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품 스펙 시트

Zebra TC70 터치 컴퓨터

직원들은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더 나은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원활하게 정보에 접근하여 전달할 수 있는 
엔터프라이즈급 핸드헬드 컴퓨터를 원하면서도 개인용 디바이스만큼 세련된 디자인의 사용하기 편리한 디바이스를 
기대합니다. 이제 TC70을 통해 이 모든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Extensions (Mx)는 안드로이드 버전을 더욱 
강화된 엔터프라이즈급 운영체제로 탈바꿈시켜 줍니다. 견고한 디자인은 가장 까다로운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작동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TC70을 무전기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캐너와 카메라가 내장되어 있어서 거의 
모든 유형의 비즈니스 인텔리전스를 자동으로 캡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완전한 액세서리 세트와 첨단 기술이 
지원되므로 향후 수 년간 기업에서 사용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놀라운 수준으로 투자수익을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TC70을 사용하면 유통(리테일), 제조, 운영 부문에서 고객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진정한 경쟁 
우위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기업용으로 한층 더 강화된 Android KitKat
모든 TC70에는 소비자 운영체제의 안드로이드 버전을 더욱 강화된 기업용 운영체제로 탈바꿈시켜 엔터프라이즈급 

보안, 디바이스 관리 및 데이터 캡처 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 Extensions (Mx)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탁월한 데이터 입력 유연성을 자랑하는 업계 선도적인 듀얼 모드 터치 패널

사용자는 손가락 입력과 장갑을 착용한 손가락 입력 또는 명확한 서명 캡처에 적합한 손가락 입력과 스타일러스 입력 등 

선호하는 데이터 입력 쌍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입력 방법을 전환할 때마다 설정을 조정해야 하는 경쟁업체 

디바이스와 달리, 지능형 디바이스는 필요에 따라 자동으로 설정을 조정합니다. 또한 4.7인치의 대형 디스플레이를 통해 

정전용량형 터치 경험을 한 차원 강화하여 액체를 흘려도 안정적인 운영이 보장됩니다.

세계적 수준의 데이터 캡처

직원들은 보다 신속하고 스마트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도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통합되어 있는 엔터프라이즈급 

이미저는 지브라 독점 기술인 PRZM 지능형 이미징 기술, 메가픽셀 센서 및 고급 광학기기를 제공합니다. 이 모두가 함께 

사용되어 차원이 다른 데이터 캡처 성능을 선사합니다. 따라서 직원들은 거의 모든 조건에서 빛의 속도로 1-D 및 2-D 바코드를 

캡처할 수 있습니다. 8MP 카메라를 사용하면 고해상도 사진, 서명, 비디오 등을 손쉽게 캡처할 수 있으므로 귀하는 다양한 

유형의 비즈니스 인텔리전스를 캡처하여 보다 많은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면 카메라를 사용하면 

영상 통화가 가능하므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객과도 인간적 교감을 나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NFC(Near Field Communication)는 시설 입구에서의 신원 확인을 자동화하는 데 적합합니다.

새로운 수준의 음성 유연성을 제공하는 포괄적인 오디오 기능

널리 사용되는 스마트폰에 비해 최대 4배 큰 음량과 소음 제거 기술을 탑재한 TC70은 송수신자 모두에게 수정같이 명료한 

오디오 성능을 제공합니다. 워크포스 커넥트의 PTT(Push-to-Talk) 익스프레스가 지원되므로 직원들은 설치 후 바로 

무전기 방식의 음성 통신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객 요구사항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매우 협력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모든 요구사항을 충족하도록 TC70을 구성할 수 있는 강력한 액세서리 제품군

포괄적인 액세서리는 모바일 결제를 위한 스냅온 방식의 통합 카드 리더기(MSR), 홀스터, 핸드 스트랩, 스냅온 방식의 트리거 핸들 

등으로 구성되므로 다양한 종류의 작업을 수행하는 여러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도록 TC70을 손쉽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TC70뿐만 아니라 향후 지브라 모바일 컴퓨터까지도 수용할 수 있는 고유한 ShareCradle 멀티슬롯 크래들과 멀티슬롯 배터리 

