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양표

HID® ELEMENT
레이저 음각 시스템

양면 제작
보증

레이저 유형
카드 재질 유형
레이저 개인화 유형
레이저 그래픽 기능
커뮤니케이션 인터페이스
등록 기능
레이저 해상도
레이저 속도
크기 (레이저 음각/단일 입력/단일 출력)
무게 (레이저 음각/단일 입력/단일 출력)
전원 입력
작동 환경
인증
잠금 카드 입력 호퍼
잠금 카드 출력 스태커
잠금형 레이저 하우징

지원 소프트웨어 드라이버

카드 크기
카드 입력 용량(호퍼 1개)
다중 입력 호퍼/출력 스태커 용량
카드 출력 용량(스태커 1개)
카드 두께
카드 클리닝 스테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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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 마그네틱 인코딩
접촉식 스마트 카드 인코딩
비접촉식 스마트 카드 인코딩
MLI
CLI
컬러 UV 인쇄와 결합
카메라 등록 시스템
8W 레이저(더 빠른 레이저 제작 기능용)

특징

표준
레이저 다이오드: 24개월
기타 모든 시스템 구성 요소: 12개월
레이저 음각 특성
3W(표준) 또는 8W(선택사항) 공랭식 DPSS 레이저
폴리카보네이트(PC) 권장
표면 아래 및 촉각 레이저 음각, 마이크로텍스트, MLI/CLI(선택사항)
트루 그레이스케일
이더넷 LAN(레이저 시스템)/USB 2.0(인코더)
카메라 등록 시스템(선택사항)
600DPI
레이저 제작량에 따라 최대 시간당 카드 300장
높이 533mm x 너비 635mm x 길이 546mm(높이 21.0인치 x 너비 25.0인치 x 길이 21.5인치)
41.0kg/90파운드
100~240VAC, 9.0A 최대, 50Hz~60Hz
15°C~32°C(60°F~90°F), 20%~80% 비응축식 습도
클래스 1 레이저 제품, UL, CE, FCC Class-A
시스템 보안 표준
예
예
예
시스템 커뮤니케이션 표준
Windows® 7/10/Server 2008 R2/Server 2012 R2/Server 2016
카드 표준
CR-80만 가능
카드 400장(0.762mm/0.030인치)
예, 최대 4개의 입력 및 출력 모듈(최대 카드 1,600장의 총 용량)
카드 400장(0.762mm/0.030인치)
0.762mm/0.030인치(30mil)
예
옵션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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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dglobal.com
북미: +1 512 776 9000
수신자 부담: 1 800 237 7769
유럽, 중동, 아프리카: +44 1440 714 850
아시아태평양: +852 3160 9800
남미: +52 55 917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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