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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N‑FV 매립형 투표 패널
▶ 세련되고 현대적인 디자인(IF 상 수상)
▶ 참석 진위 확인 장치 접속
▶ LED 투표 확인 표시등
▶ LED 장치 활성 표시등

이 장치를 사용하여 참석자 등록 및 여섯 가지 유형의 투표(의회
식, 청중 응답, 복수 선택, 의견 조사, 평가, 찬반)를 할 수 있습니
다.
이 투표 패널에는 참석 진위를 확인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참석
진위 확인 장치용 접속 부분이 있으며 참석 진위를 확인하는 데는
일반적으로 지문 인식기가 사용됩니다.
이 장치는 2mm 두께의 금속 패널에 눌러서 고정하거나 DCNFCOUP 커플링 조각 및 DCN-FEC 종단 캡과 결합하여 어느 표면
에나 설치할 수 있으며 2인용 회의 장치 인터페이스(DCN-DDI)에
연결됩니다.

기능
제어기 및 표시등
앞면

•

사용자에게 출석을 표시하고, 투표하고, 투표 내용의 등록을
확인할 것을 알려주는 노란색 확인 표시등이 있는 투표 버튼
5개. 버튼과 표시등은 다음과 같이 작동합니다.
- 찬성(+), 반대(-) 및 기권(x)(참석자 등록, 의회식 투표 및
찬반에 사용)
- 1에서 5까지의 숫자(복수 선택, 의견 조사 및 평가에 사
용)
- 평가 척도: - -, -, 0, +, ++(청중 응답에 사용)
• 시스템이 정상 작동 중임을 보여주는 파란색 LED 장치 활성
표시등 1개
뒷면

•

상호 연결
• RJ11 커넥터 2개: 2인용 회의 장치 인터페이스 DCN-DDI 및
루프 스루 연결용
• 참석 진위 확인 장치 접속용 커넥터(AMP173977-3 소켓)

기술 사양
기계적 특성
설치

2mm 두께의 금속 패널에 눌러서 고
정하거나, DCN-FCOUP 커플링 및 DCNFEC 종단 캡과 결합하여 자유롭게 설
치

크기(높이 x 가로 x 세로)

40 x 100 x 82mm
(1.57 x 3.94 x 3.23in)

무게

81g(0.18lb)

색상

은색(RAL 9022)

주문 정보
DCN‑FV 매립형 투표 패널
매립형, 은색

DCN-FV

초기화 해제/초기화 버튼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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