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liberate in all aspects
블루버드 엔터프라이즈 태블릿은 수많은 테스트를 거친 검증된 제품으로
어떠한 산업 환경에서도 최고의 안정적인 성능을 보장합니다.

INDUSTRIAL TABLET PORTFOLIO

ET100

RT100

ST100

BP50

TankSmithTM ruggedness
블루버드 제품들은 TankSmith™ 특허 기술을 적용하여 최고의 내구성을
보장합니다. 모든 구성요소들은 산업현장에서의 피드백을 통해 작은 결함도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또한, 방수 방진 설계와 함께, 거칠고 다양한
산업 환경에서 최고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개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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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nctionalities for expandability
블루버드는 고객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포스 거치대, 1 슬롯 충전기, ethernet 거치대, MSR,
결제를 위한 숫자 패드, 바코드 스캐너, 핸드 스트랩, 태블렛 핸들, 강화 플러그, 차량 거치대, 어깨 스트랩,
보호 커버, 스타일러스 팬 등 기능에 맞는 최적화된 액세서리를 제공합니다.

03

Key Features & Benefits
They are not just ‘all inclusiveness’.
They will give you what you’re buying and what you’re keeping in future.

멀티 OS 지원

산업 용도에 적합한 대형 디스플레이

뛰어난 통신 및 네트워크 연결성

블루버드 엔터프라이즈 태블릿은 최신 Android 5.1 (Lollipop), Windows Embedded 8.1 Handheld 와 Windows 10 IoT Mobile Enterprise 를 지원합니다. 블루버드의 맞춤식 지원 서비스는 조기 안정화
를 통한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해 설치 단계부터 신뢰할 수 있는 환
경을 제공합니다. 또한 블루버드 TMS를 통해 실시간 원격지원 서비
스를 받을 수 있으며, 편리한 기능들과 엔터프라이즈 급의 OS 보안을
제공합니다.

블루버드의 태블릿 디스플레이는 어떠한 산업 환경에도 적합할 뿐만
아니라 작업을 원활하고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많은 기능을 제
공합니다. 태블릿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인 스크린 강화를 위해 Corning Gorilla Glass를 적용하였으며 HD급 고화질을 자랑합니다. 또한
눈부심 방지 및 지문방지필름으로 보호되며 산업용 장갑과 스타일러
스 팬으로도 조작이 가능합니다. ET100의 경우는 손이 젖은 상태에
서도 조작이 가능합니다.

무선 주파수 및 블루투스 기능으로 실내 외 어느 곳이든 뛰어난 네
트워크 연결을 자랑합니다. 블루버드 제품은 매우 빠른 프로세싱 속
도를 제공하며 LTE를 지원하는 WWAN과 802.11 a/b/g/n/d/h/i의
WLAN, 블루투스 V4.0 LE를 제공합니다.

산업용에 최적화된 카메라
자동 초점 조절 방식의 카메라와 고화질 이미지로 산업용 이미지의
정확성을 높여 비즈니스에 필요한 최적의 성능을 제공합니다.

TankSmith™ ruggedness

가볍지만 강하다

블루버드 제품은 TankSmith™ 특허 기술을 적용하여 최고 수준의 품
질을 보장합니다. 모든 구성요소들은 산업용으로 설계되었고, 어떠한
작은 결함도 발생되지 않도록 수많은 필드 테스트를 거쳤습니다. 방
수, 방진 기능 뿐만 아니라 다수의 낙하시험을 통해 강한 충격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거칠고 열악한 산업현장에서 안전하게 사
용할 수 있도록 나사 하나 하나까지 철저하게 테스트 되었으며 장기
간 공급이 가능한 믿을 수 있는 부품들로 제작되었습니다.

블루버드 엔터프라이즈 태블릿은 얇고 가볍습니다. 뿐만 아니라 군사
용으로 필요한 견고한 스펙 요건들을 모두 충족시킵니다. MIL-STD
810G 표준을 준수하여 블루버드의 제품들은 거칠고 열악한 산업 환
경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합니다. IP 실링으로 먼지와 물의 유입을 막고
최소 1.2m/4ft 의 높이에서 떨어져도 문제가 없도록 설계 되었습니다.

대용량 배터리와 더욱 더 긴 배터리 사이클
블루버드 엔터프라이즈 테블릿은 성능은 저하시키지 않으면서 저 전
력 프로세서를 최대한 활용하는 초 절전 설계 입니다. 더 길어진 배터
리 사이클로 보다 오랜 시간 편리하게 사용하십시오. Hot Swap 기능
으로 태블릿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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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적으로 확장된 기능성
블루버드 제품은 고객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악세서리 및
주변기기의 확장 기능을 고려하여 기획하였습니다. 개발 초기 단계에
서 다양한 용도에 맞게 주변기기와 액세서리를 전체 시스템으로 기획
하여 기능을 확장하도록 설계 했습니다.

INDUSTRIAL TABLET PORTFORLIO

ET100

RT100

ST100

BP50

INDUSTRIAL CLASS FEATURES

multi OS support

Windows 7 (optional)
Windows 8.1 Pro
Windows 10 IoT Enterprise

Windows 8.1 Windows Embedded 8.1 Windows 8.1 Windows Embedded 8.1
Pro
Pro
Windows 10 IoT Enterprise
Windows 10 IoT Enterprise
Android 4.4
Android 4.4

Android 4.0

TankSmithTM ruggedness

full ruggedness

full ruggedness

semi ruggedness

full ruggedness

large display, equipped for industrial purposes

10.1” IPS
Gorilla Glass 3
wet touch

10.1” IPS
Gorilla Glass 3

10.1” IPS
Gorilla Glass 3

7” IPS
Gorilla Glass

IP65

IP65

common waterproof

IP65

built in

detachable

built in

detachable

O

O

O

O

front/rear
with LED flash

front/rear

front/rear
with LED flash

front/rear
with LED flash

O

O

O

O

light yet strong
USER-FOCUSED FEATURES
longer battery cycle
excellent communication and network connectivity
optimized camera for industrial demands
comprehensively extended function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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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o

Memo

Bluebird designs and manufactures eco friendly products
by global environmental regulation.

Bluebird Inc. (Corporate Headquarters)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30길 39 SEI 타워 12~14층, 우편번호 06929

Phone. +82-1577-0778

Fax. +82.2.6499.2242

www.bluebirdcorp.com

Copyright © 1995-2016 Bluebird Inc. All rights reserved. Bluebird Inc. is the designer and manufacturer of Bluebird handheld mobiles.
Bluebird logo is registered trademark of Bluebird Inc. Features and specifications are subject to change without prior notice.

제품 브로셔 안내
블루버드 제품 브로셔는 산업용 모바일 기기, 하드웨어 세트와 소프트웨어 지원과 같은 블루버드의 제품에 대한 가이드입니다. 다른 회사의 단말기, 솔루션과 서비스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 브로셔의 내용은 임의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