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소개서

EF550/EF550R
최고의 성능과 궁극의 러기드
엔터프라이즈 모바일 컴퓨터

Not all the features discussed in this document will apply to every unit, as some of the features are offered as options.
The information contained herein is proprietary and is provided solely for the purpose of allowing customers to operate and/or service Bluebird manufactured
equipment and is not to be released, reproduced, or used for any other purpose without written permission of Bluebi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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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텐츠
비즈니스
챌린지

Introducing
EF550/
EF550R

주요 특장점

기기사양 &
적용 분야

블루버드
서비스

블루버드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비즈니스 챌린지

THE CHALLENGE

늘어나는 작업량으로 인해
실내외 작업자의 업무 시간 부족
업무 효율을 위해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과
데이터베이스에 신속한 커뮤니케이션 필수
작업자가 편리하게 활용하여 업무 효율성 극대화
및 사용성 확장 가능 디바이스가 요구됨
기업용도에 최적화된 성능과 내구성을 지닌
엔터프라이즈급 디바이스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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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550/EF550R 소개

INTRODUCING

EF550/EF550R
하나의 기기로, 비즈니스 운영에
필요한 모든 기능을 구현하여
업무 효율성과 생산성을 극대화
할 수 있습니다.

엔터프라이즈 모빌리티를 위한 얼티밋 성능
BLUEBIRD, INC

주요 특장점

동급 최고 디스플레이
동급 최대 디스플레이 크기 및 내구성
5.45 인치 대형 디스플레이 탑재로 애플리케이션 조작의 넓은 공간 제공
→ 더 많은 양질의 정보를 한 눈에 파악 가능
고릴라글래스 5 적용으로 강력한 내구성 및 외부 충격에 강한 디스플레이
→ 파손에 대한 유비보수 비용 절감 효과

5.45-inch

동급 최고의 정전식 멀티 터치 기술
장갑을 착용한 손, 젖은 손으로도 터치 가능한 블루버드 멀티 터치 기술 적용

250 nits

500 nits

600 nits

동급 최대 야외 가독성 제공

(최대 600 nits)

밝은 햇빛 아래에서도 화면의 이미지나 영상을 또렷하게 제공
* 1 nit는 촛불 1개가 1m2 에 비추는 광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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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 성능
강력한 파워를 자랑하는
Android 10.x

속도

성능

추가 기능

구글 AER 인증

디바이스 응답속도
파일 공유 속도
Wi-Fi 속도
화면 Unlock 속도

사용시간 향상
Wi-Fi 연결성
실행 취소 기능
향상된 오디오

50개 이상 보안
더 큰 Font 지원
스마트 응답 기능
QR코드 스캔 접속

엔터프라이즈 최고 성능의
CPU & 메모리

강력한 Qualcomm
SD660 2.2GHz
Octa-core 프로세서:
다양하고 복잡한 애플리케이
션 쉽게 구동 가능

© 2021

최대 4GB RAM/
64GB or 128GB UFS Flash
(Optional)
양방향 통신 UFS 메모리로
향상된 I/O 성능과 낮은
전력소비 구현 및 빠른 속도의
앱 화면 전환 가능

BLUEBIRD INC

9

동급 최강 내구성
어떤 환경에서도 작업자가 편리하게 디바이스 사용 가능

바닥에
떨어뜨려도
OK

EF550: 1.5M MIL-STD 810G
EF550R: 2.4M MIL-STD 810G
동급 최고 낙하사양

물을 부어도
OK

먼지가
많은 곳에서
사용 OK
동급 최고 IP68 & IP65 밀봉

비가 내려도
OK

혹한/혹서기
극한의 열, 영하
OK
광범위 작동 온도
-20°C to 50°C

TankSmith® 기술 적용

블루버드 EF550/EF550R은 이 모든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합니다.
©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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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인 통신 네트워크
안정적 LTE

4G
LTE

VoLTE 통화로 뛰어난 음성 품질, 안정적 연결, 정확한 커뮤니케이션
블루버드의 제조기술 바탕의 고품질 스피커, 리시버 및 노이즈 캔슬링 기술
조화로 동급 최고의 음질을 제공

