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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설명서는 DOTR-900의 간단한 정보와 사용법을 소개하고자 제작 되었습니다. 
 

2. 기기를 고온 또는 액체게 가까이 두지 마십시오.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1.  본 설명서는 가장 최신 버전의 데모 프로그램 기준으로 제작 되었으며, 소유하

고 있는 소프트웨어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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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설명서의 모든 내용과 PDA의 소프트웨어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며, 모든 
권리는 (주)케이씨티앤에스 있습니다. 
 

2. 본 설명서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어떠한 부분도 복사, 개조 또는 다른 언어로 번
역될 수 없습니다. 본 설명서를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수정, 배포하는 행위는 저
작권법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됨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3. 본 설명서에 기재되지 않은 별도의 업무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서와 문의사항, 
A/S에 대한 내용은 S/W 제작사에 의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본 제품에 탑재된 기본적인 프로그램 이외에 별도로 탑재되는 모든 프로그램의 
경우, 제품 공급자가 별도의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 및 기술지원에 필요한 
연락처를 본 제품의 설명서 또는 박스에 표기하거나, 연락처가 표기되어 있는 별
도의 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5. ㈜케이씨티앤에스는 PDA의 공장 출고 시점 이후에 탑재된 모든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보증하지 않습니다.  
 

6. DOT는 법으로 보호되는 ㈜케이씨티앤에스의 상표입니다. 
 

7. ㈜케이씨티앤에스는 이동통신사의 요구로, 또는 제품의 개선 및 검증을 위해 응
용 프로그램 제작사에 본 제품에 탑재되는 프로그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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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악세사리 

패키지 구성 

본체 

USB 케이블 크래들 

스트랩 아답터 

본 설명서에 있는 이미지와 악세서리는 제품의 색상 및 모양과 다를 수 있습
니다 . 추가로 구매하고 싶은 옵션을 홈페이지를 통해 연락하시길 바랍니다. 
(www.dote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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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동작 버튼 ② UHF 안테나 

③ 전원버튼 ④ 상태 LED 

기본 배우기 

기본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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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Before Using… 
기본 배우기 

1. 전원 켜기 / 끄기 

  1) 전원 켜기: 전원 버튼을 1-2초간 누르고 있으면 “삐" 알림 소리   

     와 함께 기기가 켜지며 녹색 LED로 불이 들어옵니다. 

  2) 전원 끄기: 전원 버튼을 2초 이상 누르고 있으면 "삡-" 알림 소리 

     와 함께 기기가 꺼집니다. 

  3) 자동 끄기: 5분간 아무런 행동이 없을 경우 기기가 10초 알림음 

     과 함께 자동으로 꺼집니다. 사용자는 "자동 끄기"를 SDK를 통 

     해 배포된 "R900SETUP"을(를) 이용하여 시간을 설정할 수 있습 

     니다. 

 

2. 사용: DOTR-900은(는) 유선 및 무선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다양 

   한 호스트 기기와 함께 사용 가능합니다.. 

  1) USB 케이블을(를) 이용하여 PC 또는 노트북에 연결하기. 

  2) 블루투스 무선을 이용하여 스마트폰, PC 또는 노트북에  

     연결하기. 

 

3. 패어링 대기 상태(블루투스) 

  1) 단말기가 켜진 상태 

  2) 대기 상태에서 블루투스와 패어링 할 준비가 되면 녹색 LED가 2 

     초에 한 번씩 깜빡입니다. 

  3) 패어링에 성공하면 “삐" 알림 소리가 두 번 납니다. 

전원 켜기와 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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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모 프로그램 설정  

 

데모 프로그램을 설정하기 위해 Setup RFIDHOST 폴더에 있는 "RFIDHOST.msi"을(를) 클릭하
십시오.  

 

1. USB 케이블 연결 설명서   

  1) DOTR-900 전원을 켠 후, USB 케이블을(를) 이용하여 기기를 PC에  

     연결하여 주십시오.  

