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시성, 미래를 내다보는 힘
지브라는 모든 산업에 대한 발전적인 정보와

기술 중심의 가시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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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
비즈니스  가시성
센서 및 장치 연결에 
있어 독보적인 전문성을 
갖춘 지브라는 각 장치를 
소프트웨어 및 모바일 
근로자들과 연결하여 고객이 
기업 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 어느 
때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분석
실시간 데이터 및 분석
전례 없는 양의 데이터 
접근이 용이해서 효과적인 
장단기 전략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지브라는 
연결된 장치의 센서에 의해 
캡쳐되는 중요한 데이터에 
대해 실시간으로 인사이트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행동
근로자 작업 능력 향상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다수의 모바일 장치는 
경영진 및 모든 수준의 
근로자들이 이러한 가시성 
기반의 통찰력을 바탕으로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행동을 할 수 있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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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브라는 기업이 더욱 스마트하고, 세상과 긴밀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우리는 
비즈니스의 모든 측면에 대한 실시간 가시성이 성공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으며, 생산성 
향상과 비용 절감은 물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회를 높여주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기업 자산 인텔리전스 
우리의 기업 자산 인텔리전스 솔루션은 중요한 비즈니스와 시장, 고객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운영상 가시성을 제공합니다. 지브라는 귀하가 비즈니스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알게 함으로써 
운영을 더욱 간소화하고, 이동 근로자의 업무 역량을 강화시켜 줍니다.

지브라 솔루션은 지속 가능한 성공의 기초입니다. 그것은 귀하의 비즈니스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기업 
자산 관리, 사물 인터넷(IoT), 클라우드 컴퓨팅, 연결된 모바일 장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위치 추적 
서비스, WLANs 및 보안에 대한 고유한 전문 지식을 적극 활용합니다.

가시성을 통한 통찰력
우리는 사람, 작업 공정 및 사물에 대한 실시간 가시성을 보장하는 기업 자산 인텔리전스를 활용하여 
기업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귀하와 긴밀하게 협력합니다. 지브라의 솔루션은 기업 내 이슈를 
실시간으로 감지 및 분석하고, 대응할 수 있게 지원함으로써 보다 빠르게 더 나은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지브라는 미래를 내다볼 줄 아는 가시성을 통해 귀하의 비즈니스 능력을 향상시켜 줍니다. 우리는 
최적화된 오늘과 내일에 대한 계획으로 미래를 내다볼 수 있도록 더욱 스마트하고 가시적인 환경을 
제공합니다.

모든 것에 대한 실시간 가시성, 
이제 당신의 비즈니스에 펼쳐집니다

2020년의 세계 

N

17억 5천만명의 글로벌
모바일 근로자

전 세계 노동 인구의 42% 

글로벌 사물 인터넷에 존재하는

210억개의 연결된 장치

IDC Digital Universe 연구

1 0 1 1 0 0 0 1 1 0
1 1 0 0 0 1 1 0 0 1
0 0 0 1 1 0 0 1 0 0

44 제타 바이트  
 데이터

10% 의 사물 인터넷

Gartner Group전략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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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ULING AIR
오늘날 배송트럭은 보통 70%만  
채워진 상태로 운행됩니다.
T&L 기업의 58%는 공간을 
최적화하고, 더 많은 트레일러의 
필요성을 줄이기 위해 트럭 적재 
자동화 시스템을 구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i 

IoT 수용
10명 중 7명이 T&L IoT를 수용하고 
있습니다:ii  

• 60% 공급망 관리 향상  
• 61% 자산 위치 찾기
• 76%  비즈니스 데이터 관리 향상  
   

더욱 스마트한 배송 
T&L 기업들이 IoT가 제공하는 
서비스 중 가장 원하는 기능을 
선정하였습니다:ii  
• 91%: 화물의 위치
• 82%: 화물의 상태
• 77%: 컨테이너의 위치

지브라의 솔루션은 물류 및 운송 업체가 배송 작업을 포함하여 상품, 
자산, 사람, 작업 과정과 항구 및 공항부터 터미널, 창고, 물류 센터에 
이르기까지 공급망 전반에 걸친 위치에 대한 가시성을 가질 수 있게 
합니다. 

