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대용 RFID판독기, 안드로이드 6.0, RAM+ROM2G+32G,

R2000모듈을 사용하여 5~8m의 범위를 판독합니다.

XYS-601

고성능 

컴퓨팅 플랫폼

대용량 데이터 수집기와 같은 사용량이 많은 애플리케이션 

3D 실시간 디스플레이를 원활하게 작동합니다.

Android6.0시스템이 설치되었으며, 최적화된 버전으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됩니다.

CNC알루미늄, 나일론(Bayer)및 1.0mmTickness 

강화 유리는 뛰어난 강도와 열 소모+전자파 차단을 

제공합니다. 

손잡이 주변의 부드러운 소재는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산업 및 군사 등급의 안정성과 가혹한 환경에서 

내구성을 보장합니다.

Pistol스타일의 핫 스왑 배터리 시스템은 

더 편리하게 저장될수 있는 백업 배터리를 만듭니다.

따라서 작업 시간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표준 제품 패키지에는 6000mAh 배터리 2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Impinjdy R2000칩을 기반의 모듈은

최고의 성능과 산업전반의 뛰어난 멀티 태그 식별 능력을

제공합니다.

아이디어는 XYZ에 의해 영감을 받아 각 구성체들에  

세련된 디자인이 스며들었습니다.

균형잡힌 디자인은 시선을 사로잡기에 인상적인 외관으로

휴대하기 간편하며 고급스럽습니다.

안전 낙하 범위는 2m/6.56 ft.이며, IP64 안전등급으로 

효과적인 분진과 비산물에도 내구성을 가집니다.

Android 6.0

최상위 재료

산업 등급

긴 시간의 작동 시간

고품질 UHF RFID Engine

뛰어난 디자인

뛰어난 내구성

매개 변수

특 징

시스템 특성

자재

크기

무게

CNC 알루미늄 + 나일론(Bayer)

몸체 160*82*129mm

손잡이 111*38*47mm

640g(배터리 포함 / 표준)

정보 수집

부대용품

엔진

지원

1D Bar Code (옵션)

Symbol SE955

UPC/EA Symbol SE955N / Code128 /

Code39 / Code93 / Code11 /

Interleaved 2 of 5 / Discrete 2 of 5 /

Chinese 2 of 5 / Codabar/ MSI/RSS. 

etc.

엔진

지원

2D Bar Code (옵션)

Symbol SE4750

Data matrix / QR Code/PDF417/

US Planet / UK Postal, etc.

엔진

부져

프로토콜

작업 빈도

출력 전력

최대 재고 속도

UHF Antenna

반응 거리

사용 지역

UHF RFID

The module based on Impinj

Indy R2000 chip

Ø12*9.5mm / 2300+300Hz

EPC Global UHF Class 1 Gen 2 /

ISO 18000-6C/ ISO 18000-6B

840-960MHz

0-33dBm

>500 tags/s

3dBi circularly polarized antenna

6~7m(Tested tag: Impinj E41b)

US, Canada and other regions 

following U.S. FCC

Europe and other regions 

following ETSI, EN 302 208

China

Japan

Korea

Malaysia

카메라 (옵션) 13 메가픽셀 / 자동 촛점

/ 플래쉬조명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

배터리 2개 배터리 베이 충전&USB

데이터 케이블

손목걸이

GPS&GLONASS

무선 통신

WIFI

Bluetooth

3G

4G

IEEE 802.11 b/g/n

Bluetooth 40

Huawei MU 609/ 차량 등급 (옵션)

Huawei ME 909s / 차량 등급 (옵션)

작동 환경

가동 온도

보관 온도

습도

안전 등급

안전 낙하 범위

-20° - +60°

-40° - +70°

5%RH - 95%RH (비응결)

IP64

2m / 6.56ft.

운영 체제

CPU

GPU

RAM

ROM

LCD

터치 스크린

Hotswapping Battery 

PSAM

Buttons

Power/Volume*2

Function Keys

스캔 회로

전력

카드 슬롯

USB 방식

Audio

바이브레이터

충전 표시

Android 6.0

Quad-core Cortex-A17/1.8 GHz

ARM Mali-T764/High performance 3D engine

2G LPDDR3

4G LPDDR3 (옵션)

32G EMMC 5.0

64G EMMC 5.0 (옵션)

5.0 inches/ 1280 720 / IPS / 180° view angle

1.1mm thickness tempered glass/10-dot

touch / Can be operated with glove

Pistol style hotswapping battery system

PSAM*2 / TI TCA5013 (옵션)

3 ALPS buttons / Operating force 2.2N /

Operating life 600,000 cycles

3 ALPS buttons / Operating force 2 2N /

Operating life 600,000 cycles

OMRON button / Operating force 1.27N /

Operating life 10,000,000 cycles

6,000mAh chargeable li-polymer battery

Micro SIM card slot/PSAM card slot*2

Micro USB / MOLEX connector / Operating life

10,000 cycles

Large speaker stereo system

Button style / 10mm diameter

Bicolor 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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