빠른 로밍 지원 802.11 ac Wi-Fi
2x2 MU-MIMO 기술 적용으로 향상된 Wi-Fi 속도, 범위 및 용량 지원
모든 WiFi Voice app에서 뛰어난 음성 품질을 제공하는 VoWiFi 기능 지원
BOS™ Wi-Fine™ 으로 Wi-Fi 연결 문제 분석 및 해결 가능

신속한 BT 연결 – 2배의 속도, 4배의 범위
BT 5.0 BLE Class 2를 통한 다른 디바이스와의 신속한 연결 지원
©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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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간 사용 고용량 배터리 & Power Manager
최장 교대 근무 시간 동안 충전 없이 사용 가능
착탈식 배터리

핫스왑 지원

탈착형 배터리로 손쉬운
배터리 교체 및 충전 시
디바이스 사용 가능

예상치 못한 배터리 분리
에도 업무 연속성 제공

손쉬운 탈착을 위한
편리한 언락 버튼

고용량 배터리
4350mAh 고용량으로
최대 14시간 전력 공급

스마트 배터리 운영

BOS™ Power Manager

배터리 분석을 통한
효율적인 배터리 관리

배터리 수명 관리 및 노화
배터리 식별하여 TCO 절감

(Optional)

교체시기 알람 시스템

온도 별 배터리 보호 충전 시스템

사이클 수, 전압 등 배터리
라이프사이클과 관련된 동태 분석을
통하여, 노후화 된 배터리를 자동
선별하여 교체 시기 알림
사용자 부주의로 인한 배터리 관련
손실 방지 및 효율적 관리 가능
동절기 /하절기 외부 환경에 취약한
시기 도래 전 관리자 및 사용자가
직접 배터리의 상태를 확인하여 사전
관리가 가능
업무 중단으로 인한 비용 / 시간 손실
을 방지하여 TCO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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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사양 및 적용 분야

EF550 기기사양
System

OS

2.2GHz Octa Core Processor (SD660)
4GB RAM / 32GB Flash (UFS)

Android 10.x with GMS
Upgradeable up to Android 12

Connectivity

Dimension

LTE, WCDMA, GSM/EDGE
802.11 a/b/g/n/ac/d/h/i/r/k/v/w WiFi™ Certified
2x2 MU-MIMO
Autonomous, Concurrent GPS; GLONASS,
Galileo, BeiDou, A-GPS
Bluetooth v5.0 BLE Class 2

159.9 x 79 x 16.65mm
284.5g

Data capture
1D/2D imager
Camera: front: 5MP fixed f/2.0 aperture, rear: 13MP autofocus

Display
5.45” HD+ (1440x720)
Corning® Gorilla® Glass 5
Capacitive Multi-touch

Battery

Ruggedness

Accessory

Multiple 5 ft./1.5m drop to tile over concrete
IP68 and IP65 per applicable IEC sealing

1/4 slot charging or ethernet cradle,
4~6 slot battery charger,
Handstrap, Trigger Handle, Soft Holder,
Stylus, Stylus Holder, Protective Film
UHF RFID Reader Sled (w/ RFR90x)

User-replaceable, Long-lasting Power
3.85V, 4350 mAh, BOS™ PowerManager / HotSwap

SIM/SAM
Hybrid Dual SIM Slot
(2 Nano Sim or 1 Nano SIM/1 Micro SD)
©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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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550R 기기사양
System

OS

2.2GHz Octa Core Processor (SD660)
4GB RAM / 32GB Flash (UFS)

Android 10.x with GMS
Upgradeable up to Android 12

Connectivity

Dimension

LTE, WCDMA, GSM/EDGE
802.11 a/b/g/n/ac/d/h/i/r/k/v/w WiFi™ Certified
2x2 MU-MIMO
Autonomous, Concurrent GPS; GLONASS,
Galileo, BeiDou, A-GPS
Bluetooth v5.0 BLE Class 2

166.45 x 85 x 18.6mm
332g

Data capture
1D/2D imager
Camera: front: 5MP fixed f/2.0 aperture, rear: 13MP autofocus