물류 및 운송 산업은 급속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지브라는 기업이 전체 창고 및 배송 운영에 

대한 가시성을 확보할 수 있는 힘을 키워줍니다. 우리의 솔루션은 효율적인 야드 및 터미널 

트래픽 관리, 창고 활용, 픽업 및 배송 프로세스 최적화를 통해 운영상 효율성을 극적으로 

개선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지브라의 제품은 또한, 하루 및 당일 배송을 가능하게 하는 최첨단 

텔레매틱스, 화물 최적화, 운전자 및 화물 위치 추적을 통해 실시간 스마트 배송을 실현시켜 
줍니다.

우리의 지능형 트레일러 솔루션은 수송 중 메트릭 뿐만 아니라 연료 및 비용 절감 솔루션, 

실시간 운전자 통신 시스템과 향상된 식품 및 제품 안전 보증을 제공합니다. 

지브라는 배송 내용과 화물 상태를 즉시 추적해서 적절한 온도로 제품을 유지 및 배송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또한 운전자를 최선의 경로와 올바른 목적지로 안내해서 공회전을 

줄이고, 체류 시간을 개선함으로써 귀하가 추적 이력을 따르도록 합니다. 그 밖에도 우리는 

귀하가 고객의 요구 사항과 대량 옴니 채널을 포함한 배송 요구에 즉시 대응하는 것은 물론, 

재고회전율과 전문 규제 요구 사항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 줍니다. 지브라의 솔루션은 

귀하가 배송 차량을 사전에 배치하고, 운전자와 차량 운행 상태를 추적해서 주어진 임무를 
모두 이행하도록 보장합니다.

지브라 분석 솔루션은 컨베이어라인 또는 운송 중 패키지 및 상품을 확인하고, 배송트럭에 

최적의 상태로 짐을 실을 수 있도록 실시간 지침을 제공합니다. 또한 수치 데이터가 자동으로 

수집되어서 잘못된 수송 견적, 라벨 및 운송 요금 등으로 인한 수익 손실을 만회시켜 줍니다.

더 빠르고 더 효율적인 물류 운송을 위해 
가시성이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알아보세요

70%

 i 2020 Zebra 창고 관리비전 연구
 ii Zebra Technologies를 대신하여  
      Forrester Consulting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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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만족을 위한 POS로부터의 패키지 추적
Organization Coordinadora Argentina (OCA)는 전자 

상거래 운영을 완전히 통합하는 기술을 개발한 아르헨티나 

최초의 물류 회사입니다. OCA는 빠른 통합 바코드 

스캐너와 운전자 픽업, 차량 운송 및 유통 센터 주문 처리 

등 상품의 실시간 트래킹 정보를 제공하는 GPS 기술이 

탑재된 지브라 모바일 컴퓨터를 활용한 솔루션을 회사에 
적용했습니다.

그 결과는 아주 탁월했습니다. 제품 및 패키지를 더욱 쉽게 

식별하여 추적 이력과 배송 과정을 간소화하고, 상품 배송 
위치를  더 쉽게 지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OCA는 프로세스를 디지털화하고, 고객의 계약 서명을 
얻을 수 있는 전자 양식 발행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기업은 정보를 기록하고, 책임 및 위임을 

간소화함에 있어 오류를 크게 감소시켰습니다.
대형 컨테이너 항구의 효율성 극대화

270 에이커에 걸친 오클랜드 국제 컨테이너 터미널
(OICT)는 세계 5위의 컨테이너 포트입니다. 
근로자들은 터미널의 WLAN을 통해 자신들의 Wi-Fi 
모바일 장치로 전달되는 실시간 작업 지시에 따라 
매일 수천 개의 컨테이너를 이동해야 합니다. 잦은 
네트워크 연결 문제는 일반적인 운영은 물론, 터미널 
수용력 및 작업 만족도에 영향을 미칩니다. OICT
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새로운 무선 네트워크가 
필요했습니다.