  2) 작동하기 위해 "rfidbthost.exe"을(를) 클릭합니다.  

  3) 보통의 경우 DOTR-900이(가) PC와 자동으로 연결 됩니다.  

  4) DOTR-900이 PC와 연결되지 않을 경우, 원활한 연결을 위하여 USB  

      드라이버를 설정 하여 주십시오.  

  5) "새 하드웨어 발견" 메시지를 통해 사용자는 드라이버를 설정 할 수 있습니다.  

  6) 사용자가 5)의 해당 메시지를 찾지 못 할 경우, 장치 관리자의 드라이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실행하여 주십시오.  

  7) 위 방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데모 프로그램을 삭제하고  

      1)부터 6)까지 다시 실행해주시길 바랍니다. 

 

 2. 블루투스 연결 설정   

  1) 블루투스 관리자를 이용해 DOTR-900을(를) 검색하여 주십시오.  

  2) DOTR-900 추가 (연결 코드: 1234)  

  3) 작동하기 위해 "rfidbthost.exe"을(를) 클릭하여 주십시오.  

  4) DOTR-900이(가) PC와 연결 되지 않을 경우, COM 포트를 확인 하여 주십시오.. 

  5) COM 포트 확인은 "장비 및 프린터"에서 가능합니다. 하드웨어 탭을  

      확인하여 기기를 제대로 추가 하여 주십시오. 

 

※ COM 포트는 호스트 기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DOTR-900은 COM4이  

    기본 설정입니다. 제어판에서 확인 필요) 

※ 64비트 운영체제를 이용하고 PC을(를) 사용하고 있을 경우 추가적인 젠더가  

    필요합니다. 젠더는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본 배우기 

PC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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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설명서  

  1) 호스트 기기의 블루투스 기능을 켜주십시오.  

  2) 데모 프로그램 실행 (rfidhost.exe 실행)  

  3) Link 화면으로 들어가기 (메뉴-LINK)  

  4) COM4 포트 선택, LINK 버튼 클릭합니다.  

사용자가 호스트 기기에 연결을 하지 못 할 경우, 아래의 방법을 이용하여 주십시오.  

  4) DOTR-900(HQ_UHF_READER) 검색 - Link 화면  

  5) DOTR-900 검색이 되면, COM3으로 BIND 시키기 후 LINK 버튼 클릭합니다.  

    COM포트는 호스트 기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DOTR-900은 COM3이 기본 설정입니다.) 

호스트 기기에 따라 DOTH-900의 검색이 Link 화면에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본 배우기 

윈도우 CE 기기에 연결하기 

연결 설명서  

  1) 호스트 기기의 블루투스 기능을 켜주십시오. 

  2) 호스트 기기의 블루투스 관리자에서 DOTH-900을(를) 검색하여 주십시오. 

  3) DOTR-900 연결하기. 

  4) 연결이 성공적일 경우 녹색 LED가 깜빡입니다. 

  5) 데모 프로그램을 실행합니다. 

  6) DOTR-900이(가) 호스트 기기에 자동으로 연결 됩니다.  

사용자가 호스트 기기로 연결을 하지 못 할 경우 아래에 방법대로 진행 하여 주십시오.  

  7) DOTR-900(HQ_UHF_READER) 검색 - Link 화면 

  8) DOTR-900 검색이 되면, COM7으로 BIND 시키기 후 LINK 버튼 클릭합니다. 

COM포트는 호스트 기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DOTR-900은 COM7이 기본 설정입니다) 

호스트 기기에 따라 DOTH-900의 검색이 Link 화면에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할 경우 검색을 하지 마시고 바로 COM7으로 Link 하십시오. 윈도우 모바일 6.5의 데모 프
로그램은 호스트 기기에 따라 작동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당 경우에는 제조사에 연락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윈도우 모바일 기기에 연결하기 



DOTR-900    Manual 

기기 연결하기 

1. 데모 프로그램을 위해서 RFIDHOST.msi을(를) 클릭합니다. 

