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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도전과제

비즈니스 도전과제
공장, 창고, 물류센터, 매장 간 입출고되는 제품, 차량 등의
자산 이동의 상세한 흐름을 파악하고 관리하는 것은 모든 비즈니스의 도전과제 입니다.
공급망 안에서 재고, 자산 관리의 편리함과 정확성은
비즈니스에 핵심 가치를 제공합니다.

재고/자산관리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 절감

실시간 추적으로
재고 효율성 및 정확도 향상

생산성 향상을 통한
시장 경쟁력 유지

Taking too
long…

비즈니스 도전과제 :
비용절감, 운영 간소화
전통적인 방식으로 재고관리를 시행하고 있다면, 노동시간 감소
와 비용절감에 대한 고민은 더욱 깊어 집니다.
비즈니스에는 효율성, 정밀도 및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솔루션이
필요합니다. RFID 제품들은 적은 노동으로 빠르게 확인할 수 있
고(시간 당 250개 확인 가능한 바코드 대비 RFID는 시간 당
20,000개 이상의 제품 확인 가능), 재고관리 비용절감과 노동
생산성 향상의 결과를 도출합니다.

이를 위한 블루버드의 솔루션을 소개합니다.

솔루션

Introducing
Bluebird Fixed UHF RFID Reader
FR900

FR900 Enterprise Fixed UHF RFID Reader
컴팩트하고 세련된 디자인으로 효과적인 기업 목적 기능 수행

Best in최고의
기업용
Enterprise
성능 Class PERFORMANCE

Best in리더,
하나의
Enterprise
다수의Class
안테나
PERFORMANCE
연결

Best in Enterprise
저비용,
손쉬운 배치사용
Class PERFORMANCE

세련된 러기드 디자인
간단한 리더 프로세서 / 인터페이스 지원

블루버드
효율적인
재고관리
제공하는

Fixed RFID Reader FR900은 비용
운영으로 기업용 성능 절충 없이
및 공급망관리에 편리함과 정확성을
적합한 솔루션 입니다.

주요 특징

기업용 최고의 성능
실시간으로 다량 및 개별아이템까지 확실히 추적합니다.

완벽한 판독 정확도

Dense Reader 모드

FR900은 높은 판독 속도와 정확도의 고성능을 제공합니다.
특히, Dense 리더 모드로 RF 전송출력 조절(0 dBm부터 +33 dBm까지 1
dBm 단위 조절 가능)을 통해 컨베이어 벨트 위의 포장된 다양한 아이템과
개별아이템을 동시에 Cross-reading을 방지합니다. 기존 업무 흐름에 맞춰
재고 정확도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의 리더, 다수의 안테나 연결
Comes in 4-port &
8-port Configurations

4 종류의 안테나로
다양한 업무 환경 적용 가능

창고 선반, 입구, 포털 등
위치에 따라 선택 가능

설치 및 유지 보수
비용 절감

저비용, 손쉬운 배치사용
비용절감, 신속하고 쉬운 배치,
연결 간소화를 위한 모든 기능

PoE
PoE+

+24V DC

GPIO

Wi-Fi
BT

PoE/PoE+/+24V DC Universal 전력 공급으로 FR900은 기존 외부의 다양한 레벨의 전원을
이용한 지원뿐 아니라 자체적으로 12V의 전원을 이용해 외부 전원 필요 없이 GPIO를 통한
외부 기기 제어 가능하며, Wifi, BT지원으로 사용 편리성을 증대 시킵니다.

세련된 러기드 디자인
거친 산업환경부터 고객접점 영역까지 다양한 환경과 조화

MIL-STD 810G
군표준

IP53
방수방진

-20 to +55C /
-4 to +131F
운영 온도

LED 표시기
트렌디 디자인

간단한 Reader 프로세서 / 인터페이스 지원
데이터를 리더기에서 직접 처리하는 스마트 관리 구현 :
업무 효율성 향상 및 운영 시간 절약

별도 추가 서버
구성 불필요

간단한 플러그인으로
빠른 솔루션 적용

핵심 가치 데이터
제공 가능

고객 맞춤형
데이터 제공

.
블루버드 Shell (SSH Protocol) 과 RM Agent (MQTT Protocol)
지원을 통하여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고객 / SI 의 솔루션에 FR900 적용 가능

IoT 플랫폼

Bluebird IoT UniverseTM for RFID
Bluebird Universe™ for RFID 은 진보된 환경 설정, 운영, 관리 및 유지 보수 기능 지원으로
엔터프라이즈급 RFID 시스템 구축을 가능하게 합니다.


