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duct Overview

Desktop RFID Reader

DR900
작고 세련된 디자인

기기사양

• Dimensions: 56 x 65 x 22.65 mm (2.2 x 2.6 x 0.9 in.)
• 동급 최고의 성능과 결합된 작고 가벼운 디자인
• 일체형 안테나로 설치 비용 및 작업공간 절약
• 세련된 외관으로 대부분의 업무 환경에 조화로움

높은 판독 정확도, 워크플로우 효율성

물리적 특성
Dimensions

56 x 65 x 22.65 mm (2.2 x 2.6 x 0.9 in.)

Weight

60g (2.1 oz)

Power Source

USB Type C

Sealing

IP42

RFID 특성

• 3-27 dBm 전송 출력으로 UHF 모듈 구성 가능

• 교차 판독의 위험이 적게 조정 가능한 고정밀 판독 범위 (1
dBm 단위로 조정가능)
• 완벽한 판독 정확도로 업무 시간 단축

넓은 범위 적용
• 소매, 헬스케어, 물류, 제조업 등의 분야에서 이상적 사용

RFID Protocol
Support
(Air Protocols)

EPC Class-1 Gen-2 V2 Compliant

Max Read Rate

300+ tag/sec

Read Range

Up to 30 cm / 11.8 in.
(depending on the tag)

소프트웨어
SDK

Windows , Android, Linux, CentOS

Driver

OPOS, JavaPOS, USB Serial (COM)

안전한 사용에 대한 인증
• EN 62311 인증 완료

• 심플하고 세련된 디자인
• 모든 환경에 적합

손쉬운 통합
• 손쉬운 사용
• 간편한 제어

• USB 포트를 통해 모든 유형의 장치에 연결 가능
• Keyboard wedge를 지원하는 Plug & Play 설치

• PLUG & PLAY 설치

• 완벽한 정확도

DR900 Applications
•
•
•
•
•
•
•

자산관리
재고관리
재고 및 자산 위치

공급망 관리
서류 추적
매장 내운영
출입 관리

EMPOWERING BUSINESSES WITH ACTIONABLE DATA
BUSINESS INTELLIGENCE DELIVERED BY HIGH-PERFORMANCE RFID
SOLUTIONS FROM BLUEBI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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