이 터미널은 원격 지브라 컨트롤러에 의해 관리되는 
100개 이상의 액세스 포인트를 지닌 견고한 지브라
WLAN을 선택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작업자의 
생산성, 터미널 처리량 및 가동 시간을 극대화하며, 이 
모두를 통해 탁월한 ROI를 제공합니다. 또한 포트는 
추가 애플리케이션을 지원하기 위한 무선 용량을 
확보해서 OICT가 지속적으로 무선 네트워크에 
투자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실제 물류 및 운송 분야에 대한 지브라의 가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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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브라의 솔루션은 소매 업체들에게 매장 운영, 고객, 자산 및 재고, 
배송 및 수령 등 주요 사안에 대한 가시성을 제공합니다. 전체 공급망에 
대한 가시성과 통찰력을 가짐으로써 소매 및 유통 채널 전반에서 뛰어난 
브랜드 경험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소매 산업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또 진화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소매 및 유통의 핵심은 

옴니채널입니다. 고객은 매장, 온라인 또는 모바일 장치 등을 통해 언제 어느 곳에서든 편리하게 
제품을 구매하길 원합니다. 또한 고객들은 매장에서 제품을 픽업하거나 집 또는 직장으로 

배달하기를 원합니다. 고객들이 어떤 배송 방법이 자신에게 가장 편리한지 결정할 수 있도록 

제품 가용성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상품 재고에 대한 가시성은 성공적인 옴니채널 

전략을 실행하기 위한 토대가 됩니다. 

지브라의 솔루션은 바코드 및 RFID와 같은 다양한 캡처 기술을 사용하여 물류센터에서 출하된 
재고가 제품 보충 및 주문 처리를 위해 매장에 도착하기까지의 실시간 가시성을 제공합니다. 

지브라의 모바일 솔루션과 함께라면 소매 업체는 모바일 장치의 많은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지식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매장 직원은 실시간 정보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고객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보다 개인화된 서비스와 상품 추천, 유연한 결제 및 
배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바일 솔루션 플랫폼은 가격 관리, 제품 보충, 

디스플레이 규정 준수, 시설 관리뿐만 아니라, 더 나은 고객 서비스를 위한 통찰력을 생성하는 

많은 운영 요소에 대한 가시성을 제공합니다.

과거의 소매 업체들은 매장 내의 고객 행동에 대한 정보의 이용이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새로운 

지브라 솔루션을 활용하면 소매 업체는 고객의 구매 패턴 및 매장 내 체류시간과 상품이 
창고에 있는지 POS를 통해 판매되었는지 등에 대한 가시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시성은 소매 업체가 프로모션 상품에 대한 최적의 포지셔닝을 결정하고, 최적화된 서비스와 
직접 마케팅을 실시하여 적극적인 고객 참여가 가능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더 뛰어난 브랜드 경험을 창출하기 위해
가시성이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알아보세요

직원 연계성
69%의 소매업체 직원들이 모바일 
장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고 가시성

매장 직원의 78% 가 제품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모바일 장치를 
사용합니다. 

매장 직원의 56%가 재고 수준 및 
제품 가용성을 확인하기 위해 모바일 
장치를 사용합니다.

SILOS의 붕괴 

소매 업체의 82%가 일부 또는 전체 
채널에서 일관된 가격을 제공합니다.

78%

2015 소매의 터치포인트,  매장 운영의 새로운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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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RD & TAYLOR에서의
신발 전시 및 판매

미국 전역에 위치한 48개의 Lord & Taylor매장에 

고객들을 매료시킬 수천 가지 스타일과 색상의 신발을 

디스플레이 해야 했습니다. 이 매장은 단순히 신발의 

숫자만으로 디스플레이 재고 파악을 주 단위로 

실행하였습니다. 이것은 종종 디스플레이 샘플에서 

누락된 수십 가지의 스타일로 인한 판매 및 수익 

손실로 이어졌습니다.

