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UEBIRD COMPANY PROFILE

Spread your wings
블루버드는 오랜 기간 동안 많은 고객들로부터 그 기술성을 인정을 받아왔으며 완성도 높은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블루버드의 프리미엄 디바이스들은 현장에서의 안정된 업무 수행을 보장하며 산업용 데이터 캡처, 실시간 정보 제공, 빠른 결정을 위한 데이터 처리,
정확한 결제 진행 등 비즈니스에 필요한 산업적인 요구를 완벽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블루버드는 고객의 요구를 이해합니다
고객들의 복잡한 비즈니스 환경을 완벽하게 이해하며 다양한 요구에 대한 핵심을 상세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블루버드는 오랜 기간 동안 고도의 개발과정을 통해 진보된 기술 혁신을 이룩하였습니다.

1
Only 1 AIDC &
Payment Provider
블루버드는 세계 최초이자 유일
하게 AIDC와 Payment 제품 군을
모두 공급하는 글로벌 제조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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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버드는 고객 만족을 목표로 20
여 년 실질적인 R&D 연구 성과를
위해 매진해 왔습니다. 산업용 단말기
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기업용 하이
테크 디바이스 솔루션을 선보이며
혁신적인 제품을 제시해 왔습니다.
업계의 기술을 선도하고 새로운 패러
다임을 제시하는 글로벌 표준이 되기
위해 블루버드는 노력 하고 있습니다.

블루버드는 현재 120 개국 이상에
제품을 공급합니다. 또한 글로벌 시장
에 맞게 세일즈와 서비스 팀을 구조화
하였습니다. 하나의 통일된 전략 아래
동일한 가치를 전달하고 각 지역에
맞게 세분화하여 전개하고 있습니다.

블루버드는 3000개가 넘는 고객사를
위해 항상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습
니다. 블루버드의 디바이스들은 세계
120 여 개국의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블루버드는 10,000개 이상의 작업
환경에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럽 국립 철도의 역무원
들에서부터 브라질 아마존의 오지 조
사원들에 이르기까지 블루버드의 하
드웨어 솔루션으로 생산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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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only one provider
혁신적이고 실험적인 정신과 논리적인 시장 분석을 바탕으로 고객들의 장비 구입에 대한 투자를 최대한 고려하며 생산성을 향상시킵니다.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작업
능률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제품은 거친 산업 현장 등의 사용자 환경에서 많은 실전을 거쳐 테스트 되었습니다. 완벽한 시나리오 리서치를 통해 가능한 모든 문제를
최적화 합니다.

1
Mobile Computers
•
•
•
•
•
•
•

멀티 OS 지원
True mobility – 제품은 가볍고, 작지만 배터리는 오래 지속됨
TankSmithTM 의 견고함과 내구성
탁월한 산업용 네트워크 지원
신속한 바코드 인식
양 쪽의 프로그램이 가능한 버튼들, PTT 포함
빠른 컴퓨팅 성능

2
RFID Solutions
•
•
•
•
•

뛰어난 인식성
장거리 및 빠르게 RFID 태그 리딩High reading precision
콤팩트한 디자인
산업용 기기로 적합한 내구성 Industrial grade durability
다양한 형태- 핸드헬드, 웨어러블, 고정형, 데스크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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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yment Terminals

Enterprise Tablets

•
•
•
•
•
•
•

•
•
•
•
•

Stone Wall Security™ 기술로 안전한 결제 구현
최신의 다양한 결제 솔루션 제공
최신의 고객 로열티 프로그램 지원
ARM 프로세스를 이용한 차세대 성능
QT를 제공한 리눅스와 종합적인 SDK & TMS
산업용 모바일 컴퓨터 제조의 노하우를 통한 내구성 구현과통합된 다양한 기능
세련되고 인체공학적인 설계

멀티 OS 지원
가벼우면서도 오래 지속되는 배터리 장착
TankSmith™ 의 견고함과 내구성
탁월한 산업용 네트워크 지원
빠른 컴퓨팅 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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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pth studies result in
sharper visibility
성장과 성공을 원하는 많은 기업들에게 고객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연결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블루버드는 이러한 니즈를 오랜 기간 동안 연구해 왔으며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이윤과
성장의 잠재력을 증가시킴으로써 고객들의 비즈니스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Retail

Transportation

Create a personalized experience
with leading technology

True efficiency comes along with
clarity

고객들에게 빠르고 인상적인 최고의 쇼핑 경험을
제공하십시오.
전문적인 서비스로 결제 프로세스와 업무 흐름을
최적화하십시오. 더 적은 시간과 비용으로 당신의
비즈니스를 활성화 하십시오. 인상적인 홍보를
제공하고 최신 스마트한 결재 방법과 고객
로열티를 위한 쿠폰 및 마일리지 제공 등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고객과 화물을 안전하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이동시키십시오.
우리의 대중교통 관리 솔루션은 생산성을
향상시키며 연료 사용의 효율을 최적화 합니다. 또한
빠른 결제를 제공함으로 당신의 사업에 효과적으로
기여합니다.
실시간 데이터 접속, 안정적인 네트워크로 앞서
나가십시오. 재고와 실행, 비용을 한눈에 볼 수 있게
함으로 효율적으로 공급망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 슈퍼마켓, 수퍼 스토어, 웨어하우스 클럽, 백화점,
아웃렛, 편의점, 의류 전문 매장, 신발 전문 매장, 가전
전문 매장, 약국, 인테이어 샵 등
• 고객 대응과 판매, 모바일 결제 단말기, POS와
카운트 관리, 상품 진열과 재고 관리, 모바일
클라이언텔링(mobile clienteling), 창고 관리, 스탭
커뮤니케이션, 통합 쇼핑 가이드, 스탭 ID 관리, 고객
셀프 서비스, 필드 서비스, 장치 및 설비 관리, 차량
관리