Bluebird IoT Platform인 IoT Universe™ 는 Edge 장비 네트워크를 관리 할 수 있는 클라우드 기반 IaaS
(Infrastructure as a Service)입니다.



IoT Universe™는 데이터 수집, 분석, 인공 지능 및 기계 학습을 사용하여 응용 프로그램 및 솔루션을
강화하여 데이터 기반 환경을 만들고 실시간 액션을 제안합니다.



IoT Universe™ 생태계의 모든 사람과 모든 사물이 데이터를 공유하고 협업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다양한
산업환경에서 완전히 새로운 고객 경험을 구축 할 수 있습니다

Manufacturer
•
•

Outbound Shipment
Tagging

Distribution Center
•
•
•
•

Receiving Clarification
Stock Taking
Outbound Shipment
Tagging

Retail Store
•
•
•
•
•
•
•
•
•

Receiving
Stock Taking
Assisted Counting
Cycle Count
Team Counting
Stock Management
Replenishment
Locating / Identify
Tagging / POS / EAS

Reports
•
•
•
•

Operational Report
Difference List
Stock Location
Analytics

Reader Management
•
•
•
•

Monitoring
Filtering
Real-time Location
Data Integration

적용분야

적용 분야 및 환경

산업군

어플리케이션

환경

Retail, Manufacturing,
T&L, Warehousing,
Healthcare, Supply
Chain, Government

Asset Tracking, RTLS,
Inventory Management,
In/outbound Shipments,
Pharmaceutical
Management,
Anti-Theft Sensing

Distribution Centers,
Warehouse Floors,
Back Rooms,
Loading Docks

적용 예 : DC/Warehouse
재고관리
하역장 입고
창고 하역장에서 입고되는 아이템
확인 관리

추적관리
컨베이어 위의 아이템 별 목적지에 따른
분류 및 추적 관리

실시간 위치 추적 시스템 (Real Time
Locating System)을 통한 재고관리

출고관리
배송 출고 아이템 최종 목적지 확인 관리

적용 예 : RETAIL
추적 관리
상품의 이동, 재고 순환 등 위치 변경에
따른 추적 관리

재고관리
실시간 위치 시스템을 통한 재고관리 및
매장 내의 창고에서 픽업/분류,
매장 선반으로 배정 등의 관리 가능

매장 내 선반 관리
실시간으로 매장 내 선반 확인을 통한
상품 배치 관리
Back Room 입고 관리
입고 상품에 대한 확인 관리

기기사양

FR900 기기사양

System

Physical

∙ Linux
∙ 256 MB RAM / 512 MB Flash
∙ IPv4 and IPv6 Network Stack

∙ Dimensions :
200 x 180 x 40 mm (7.9 x 7.1 x 1.6”)
∙ Weight : 1.2kg (2.6 lb)
∙ Visual Status Indicators
Multicolor LEDs: Power, Activity, Status, Error

RF Characteristics
∙ RF Sensitivity :
-84 dBm monostatic
∙ Air Protocols : ISO 18000-63
(EPC Class 1 Gen 2 V2)
∙ Transmit Output
0 dBm to +33 dBm configurable in 1 dB unit

Firm/Software Support
∙ USB Storage device
∙ Web-based / Remote Firmware upgrades
∙ EPC global LLRP
∙ API Support : .NET, C, Java EMDK
∙ Bluebird UniverseTM for RFID
∙ Bluebird Shell (SSH Protocol)
∙ RM Agent (MQTT Protocol)

Connectivity
∙ 10/100 BaseT Ethernet
∙ USB Host & Client (Type A & B)
∙ Serial (DB9), RF-45 2ea
∙ Wi-Fi & Bluetooth via dongle adapter
∙ GPIO – Optical Isolated

Power
∙ PoE / PoE+
∙ +24V DC Universal Power Supply

FR900 안테나 사양
Model

AN950

ANS950

AN970

AN971

Image
- Mid Performance & Compact
Concept

- Compact indoor/outdoor
antenna for customer-facing
environments
Warehouse
- Stocks Transition (Fork lift)
- Conveyors

