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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 세련되고 현대적인 디자인(IF상 수상)

u 색상으로 구분된 투표 버튼

u 중국어 문자

u DCN 네트워크에 루프 스루 직접 연결

u 의회식 투표 가능

이 장치는 참석자 등록, 의회식 투표 및 찬반 투표에 사용됩
니다. 색상으로 구분된 투표 버튼과 중국어 문자가 제공됩니
다. 문자는 출석, 찬성, 반대 및 기권을 의미하며 해당 색상
은 각각 흰색, 녹색, 적색 및 노란색입니다. 노란색 LED 확
인 표시등은 사용자에게 출석을 표시하고, 투표하고, 투표
내용의 등록을 확인할 것을 알려주는 데 사용됩니다. 파란색
LED 장치 활성 표시등은 시스템이 정상 작동 중임을 보여줍
니다. 장치에서 통신 오류가 발생할 경우 파란색 LED가 깜
박입니다.
투표 장치와 종단 캡이 결합되어 현대적인 회의실이나 전형
적인 회의실 모두에 어울리는 매우 세련된 스타일을 제공합
니다. DCN 네트워크 케이블에 직접 연결하므로 투표 기능
만 필요한 곳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경제적인 솔루션입니다.

기능

제어기 및 표시등

 
앞면

 
• 노란색 확인 표시등이 있는 투표 버튼 4개(출석, 찬성, 반
대 및 기권)

• 장치 활성 표시등 1개. 파란색 LED가 계속해서 켜져 있으
면 시스템이 정상 작동 중임을 나타냅니다. 장치에서 통신
오류가 발생할 경우 파란색 LED가 깜박입니다.

 
뒷면

 
• 초기화 해제/초기화 버튼 1개

상호 연결
• 금형처리된 6극 수 회로 커넥터로 종단처리된 DCN 케이
블 1m(39.4in)

• DCN 네트워크에 루프 스루 연결하도록 금형처리된 6극
암 회로 커넥터로 종단처리된 DCN 케이블 1m(39.4in)

참고 사항
사용하지 않은 출력 케이블은 LBB 4118/00 종단 플러
그로 종단처리해야 합니다.

기술 사양

기계적 특성

장착 2mm 두께의 금속 패널에 눌러서
고정하거나, DCN‑FCOUP 커플링 및
DCN‑FEC 종단 캡과 결합하여 자유
롭게 설치

크기(높이 x 가로 x 세로) 40 x 100 x 79.42mm
(1.57 x 3.94 x 3.12in)

무게 250g(0.55lb)



색상  

   DCN‑FVU‑CN 은색(RAL 9022)

   DCN‑FVU‑DCN 어두운 색상(흑연 회색)

주문 정보

DCN‑FVU‑CN 매립형 투표 장치(중국어)
DCN Next Generation 매립형 투표 유닛(중국어, DCN 네
트워크에 루프 스루 직접 연결), 은색
주문 번호 DCN-FVU-CN

DCN‑FVU‑DCN 매립형 투표 유닛(중국어), 어두운 색상
DCN Next Generation 매립형 투표 유닛(중국어, DCN 네
트워크에 루프 스루 직접 연결), 어두운 색상
주문 번호 DCN-FVU-DCN

액세서리

LBB 4118/00 DCN 종단 플러그
개방형 DCN 케이블 연결에 사용되는 DCN Next
Generation 종단 플러그
주문 번호 LBB41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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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대한민국 (ST/SKR)     
한국로버트보쉬기전주식회사
기흥구 보정동 298번지
경기도 용인시 우)446-913
전화: 82 31 270 4765
팩스: 82 31 270 4601
kyoungnam.kim@kr.bosch.com
www.boschsecurit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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