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10

Rugged Mobile Computer with Full Touch Screen
5인치 풀터치 스크린 (고릴라글라스3)
1.3 GHz 쿼드코어 CPU
안드로이드 5.1 롤리팝 / 안드로이드 6.0 마쉬멜로우 윈도우 / 10 IoT 모바일 엔터프라이즈
내장형 1D/2D 스캐너
500만화소 오토포커스 카메라

제품 사양
물리적 특성

기본 액세서리

크기
(가로x세로x높이)

76.4 x 154.8 x 21.6 mm

무게 (배터리 장착)

280g / 9.8 oz (표준형 배터리 장착 시)
310g / 10.9 oz. (대용량 배터리 장착 시)

화면

5” HD LCD (1280x720)

배터리

Standard
Extended

3 x 6.09 x 0.85 in

Li-ion 3.8 V 4,100mAh
Li-ion 3.8 V 6,150mAh

성능 특성
프로세서

CPU

1.3 GHz 쿼드코어

OS

Mulit OS

안드로이드 5.1 롤리팝 / 6.0 마쉬멜로우

메모리

RAM

2 GB

ROM

16 GB

Card Slot

Micro SD

표준 배터리
(4,100mAh)

대용량 배터리
(6,150mAh)
-선택가능

추가 액세서리
충전기

Micro USB 케이블

1/2 Slot
충전 크래들

4/8 Slot
충전 크래들

1/2 Slot
이더넷 크래들

4/8 Slot
이더넷 크래들

부츠

스타일러스펜

NFC 커버

차량용 충전기

피스톨 그립
(트리거)

UHF 건 리더

윈도우즈 10 IoT 모바일 엔터프라이즈

USB 인터페이스

Docking connector ; Micro USB

센서

Gyro Sensor, Proximity Sensor, Light Sensor

사용자 환경
-20ºC ~ 60ºC

온도

사용 시

습도

보관 시
-30ºC ~ 80ºC
95% non-condensing

낙하 테스트
IP 등급

1.2m / 1.8m (부츠 장착 시)
IP65

무선통신 특성
WWAN

2G

GSM / GPRS / EDGE: Quad band

(850 / 900 / 1800 / 1900 MHz)
3.5G

UMTS/HSPA+
(850 / 2100 MHz )

4G

FDD LTE
(850 / 850 / 900 / 1800 / 2100/ 2600 MHz)

WLAN

IEEE 802.11 a/b/g/n

BLUETOOTH

Class II, V4.0 LE

GPS

A-GPS, GLONASS, BEID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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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옵션
스캐너

1D 레이저, 2D 이미저

카메라

전면

500만 화소 오토포커스

후면

800만 화소 오토포커스

* 제품 정보는 “현재상태”를 기준으로 작성되어 있으며, 사전에 공지 없이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OS 변경을 원하실 시, HW 변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Certifications

Android

Windows

Speed is Power
M3 Mobile

단단하고 견고한 산업용 스마트폰!
산업용 스마트폰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5인치 풀터치 스크린에 Gorilla
Glass 3를 적용하였으며, 강력하고 단단한 보호 케이스를 이용하여
낙하와 방수에 유리합니다.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디자인!

내장형 1D, 2D 스캐너로 안정적인 데이터 인식!
분리형 스캐너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내장형 1D, 2D 스캐너를
탑재하였으며, 데이터 인식속도가 탁월하여 효율성이 극대화 됨으로
스마트한 작업이 가능합니다.

UGR (UHF 건 리더)
다양한 액세서리를 활용한 사용범위 확장 가능

제품 특성
Lollipop
0 21

1D / 2D 스캐너 / RFID 스캐너

SM10 LTE는 우수한 스캐너와 RFID 를 지원하여
데이터의 입출력 및 처리를 신속하게 도와줄 뿐만
아니라, 특히 데이터 인식속도가 탁월하여 작업속도
향상에 큰 도움이 됩니다.

Windows

Android

Selectable OS : Android 5.1 / Android 6.0
Windows 10 IoT Mobile Enterprise

안드로이드 5.1 (롤리팝) / 6.0(마쉬멜로우) 또는 윈도우 10 IoT 모바일
엔터프라이즈를 지원하여 다양한 작업환경에 적합합니다.
(OS 선택 가능/주문 시)

뛰어난 내구성
높은 가시성
5 inch

5인치 풀터치 스크린
(Gorilla Glass 3적용)
5인치 풀터치 스크린으로 현장에서
더욱 편리하게 사용이 가능하며,
Gorilla Glass 3를 적용하여
스크래치와 내구성에 탁월합니다.

사용자 편의성
전면 물리키 적용
작업 시 자주 사용하는 스캐너, 기능키, 홈버튼
등을 물리키로 적용하여 사용 목적에 따라 원활히
작업이 진행 될 수 있도록 지원할 뿐만 아니라
인체 공학적인 디자인을 적용하여 작업 시
피로감을 줄일 수 있습니다.

IP65, 1.8m 낙하테스트(부츠 장착 시)
산업용 스마트폰의 가장 큰 한계를
극복하고자 LCD에 Gorilla Glass 3를
적용하는 등 내구성을 보완하였으며, 보다
강력한 보호 케이스를 이용하여 1.8m 낙하에
견딜 수 있고, IP65등급으로 험한 작업
환경에서도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E
장시간 사용
표준형 / 대용량 배터리
(Li-Ion 3.8V 4,100mAh / Li-Ion 3.8V 6,150mAh)
표준형 배터리 뿐만 아니라 대용량 배터리가
있어, 장시간동안 방전 걱정 없이 SM10 LTE
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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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10LTE

하단 및 측면에 작업자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능을 물리 키로
적용하여 어떠한 작업 환경에서도 단말기 오동작을 방지하고 편리함을
제공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