그 후, 최신 유행의 디스플레이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해 Lord & Taylor는 각 신발 스타일에 대한 

모든 정보를 캡처하는 지브라 RFID 태그 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주 단위가 아닌 매일 디스플레이 

샘플의 재고 파악이 가능한 동시에 실용적으로 

바뀌었고, 고객들은 구매 전에 최신 유행하는 패션 

신발 스타일을 직접 보고, 만지거나 신어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쇼핑 고객의 만족도 유지

브라질 상 파울로의 Shopping Cidade Jardim 

몰을 찾는 고객들은 독특한 제품과 특별한 쇼핑 

경험을 얻기를 원합니다. JHSF의 쇼핑몰 소유주들은 
지브라와 협력하여 초고속 WLAN과 MPact 모바일 

마케팅 플랫폼을 포함한 강력한 솔루션을 배치하여 

소매 업체들에게 혁신적인 고객 참여를 위한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소매산업에 특화된 분산 네트워크 인식 아키텍처와 

액세스 포인트를 사용한 지브라의 초강력 WLAN은 

복잡하고, 도전적인 RF 설정에 있어 신뢰할 수 있는 

커버리지와 연결성을 제공합니다. 이 시스템은 정교한 

실내 위치 추적 기술을 통해 소매 업체들이 고객들과 

직접 소통하고, 보다 흥미롭고 개인화된 메시지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실제 소매 분야에 대한 지브라의 가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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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브라는 제조업체들이 최신 기술을 활용해서 실시간 운영 가시성을 
바탕으로 작업 공정 단순화 및 비용 절감, 물류 창고의 생산성 증가는 
물론, 제품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시켜 줍니다.

위치 추적 기술 및 자동화 분야에서 지브라의 기술 발전은 제조 업체가 실시간 기업 자산 

인텔리전스로부터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게 합니다. 지브라는 물류 창고 운영을 간소화하여 

공정 시간 및 결함을 최소화하고, 보다 안정적인 작업 환경과 비용 절감, 생산성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지브라는 바코드 또는 RFID 라벨을 활용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제품 식별이 가능하도록 

지원합니다. 데이터 확인을 위해 여러 번 스캔을 반복할 필요가 없는 기업용 디바이스로서 
업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시설 내 모든 장치로부터 데이터를 자동으로 캡처, 분류 및 

분석함으로써 작업 환경 내의 주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 및 공정 인텔리전스를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의 인텔리전스 기반 솔루션은 공장에 최첨단 인간과 기기의 인터페이스(HMI)를 적용하는 

것을 도움으로써 기술적으로 생산 라인 성능을 실시간 보고할 수 있게 합니다. 지브라의 기기 

학습 전문 기술은 매개 변수를 벗어난 제품을 검출하고, 시스템 제어실과 근로자의 모바일 

장치에 모두 알람을 보내는 등 알고리즘 기반의 최적화된 솔루션을 지원합니다.

IoT를 수용하고 있는 제조 산업
지속적인 제조 공정 개선을 위한 가장 중요한 추진 요인은 IoT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나날이 증가하는 제조 업체들이 IoT를 보다 혁신적이고 지능적으로 사용함에 따라, 공급망 

전반의 재고를 보다 정확하게 추적할 수 있게 되고, 실시간 작업 지시 및 커뮤니케이션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제조 업체들은 연속되는 작업 공정에 스마트 기기 및 센서를 설치함으로써 

가동 중단 시간을 줄이고, 더 나은 자산 활용과 제품 출시 기간을 단축시키고 있습니다. 

생산성과 제품 품질을 강화하기 위해
가시성이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알아보세요

제조 산업을 변화시키는 기술

제조 업체들이 가장 중요한   
IoT 기반 기술을 선정하였습니다.

산업용 Wi-Fi

 RTLS

 보안 센서

 바코드

 수동 RFID

2014 Forrester IoT 연구

54%

51%

49%

44%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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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위생 및 에너지 가시성을 강화하는 IoT

세계적으로 물, 위생 및 에너지 서비스의 공급자가 연중 

상시 고객의 프로세스를 추적하고, 모니터링하는 수준의 
서비스 계약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브라와 제휴하여 혁신적인 IoT 

솔루션인 Zatar를 도입하였습니다.