충전기를 통해 백룸 관리를 쉽고 비용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Zebra TC70 터치 컴퓨터
일선 현장 직원을 위한 더욱 스마트한 기업 환경

TC70을 통해 효율성 및 
고객 서비스 강화:

유통(리테일)

매장직원:

 - 가격 확인

 - 재고 확인

 - 상품/자산 위치 추적기

 - 가격 변경/가격 감사

 - 라인 버스팅

 - 판매 지원

 - 제품 비교

 - 전자 쿠폰(휴대전화 디스플레이)

 - 시장 조사

 - 매장 재고 전송

 - 위시리스트 조회

 - 재무/로열티 애플리케이션

 - 온라인 쇼핑/카탈로그 주문

 - 교육

모바일 결제

재고 관리 

음성 통신

관리자

- 인력 관리

- 상품진열관리

- 프로모션 이행

- 머천다이징

제조

자산 관리

건물 유지관리

감독관/관리자 작업

 - 인력 관리

 - 공급자 관리

 - 고객 데이터

 - 관리

 - 제품 정보 관리



일상적인 전일 업무에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견고성

TC70는 일상적인 업무에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TC70는 1.8m(6피트) 높이에서 콘크리트 바닥에 수 차례의 낙하 테스트 및 

1m(3.2피트) 높이에서 2,000회 지면 충돌 테스트 후에도 안정적인 작동을 보장합니다. 또한 IP67 밀봉 사양을 충족하므로 방진 

기능이 우수하고 완전히 침수시켜도 견딜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장 창고나 물류센터, 옥외 쇼핑 구역, 적하장 외부 등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합니다. 뿐만 아니라 코닝 고릴라 글래스(Corning Gorilla Glass) 2를 적용하여 가장 취약한 두 가지 구성 

요소인 터치 패널과 스캐너 출력 창에 새로운 수준의 내구성을 구현합니다.

TC70은 기업용으로 구축된 전문가용 안드로이드 디바이스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zebra.com/tc70을 참조하시거나 

글로벌 연락처 www.zebra.com/contact 및 

제품 및 구입 문의(무료, 국번없이)를 003-0813-2878로 문의주십시오.

사양표

물리적 특성

크기(L x W x D) 161mm x 84mm x 28mm
6.3인치 x 3.3인치 x 1.1인치

무게 376g(13.3oz.)

디스플레이 4.7인치 고해상도(1280 x 720), 
탁월한 밝기, 옥외에서 볼 수 있음, 
터치 패널에 광학적으로 연결

이미저 창 코닝 고릴라 글래스
(Corning Gorilla Glass) 2

터치패널 스타일러스 또는 손가락
(장갑 착용 유무에 상관 없음) 입력이 
지원되는 정전용량형 듀얼 모드 터치
(전도성 스타일러스 별도 판매), 
코닝 고릴라 글래스 2

백라이트 LED 백라이트

Power PowerPrecision:
리튬이온 3.7 V, 4620 mAh

확장 슬롯 사용자 접근가능 32GB microSD 슬롯
(SDHC 및 SDXC 지원)

네트워크 연결 USB 2.0 고속(호스트 및 클라이언트);
WLAN

알림 가청 톤; 다중 컬러 LED; 진동

키패드 화면 키패드

음성 및 오디오 소음 제거 기능이 지원되는 
마이크 3개, 진동 알림, 스피커, 
블루투스 무선 헤드셋 지원

성능 특성

지브라의 IST(대화형 센서 기술)

조명 센서 디스플레이 백라이트 자동 조절

동작 센서 동적 화면 방향을 
지원하는 3축 가속도계

데이터 캡처*

스캐닝 SE4750 이미저(1D 및 2D), 
탁월한 스캔 범위:
스캔 범위 - Code 39 바코드:
20 Mil: 4.5cm ~ 81.3cm(1.8인치 ~ 32.0인치)
3 Mil: 7.9cm ~ 14.2cm(3.1인치 ~ 5.6인치)

