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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 USB(2.0) 지원

u ID 카드 지원(DCN-IDCRD)

u DCN-SW 및 LBB 4190/00에서 지원

ID 카드 인코더(USB)는 ID 카드(DCN-IDCRD)를 인코딩하
는 데 사용됩니다. 이 인코더와 함께 사용되는 회의 소프트
웨어 모듈은 ID 카드 인코더(DCN-SWID), 회의 장치 데이터
베이스(DCN-SWDB) 및 회의 소프트웨어 메인 모듈(DCN-
SW)입니다.
DCN-IDENC를 LBB 4181/00 소프트웨어 버전 2.80 이상
과 함께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인증 및 승인

FCC 파트 15 클래스 B, UL, CE, VCCI  

EMV 2000 레벨 1  

기술 사양

전기적 특성

전원 공급 USB 버스 사용

장치 상단 표시등 2단계 녹색 LED 1개

운영 체제 XP, Server2003, Vista

ID 카드 지원 DCN-IDCRD

기계적 특성

케이블 1.5m 길이, USB 방식 A형 커넥터
포함

크기(높이 x 가로 x 세로) 10 x 70 x 70mm(0.39 x 2.8 x 2.8in)

무게 60g(0.13lb)

환경적 특성

작동 온도 0° - +50°C(+32ºF - +122ºF)

보관 온도 -20° - +60°C(-4ºF - +140ºF)

상대 습도 15% - 90%

주문 정보

DCN-IDENC ID 카드 인코더(USB)
DCN Next Generation ID 카드 인코더(USB). ID 카드 인코
더(DCN‑SWID), DCN‑SW 및 DCN‑SWDB 소프트웨어 모듈
과 함께 사용합니다.
주문 번호 DCN-IDENC



DCN-SWID 회의 소프트웨어 ID 카드 인코딩
DCN Next Generation 회의 소프트웨어, ID 카드 제작용
ID 카드 인코딩 소프트웨어. DCN‑IDENC, DCN‑SW 및
DCN‑SWDB와 함께 사용합니다.
주문 번호 DCN-SWID

DCN‑SW 회의 소프트웨어 메인 모듈
DCN Next Generation 회의 소프트웨어 메인 모듈, 다른 모
든 회의 소프트웨어 모듈이 실행되는 플랫폼
주문 번호 DCN-SW

DCN‑SW‑E 회의 소프트웨어 메인 모듈 E-코드
DCN Next Generation 회의 소프트웨어 메인 모듈, 다른 모
든 회의 소프트웨어 모듈이 실행되는 플랫폼, 전자 인증 코
드
주문 번호 DCN-SW-E

DCN‑SWDB 회의 소프트웨어 참석자 데이터베이스
DCN Next Generation 회의 소프트웨어 델리게이트 데이
터베이스. DCN-SW와 함께 사용합니다.
주문 번호 DCN-SWDB

DCN‑SWDB‑E 회의 소프트웨어 참석자 데이터베이스 E-코드
DCN Next Generation 회의 소프트웨어 델리게이트 데이
터베이스. DCN‑SW와 함께 사용합니다. 전자 인증 코드
주문 번호 DCN-SWDB-E

액세서리

DCN‑IDCRD ID 카드(100개)
DCN Next Generation ID 카드, 표준 신용 카드 형식(100
개 1세트)
주문 번호 DCN-IDC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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