이 시스템은 서비스 공급자가 여러 센서로부터 

데이터를 집계하고, 통찰력 있는 이해와 해석을 위해 

이를 시각화하는 것을 돕습니다. 회사는 이제 서비스 

수준 계약을 충족하고, 고객의 프로세스 운영 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해 실시간 가시성을 활용한 맞춤형 부가가치 

프로그램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공급자는 또한 

과잉 재고를 줄이고, 보고 및 분석의 정확성이 증가하는 

이익을 얻었습니다.

확장된 범위의 스캐너를 활용한
유제품 처리 효율성 제고

뉴질랜드의 협동조합 Fonterra는 세계 최대의
유제품 처리 단체이며, 작업 공정의 효율성 높이기 
위해 바코드 스캔을 활용한 선두 주자입니다. 하지만 

그 솔루션의 제한된 스캔 범위로 인해 가까운 선적 

컨테이너 또는 팔레트 스택 상단의 코드를 캡처하기가 

어려웠습니다. 

Fonterra는 프로세스를 간소화하고 신뢰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보다 견고하고 확장된 범위의 

스캐너로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Zebra의 확장된 범위 스캐너가 

적합했습니다. 이들 스캐너는 거의 닿을 것 같은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 1D와 2D 바코드를 읽은 후, 30 피트 

거리에서 코드를 스캔합니다. 게다가 견고한 구조로 

인해 거친 환경 속에서도 작업이 가능합니다.

실제 제조 분야에 대한 지브라의 가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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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 최소화,  
결과 최적화

바코드 솔루션은 정확한 표본 추출, 
약물 치료 및 환자 신원 확인뿐만 
아니라 실험실 및 약국 관리에도움이 
되며, EMAR 시스템과 결합될 경우 
약물 투여 오류가 42%감소합니다.i

환자 치료 향상

간호사들은 업무 시간 중 35%
는 문서 작성에, 20%는 팀과의 
커뮤니케이션에 보내고, 19%만을 
환자 치료 활동에 소비합니다.  
의료용 장치는 간호사들이 환자 
치료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ii 

폐기물 감소 및  
비용 절감  

의료 공급망의 폐기물은 연간 $5B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각 시설은 
평균적으로 가격 결정 프로세스에서
7%의 수익이 유출됩니다.i

지브라는 운영 가시성을 통해 의료 기관이 환자 중심 치료를 제공하는 
것을 도움으로써 임상 정확성을 향상시키고, 직원의 업무 역량과 
운영 효율성 극대화에 기여하는 효율적인 비용의 기술 기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지브라는 환자 안전 개선과 환자 중심 치료의 기초가 되는 환자식별시스템을 통한 가시성을 

제공합니다. 우리의 기술 솔루션은 병원 또는 의료 시설 전반을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해서 

정확한 약물과 임상 실험 결과, 의사 및 의료진을 환자와 연결해줍니다. 임상 절차에 대한 

실시간 가시성은 오류 발생 가능성을 줄이고, 치료 결과를 개선해줍니다.

획기적인 지브라의 의료분야 솔루션은 의료진의 모바일 컴퓨터 및 기타 장치를 통한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함으로써 직원간 협업과 의사 결정 시스템을 개선하고, 병상 치료를 

확대할 것입니다. 또한 의료용으로 설계된 지브라의 솔루션은 환자의 개인 정보가 보호되도록 

보장하고, 가장 심각한 환자 치료를 위해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지브라의 위치 정보 솔루션은 환자, 직원, 약물 및 의료 장비에 대한 실시간 정보를 캡처하여 

전례 없는 운영 효율성 및 인텔리전스로 이어줍니다. 환자가 미끄러지거나 넘어졌을 때 즉시 

이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적합한 임상의를 찾을 수 있으며,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필수 의료 기기에 대한  검색의 필요성이 줄어듭니다. 의료 분야의 가시성은 추측과 

인지의 차이입니다. 