카메라 후면: 8MP 자동 초점, f/2.4 조리개
전면: 1.3MP 고정 초점

NFC ISO 14443 Type A & B, FeliCa 및 
ISO 15963 태그 지원

무선랜

무선 IEEE® 802.11a/b/g/n/d/h/i

데이터 전송률 5GHz: 802.11a/n: 최대 150Mbps,
2.4GHz: 802.11b/g/n: 최대 72.2Mbps,

운영 채널 채널 36 - 165(5180 - 5825MHz)
채널 1 - 13(2412 - 2472MHz)
실제 작동 채널/주파수는 규제 및 
인증 기관에 따라 다름

보안 및 암호화 WEP(40 또는 104비트), 
WPA/WPA2 Personal(TKIP 및 AES), 
WPA/ WPA2 Enterprise(TKIP 및 AES), 
EAPTTLS(PAP, MSCHAP, MSCHAPv2), 
EAP-TLS, PE APv0-MSCHAPv2, 
PE APv1-EAP-GTC, EAP Fast 및 LEAP

CPU 1.7GHz 듀얼 코어 프로세서

운영체제 AndroidTM AOSP 4.4.2 (KitKat)

메모리 1GB RAM/8GB 플래시 pSLC

멀티미디어 Wi-Fi 멀티미디어(WMM)

인증 정보 WFA(802.11n, WMM), Cisco
CCXv4, Wi-Fi

빠른 로밍 PMKID 캐싱, Cisco CCKM



사용자 환경

작동 온도 -20°C ~ 50°C(-4°F ~ 122°F)

보관 온도 -40°C ~ 70°C(-40°F ~ 158°F)

습도 5% ~ 85%(비응축) 

낙하 사양 MIL-STD-810G에 따라 전체 작동 
온도 범위에서 1.8m(6피트) 높이에서 
콘크리트 바닥에 낙하 텍스트 및 
상온에서 2.4m( 8피트) 높이에서 
콘크리트 바닥에 낙하 텍스트

충돌 사양 1m(3.2피트) 높이에서 2,000회 
지면 충돌 테스트, 
IEC 지면 충돌 사양 충족 및 초과

밀봉 해당 IEC 밀봉 사양에 따라 IP67

진동 4g의 PK Sine(5Hz ~ 2KHz), 
무작위 0.04g2/Hz(20Hz ~ 2KHz), 
축당 60분, 3축

열 충격 -40°C ~ 70°C(-40°F ~ 158°F)의 
급격한 온도 변화

정전기 방전(ESD) +/-15kVdc 공중 방전, 
+/-8kVdc 직접 방전, +/-8kVdc 간접 방전

통신 및 메시지

설치 후 바로 즉각적인 PTT(Push-To-Talk) 통신을 
사용할 수 있는 워크포스 커넥트의 PTT(Push-To-Talk) 
익스프레스 클라이언트(포함)

오디오

최대 108dB SPL 볼륨이 지원되는 고품질 스피커폰, 
무선(블루투스) 헤드셋 지원, PTT 헤드셋 지원, 헤드셋/스피커폰 모드

무선 PAN

블루투스 Bluetooth v4.0(Bluetooth® Smart 기술)

주변 기기 및 액세서리

5슬롯의 유연한 ShareCradle은 TC70 및 기타 지브라 모바일 
컴퓨터를 충전하여 비용 효율적인 백룸 관리를 지원합니다. 
전체 액세서리 목록: www.zebra.com/tc70

규정

규정 정보: www.zebra.com/tc70

보증

지브라의 하드웨어 보증서에 명시된 약관에 따라 TC70은 배송일로부터 
1년 동안 제품 제작 과정 및 자재에 결함이 있으면 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서 전문 보기: http://www.zebra.com/warranty

서비스

Service from the Start with Comprehensive Coverage: 
오랜 사용에 따른 마모나 훼손은 물론 내외부 부품상의 우발적인 
손상까지 모두 처리하는 고유한 서비스

* 전체 데이터 캡처 사양은 TC70 사용자 가이드 또는 통합 가이드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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