2. “다음” 클릭합니다. 

3. “닫기” 클릭 후 종료합니다. 

드라이버 연결 

1. 전원 켜기  

  1) USB 케이블을 연결  

  2) 장치 관리자  

  3) 다른 장치 

  4) HARVEMAC 

  5) 드라이버 업데이트 ("새 하드웨어 발견"에서 바로 설정 가능함) 

2. USB 드라이버 검색 

3. 기본 폴더 C:\Program Files\BizNara\RFIDHOST\USB Drive 

4. 데모 프로그램 실행 

USB 케이블로 연결하기 

1. 블루투스 켜기 - 장치 추가 - 연결하기 위해 HQ_UHF_READER 선택. 

2. 연결 코드 1234 입력. 

3. 내컴퓨터에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고 속성 선택. 

4. 장치관리자 선택. 

5. COM 포트 확인. 

6. 데모 프로그램 실행. 

7. 메뉴 – LINK. 

8. COM4 선택 후 LINK 클릭 (포트는 변동 될 수 있습니다) 

9. 마침 

블루투스로 연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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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장은 RFIDUsbHost 어플리케이션의 주요 기능을 설명합니다. 

해당 어플리케이션은 두 가지 모드를 지원합니다, USB 및 블루투스를 지원합니다. 

블루투스 옵션을 선택 할 경우, 블루투스 연결. USB 옵션
을 선택 할 경우, USB 연결. 

사용자 인터페이스 

How to use Demo 

주의 :  
 
USB 모드: DOTR-900와(과) 안드로이드 기기는 반드시 USB 케이
블로 연결 되어 있어야 합니다. 컴퓨터가 64bit인 경우 젠더가 필
요합니다. 
 
블루투스 모드: DOTR-900와(과) 안드로이드 기기가 USB 케이블
로 연결 해제를 해야 합니다. 

본 부분은 읽기 작동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벤토리를 위한 화면 

연결상태 

태그의 값 

태그 숫자 

인벤토리 버튼 

태그 리스트 

"Inventory" 버튼을 누르시면 읽기 기능이 
시작 됩니다. 

 

기능이 활성화 되면 "Inventory" 버튼은 
"STOP"으로 변경 

 

"STOP" 버튼을 누를시, 기능이 비활성화 됩
니다. 저장된 PC/EPC 값은 TAG ID 목록에 
나타납니다. 

 

램프 색 

- 켜짐: 녹색 (연결됨) / 적색 (연결 안 됨) 

-Tx: 적색 (출력할 데이터 있음) / 흑색 (출  

 력할 데이터 없음) 

-Rx: 녹색 (TAG 로부터 응답) / 적색 (TAG  

  로부터 응답 없음) 

 

연결 상태 / TAG 수 / 세어진 TAG 수 / 
Inventory 버튼 / Tag ID 목록 



DOTR-900    Manual 

사용자 인터페이스 

본 부분은 접근을 하기 위한 읽기 작동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Access" 버튼을 누를시, 접근 읽기 기능이 시작 됩니다. 

접근 읽기가 시작되면, "Access" 버튼이 "STOP"으로 변경 TAG ID에 접근하여 읽기 시
작하면 메모리에 있는 데이터를 읽기 시작합니다. 

실행하기 전 CONFIG화면에 단일 TAG을(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오류 발생시, 상태 램프가 적색으로 변하며 "TAG Memory Data" 오류 메시지를 출력
합니다. 선택한 ID의 TAG에 접근하려면 TAG ID 창의 좌측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Tag Query Mask" 버튼을 누를시, Tag 쿼리 창을 변경합니다. 

"Access password"에서 암호 설정하기. 기본 암호는 "00000000". 

"Tag Memory Bank" 탭 확인하여 EPC/PC, Access PWD, Kill PWD, TID, RESERVED, UII 
Aera, TID Area, USER Area 중 하나 선택하면 TAG 메모리부터 읽기 시작합니다. 