Used For

- Mid Performance & Slim
- Sleek, Discreet, Rugged
Sales-room
- Display Shelves (wall, ceiling)
- Display Hangers Fitting-room
(wall, ceiling)

Retail Back-room
- Inventory Management
- Gates

- High Performance & General
Purpose
- Global flexibility for all enterprises

- High Performance & Large Area

Warehouse
- Portals, Outdoor gates

Warehouse
- Portals, Outdoor gates

Retail Back-room
- Inventory Management
- Gates

Retail Back-room
- Inventory Management
- Gates

PHYSICAL
Dimensions

132 x 132 x 18mm

74 x 74 x 9.6mm

259 x 259 x 33mm

259 x 575 x 33.5mm

Weight

0.37kg / 0.82lb

0.6kg / 1.32lb

1.0kg / 2.2lb

1.9kg / 4.2lb(Laird)

Sealing

IP67

IP54

IP54

IP67

Vibration

MIL-STD-810

MIL-STD-810

MIL-STD-810

IEC-68-2-6

OPERATIONAL
Gain
Polarization

5.5 dBic
1 x LHCP or 1 x RHCP

2 dBic
1 x LHCP or 1 x RHCP

9 dBic
1 x LHCP or 1 x RHCP

9 dBic
1 x LHCP and 1 x RHCP

Frequency Range

865 ~ 868 MHz / 900 ~ 940MHz

865 ~ 868 MHz / 900 ~ 940MHz

865 ~ 868 MHz / 900 ~ 940MHz

865 ~ 868 MHz / 902 ~ 928MHz

VSWR
3dB Beam-width
Front to Back Ratio
Max Power
Axial Ratio

1.5 : 1
100˚ x 100˚
8 dB
10 W
2 dB

1.4 : 1
120˚ x 120˚
4 dB
6W
2 dB

1.3 : 1
70˚ x 70˚
20 dB
10 W
1 dB

1.4 : 1
70˚ x 70˚
20 dB
10 W
1 dB typical

* Please ask for FR900 datasheet to Bluebird sales reps for more information.

- End of Document This guide is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Information and specifications in this guide are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Copyright © Bluebird Inc. All Rights Reserved.

Appendix.

BOSTM : Business Optimizing Solution
Comprehensive Suite of Business Solutions & Services
Security & Configuration features beyond Android Enterprise

Bluebird SDK enables
take full advantage
of the purpose-built
capabilities our
devices have to offer

SDK for Android™

Reduce application
development
& testing costs

Staff collaboration tools with voice, mess
aging and location
* VoIP : CISCO CUCM Certificated

BOS™ Extension

EMM Solution

Stage and manage your device with
Bluebird EMM and top EMM service
providers

BOS™ Dr.Device

BOS™ VoIP / PTT
Automate & Manage OS Updates & security patches
Detect Inbound/Outbound transition (Factory, DC)
and Backroom-showroom transition (in-store)

BOS™ SEQUROTA

Bluebird Universe™ for RFID

BOS™ EMM

A Mobile app and Admin
dashboard to track
misplaced & lost devices

RFID Development Kit
Automate mass configurations with
barcode scanning

Bluebird Universe™ for
RFID enables SI integration
with SML, Tyco, Checkpoint,
Nedap, etc.
(Support REST, SOAP)

Self-test tool for determining the health of your device

BOS™
Provisioning

Secure devices from unauthorized
app usage and device setting
changes

BOS™ Fast-Read

BOS™ Kiosk
A Wi-Fi Diagnostics tool with device level &
Aggregate view of Wi-Fi network performance

Automate the EMM Enrollment of your
enterprise device out of the box

Bluebird Universe™
for RFID

Zero Touch

BOS™ Wi-Fine
Mobile Device authentication Solution
( Fingerprint, face recognition, NFC, etc..)

BOS™ SecureID
* Please contact Bluebird sales reps for more information,

BOS™
Device
Tracker
BluebirdCare™
Achieve 3, 4 or 5 y
ear availability &
Service options

Dashboard tracking health
& charge state for
Bluebird Mobile device
battery pool & initiate
admin actions

BOS™
PowerManager
Station
Secure my devices long
enough to meet TCO Goals

SecureCa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