• 철도와 지하철, 여객기, 버스, 페리, 택시, 카 쉐어링,
등
• 모바일 티켓팅, 티켓 검수, 객실 판매, 상품 진열과
재고 관리, 고객 좌석 디스플레이, 여객기 내 판매,
통합 여행 정보, RFID 솔루션, 스탭 커뮤니케이션,
장비와 설비 관리, 차량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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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tribution

FMCG

Restaurant & Hospitality

Government

Maximize efficiency by
understanding operational
efficiency level

The best way to cut costs and
improve customer satisfaction

Stay close to customers

Professionalize your work with
comprehensive mobile solutions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효율을 최대화 하십시오.
경쟁이 치열한 운송 시장에서 사업을 유지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작업 흐름의 효율성과 고객
만족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날 고객들은 매우
까다롭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필요한 정보를 받기를
원하고 당신의 서비스의 모든 부분에 대해서
투명성을 요구합니다.

블루버드 솔루션은 고객들에 대한 서비스 비용을
낮추어 드립니다. 고객들의 만족을 향상 시키고
판매를 높이시기 바랍니다. 블루버드 모바일
컴퓨터로 필요한 정보를 즉시 보내어 관련 업무에
대한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직원들이 더 나은 고객 대응을 하고 세일즈에
기여하며 효과적인 작업을 진행할 수 있게 합니다.

언제나 답은 고객들에게 있습니다. 블루버드는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장비와 솔루션을
제공 하여 당신의 사업을 지원합니다. 효율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은 중요한
수단이며 모든 직원들을 위해 네트워크를 간결하게
최적화 합니다. 이러한 모든 기능들은 당신의
직원들이 가장 필요한 곳에서 고객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도록 합니다.

최신 장비로 당신의 업무를 전문화 하시기 바랍니다.
공공 분야에서 일하는 것은 최고의 직무 능력을
필요로 합니다. 또한 공공분야에서 일하는 분들의
희생은 존중 받아야 합니다. 블루버드 하드웨어
솔루션은 희생과 의무를 다하는 우리의 영웅들에게
믿을 수 있는 모바일 컴퓨터들을 제공합니다. 유용한
장비들을 통해서 데이터를 쉽게 관리하고 정리
하십시오.

• 우편과 소화물 배당, 물류, 대형 창고 등

• 우편과 소화물 배당, 물류, 대형 창고, 제약 도매,
식품과 음료, 화장품 등

• 픽업과 배송, 선적과 배송, 재고 관리, 지게차를
이용한 창고 관리, 매장 직배송(DSD), 모바일 결제
단말기, 품목 철수 및 보충, 수취 및 분류, 작업 지시
확인, 포장과 적재, CPFR (collaborative planning,
forecasting replenishment), RFID 솔루션, 스탭
커뮤니케이션, 차량 관리, 장비 및 설비 관리

• 매장 직배송(DSD), 선적과 배송, 세일즈 필드 활동,
대형 창고 관리, 홍보 자산 관리, 고객 대응과 판매,
POS와 카운트 관리, 모바일 결제 단말기, 상품화 및
재고 관리, 스탭 커뮤니케이션, 통합 쇼핑 가이드,
스탭 ID 관리, 장비 관리, 차량 관리

• 식당, 숙박업 등

• 공공안전, 병역, 공무 영역, 공공 보건 등

• 카운터와 프론트 업무 관리, 모바일 결제 단말기,
고객 테이블 위의 POS, 재고 관리, 키친 관리, 스탭
커뮤니케이션, 고객 로열티 관리, 맴버십과 기프트
카드 관리, 안전과 보안, 장비와 자산 관리

• 교통 관리, 주차 관리, 순찰 모바일 솔루션, 신원 확인,
사용자 신원 확인, 스탭 커뮤니케이션, 외래 환자
관리, 픽업과 배송, 증거 관리, 교실 관리, 데이터
수집, 장비 및 자산 관리, 차량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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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are here to help you

Bluebird Inc. (HQ)
Manufacturing Facility

Bluebird
has professional
service centers throughout the world. We provide immediate service anywhere.
세계
어디에서나
빠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Bluebird, 전
Inc.
has 80
over
80 authorized
service
support center around world.
블루버드는
세계에
여 전문적인
서비스 지원
센터를and
운영합니다.

Overseas Office
R&D Center
Authorized Service Partner

EUROPE

Bluebird USA Inc.
Bluebird Inc. Headquarters
(Seoul, Korea)
Manufacturing Facility
(Sungnam, Korea)

ASIA

NORTH
AMERICA

R&D Center
(Bengaluru, India)

AFRICA
SOUTH
AME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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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uebird Inc. (Corporate Headquarters)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원로 115 삼성생명빌딩 3층 우편번호 06355

Phone. +82-1577-0778

Fax. +82.2.6499.2242

www.bluebirdcorp.com

Copyright © 1995-2020 Bluebird Inc. All rights reserved. Bluebird Inc. is the designer and manufacturer of Bluebird mobile devices.
Bluebird logo is registered trademark of Bluebird Inc. Features and specifications are subject to change without prior notice.

제품 브로셔안내
블루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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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