안정적인 환자 치료과 결과 개선을 위해
가시성이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알아보세요

 i GHX
 ii Kaiser Permanente



ZEBRA TECHNOLOGIES 11

의료 경보에 대한 무선 부상자 선별 
오늘날의 서로 긴밀하게 연결된 의료 환경에서는 

알람 및 경보가 매 90초마다 발생하며, 이 중 93%는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 하지 않는 것들입니다. 병원은 

어떤 경보가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과 관련되는지 

어떻게 선별할까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병원들이 경보 관리 

소프트웨어에 투자하고 있으며, 이것을 지브라 모바일 

컴퓨팅 장치와 결합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경보 관리 소프트웨어 내의 고급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각 경보의 긴급성을 나타내고, 
결정하는 모바일 컴퓨팅 장치에 직접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통합 솔루션을 통해 임상의는 

어떤 경보가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며 어떤 경보가 

덜 중요한지 실시간 현명한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실시간 가시성을 치료 시점에 직접 

전달함으로써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환자에게 적절한 

치료가 제공되도록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심근경색의 비외과적 상태 추적

매년 1,730만명이 사망하는 심장 질환, 특히 심근 

경색(AMI)은 세계적으로 가장 큰 사망 원인입니다. 

AMI는 풍선을 팽창시켜 동맥 폐색을 제거하는 심장 

수술로 치료합니다. 네덜란드의 라이덴 대학 의료 

센터(LUMC)는 지브라와 협력하여 DTB (Door-to-

Balloon) 시간 추적, 평가 및 피드백을 제공하는 

정확한 DTB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환자가 병원에 들어가는 때부터 폐색이 

제거되는 시점까지 결정적인  시간을 측정합니다. 

이 솔루션은 각 환자의 혈류를 복원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에 대한 자동적이고 비외과적인 실시간 기록과 

즉각적인 가시성을 제공합니다. 이것은 실시간 

데이터를 무선으로 제공하여 의료진이 DTB 시간을 

줄이고, 환자의 치료 결과 개선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실제 의료 분야에 대한 지브라의 가시성 



이 모든 것을 볼 수 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www.zebra.com/visibility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업 자산 인텔리전스에 대한 지브라의 관심은 고객들에게 비즈니스의 모든 측면에 대한 
가시성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이 운영을 간소화하고, 모바일 인력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돕습니다.

지브라에 대한 가시성

  
NFL 선수 성과에 대한 실시간 가시성

지브라의 강점 중 하나는 실시간 자산 이동 추적에 
대한 독보적인 기술 보유입니다. 이것은 내셔널 풋볼 

리그(NFL)와의 파트너십에서 핵심사항이기도 합니다. 
2014년에 시작된 지브라 스포츠 솔루션은 차세대 

선수들의 통계 및 데이터 분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팀 
운영을 강화하고, 전반적인 팬 경험을 향상시킵니다. 

지브라의 강력한 NFL 솔루션은 현재 모든 31개 

NFL 스타디움과 Pro Bowl을 위한 Aloha 스타디움, 

London Games를 위한 Wembley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가시성 기반의 솔루션은 물류 및 운송, 소매, 제조, 의료 등을 

포함하여 오늘날 가장 필수 산업 분야의 기업 운영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을 바탕으로 하며, 지브라의 모든 제품 및 서비스의 
기본입니다.

혁신과 성장
역사적으로 바코드 RFID 및 위치 솔루션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14년 모토로라 솔루션의 엔터프라이즈 

비즈니스와 Symbol 브랜드를 인수함으로써 모바일 컴퓨팅, 

데이터 캡처, 바코드 인쇄 및 판독, 위치 및 RFID 태깅/추적을 

포함한 기술 분야에서 강력한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혁신은 우리의 초석이며, 매출의 10% 또는 연간 10% 이상 

R&D 투자를 통해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브라는 

4,500개 이상의 특허가 이미 발행되었거나 출원 중이며, 

일반적으로 연간 매출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새로운 제품 및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다양한 고객들은 글로벌 Fortune 500 기업의 95%를 

포함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수천 명의 고객에게 11,000개  

이상의 파트너십 시스템을 통해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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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및 기업 
+1 800 423 0442
inquiry4@zebra.com

아시아 태  지  
+65 6858 0722
contact.apac@zebra.com

유 , 중동 및 아 리  
zebra.com/locations
mseurope@zebra.com

라  아 리  지  
+1 847 955 2283
la.contactme@zebr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