에 직접 사용하
지마십시오. 먼저 천에 묻혀 기기를
닦아내는방식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3

특정화학물질과 증기는 플라스틱과
금속도금에 유해한 영향을 줄 수 있
습니다.

주의:

표백제,솔벤트,청소용스프레이등을
사용해 장비를청소/소독하지마십시오.

세계보건 당국에 따르면 표면에서 세균과 먼지, 불순물을 제거함으로써 감염 확산의 위험을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모토로라솔루션은 특정 청소용품이 특정한 이물질(바이
러스를포함)을 장비에서 제거하는 데 효과가 있는지, 또한 소독제에 의해 모든 세균 또는 바이러스가 제거되는지 여부를 파악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청소용제와 소
독용제,청소 및 소독방법은 네트워크 물리적 장비에 해로운 영향을 덜 미친다는 측면에서 당사가 사용을 승인한 것입니다. 바이러스와 같은 이물질에 대한 소독 용제의 효능
에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화학물질 제조사의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토로라솔루션의 공식적인 기술 권고 (MTL)
사항은 다음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링크 클릭

본 안내문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모토로라솔루션 기술 지원센터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WHO웹사이트정보 : 직장에서코로나19에대비하는법
질병관리본부웹사이트정보:코로나19국민행동수칙

https://www.motorolasolutions.com/ko_kr/support.html

모토로라솔루션코리아(주), 서울특별시 서초구 매헌로 16 하이브랜드 빌딩 9층. www.motorolasolutions.com/kr
모토로라솔루션의 허가 없이 사용을 금합니다. 본 자료는 모토로라솔루션의 기술 권고 (MTN) 사항의 일부로 세부 내용은 상기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안내문에서 제공하는 청소 및 소
독 정보는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훈련된 전문 기술진에 의해 수행될 것을 의도하고 있습니다. 모토로라는 본 기술적 권고사항을 시행하지 않거나 제시된 지침에 따라 시행하지 않
은 경우 제품 품질 또는 성능에 대한 책임 일체를 부정합니다. 일부 제품의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본 권고 사항의 시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본 권고사항을 제시된 방식에 따라 시행하지 않는 경우
적용되는 보증이 무효화되거나 잠재적인 계약상의 권리나 의무에 다른 방식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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