Access 버튼 

 
Access 패스워드 

 Access 선택 
(읽기/쓰기/잠금/죽이기)  

Tag 아이디 

 태그 메모리 Word 수 

태그 메모리 시작 Offset 

 태그 메모리 데이터 
태그 쿼리 마스크 버튼 

태그메모리 뱅크 

데모 사용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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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인터페이스 
 

본 부분은 태그 kill 작동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TAG의 Kill 암호를 입력하고 실행하여 주십시오. “사용자 암호 입력"은(는) 실수로 
TAG를 파기함을 막기 위함. TAG을(를) 비활성화 하기 위해, “사용자 암호 입력"에 
“태그의 kill 암호 입력"를(을)하고 "Access" 버튼을 누르십시오. 한번 파기한 TAG
는 복원 할 수 없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 암호 입력 

 태그의 kill 암호 입력 

 

데모 사용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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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인터페이스 
 

설정. 

쿼리 TAG 파라미터 설정. 본 파라미터 값은 "Inventory"와(과) "Access"에 적용 됩니다. 

블루투스  모드에서만  지원 

쿼리 세션을 S00, S01, S10, 그리고 S11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Q값의 쿼리 범위는 1부터 32769까지 설정 할 수 있습니다. 

목표 쿼리는 A, B 그리고 AB 설정 할 수 있습니다. 

타임아웃 쿼리 값이 0일 경우, 타임아웃이 없습니다. 단위는 초입니다. 

최대 감소 출력은 9 dB입니다. 

Duty 출력은 20~90% 설정 할 수 있습니다. 

"Access" 실행 시 단일 TAG 설정 

연결이 안 되었을 경우 Auto link을 통해 자동으로 연결 

MAC F/W 버전 제공합니다. 

퀄리 파라미터 설정 

 
쿼리 AB 타겟 설정 

 쿼리 Q값 설정 
 

 
쿼리 타임 아웃 설정 

 

자동링크 

소리감지 

동일 태그 읽지 않음 

단일 태그 감지 

태그 읽기 지속적 

최대, 최소 출력 설정 

Duty 출력설정 

MAC 펌웨어버전 

Demo 프로그램 버전 

데모 사용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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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모델명  DOTR-900 

구입날짜             

구입처 

제조번호 

보증기간 구입일로부터 1년  

제품보증 

제품 보증서 

서비스 정책 

제품 결합 종류 
보증  

기간 내 
보증 기간 외 

구입일로부터 10일 내 교환 

수리 

동일 결함으로 3번 오작동 시 무상수리 유상수리 

동일 결함으로 4번 오작동 시 교환 유상수리 

미수리 

구입일로부터 한달 내에 수리
가 불가능할 경우 

교환 
감가상각을 적용한 금액에 따른 

교환 

수리부속품이 없어 수리가 불
가능할 경우 

교환 
교환 감가상각을 적용한 금액에 

따른 교환 

교환이 불가능 할 경우 환불 
감가상각을 적용 및 10% 금액을 

더하여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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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사양 

지원 가능 프로토콜 ISO 18000-6C, EPC Class1 Gen2 

주파수 860MHz ~ 960MHz  

RF 출력 파워 1W 

인터페이스 Bluetooth 2.0 EDR / USB 1.1 compatible / UART 3.3V, 3-wire 

배터리 2350mAh Li-polymer rechargeable battery 

동작온도 -20°C to 50°C 

보관온도 -40°C to 70°C 

크기 148mm x 51mm x 30mm ( H x W x D ) 

무게  170g 

전원 20pin TTA 

제품사양 

DOTR-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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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A/S 주소 

DOTR-900 

본사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2동 역삼로 552 KM 빌딩 6층 

대표번호 : 02-2088-3460 

 

A/S 주소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239-2, 시화공단 1다 704호 KSK 건물 3층 

 

전화번호 : 1544-3684 (점심시간 PM 12:00 ~ PM 13: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