Display
5.45” HD+ (1440x720)
Corning® Gorilla® Glass 5
Capacitive Multi-touch

Battery

Ruggedness

Accessory

Multiple 8 ft./2.4m drop to concrete
IP68 and IP65 per applicable IEC sealing

1/4 slot charging or ethernet cradle,
4~6 slot battery charger,
Handstrap, Trigger Handle, Soft Holder,
Stylus, Stylus Holder, Protective Film,
UHF RFID Reader Sled (w/ RFR90x)

User-replaceable, Long-lasting Power
3.85V, 4350 mAh, BOS™ PowerManager / HotSwap

SIM/SAM
Hybrid Dual SIM Slot
(2 Nano Sim or 1 Nano SIM/1 Micro SD)
©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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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산업 적용 분야

유통업 - 매장
•
•
•
•
•

가격 확인/업데이트
재고 관리
멤버십/포인트/쿠폰 관리
음성 통화
온라인 구매 후 매장 픽업

레스토랑 & 접객업
•
•
•
•
•
© 2021

주문 접수
모바일 결제
재고 확인
직원 관리
고객 로열티 관리

유통업 – 창고

T&L

• 직원 관리
• 머천다이징
• 프로모션 준수

•
•
•
•
•

공공안전
•
•
•
•
•

직원 커뮤니케이션
데이터 수집
ID 확인/발권
문의 기록
문서화

배송 확인
상점직배송 (DSD)
경로 최적화
수송 차량 관리
배송 추적

제조
•
•
•
•

자산 관리
건물 유지/보수
상품 정보 관리
공급망 관리

BLUEBIRD INC

현장 서비스
•
•
•
•
•

작업 관리
경쟁 조사
판매/주문 추적
주문/서비스 자동화
경로 최적화

헬스케어
•
•
•
•

환자 신원 관리
데이터 관리/수집
직원 커뮤니케이션
작업 효율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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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버드 서비스

BluebirdCare™ 워런티/서비스 프로그램
BluebirdCare™ 워런티/서비스 프로그램은 26 년 이상 축적된 연구개발 노하우를 바탕으로, 숙련된 엔지니어들이 문제를
신속하게 진단하고 완전한 기능을 구현할 수 있도록 처리하여 예기치 않은 수리 비용을 방지합니다.

[Technical & Software Care]

.

Plus / Special / Total

©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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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S™ SecureCare™
모 바 일
1년 차

2년 차

3년 차

4년 차

디 바 이 스 :
5년 차

서 비 스
6년 차

기 간

7년 차

8년 차

9년 차

10년 차

일반 Android 디바이스에 대한 Google 지원
일반 Android 디바이스

버전별 3년

총 3년

버전 판매 종료 시 종료

블루버드 Android 엔터프라이즈 모바일 컴퓨터에 대한 블루버드 지원
BOS™ SecureCare 지원 — 모든 BluebirdCare™ 계약에 포함 (계약 시, 무상 서비스)
블루버드 Android
엔터프라이즈 모바일
컴퓨터

3년 판매 기간 중 지원

월별 업데이트: 모든 모든 보안 수준

4년 판매 기간 중 지원

월별 업데이트: 모든 보안 수준

EF550
EF550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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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판매 후 지원

3x3
총 6년

분기별 업데이트/중요 수준

4년 판매 후 지원

분기별 업데이트/중요 수준

5년 판매 기간 중 지원

5년 판매 후 지원

월별 업데이트/모든 보안 수준

분기별 업데이트/중요 수준

BLUEBIRD INC

4x4
총 8년
5x5
총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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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버드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블루버드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엔터프라이즈 Android 분야 전문가
SINCE 1995
엔터프라이즈 모바일 분야 국내 최고 업력 26년, 혁신과 신뢰의 아이콘

SINCE 2011
세계 최초 엔터프라이즈 Android 모바일 컴퓨터 출시, Android OS 최고 전문가

디바이스 소프트웨어 에코시스템
Android 디바이스 보안, 유지, 활용, 기능 관리를 위한 소프트웨어 에코시스템 지원

다양한 국내/외 고객 레퍼런스 보유
3,300여개의 글로벌 고객 레퍼런스로 입증된 기술력, 제품 품질 및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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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