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터프라이즈 모바일 컴퓨터
최첨단 모빌리티로 경쟁력 우위 점유

Zebra Technologies

1

전세계 시장에서
수많은 조직의 신뢰를 얻고 있는
Zebra 엔터프라이즈 모바일 컴퓨터
거의 50여년 동안 Zebra는 러기드 모빌리티
부문의 우수한 글로벌 시장 선도기업으로
자리잡아 왔습니다. 수십 년에 걸쳐
장기적으로 엔터프라이즈 기술 부문 혁신을
이룩하는 데 전념해왔습니다. Zebra
엔터프라이즈 모바일 컴퓨터가 전 세계 포춘
500 기업을 포함한 많은 조직의 신뢰를 얻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입니다.
Zebra는 엔터프라이즈 모빌리티의 미래인
안드로이드™ 혁명의 최전선에 있습니다.
2011년부터 기존 Windows® 운영 체제에서
안드로이드로 엔터프라이즈 모빌리티 부문
마이그레이션을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시장
전반에서 가장 넓고 빠르게 확장되고 있는
포트폴리오를 구축하여 고객 분야별로 가장
적합한 엔터프라이즈 안드로이드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Zebra는 다른 기업은 실현 불가능한 기능과
혜택을 제공합니다. 수십 년간 이룩한 혁신을
바탕으로 열악한 환경과 실제 가용성을
염두에 두고 모든 모바일 컴퓨터를 설계하고
최적화합니다. 그리고 지능형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 및 유틸리티가 통합된
강력하고 독보적인 제품군인 Mobility DNA
로 Zebra 안드로이드 모바일 컴퓨터를
지원합니다. 이
 와 같이 광범위한 기능을
갖춘 Mobility DNA를 통해 생산성 향상,
매끄러운 통합, 간편하고 보안이 유지되는
관리, 애플리케이션 개발 가속화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모빌리티 측면에서 Zebra보다
뛰어난 성능 향상을
제공할 기업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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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환경에서든 최고의 성능 구현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최고의 성능을 선사합니다. 작업 환경이 실내이던
열악한 조건의 실외이던지 관계없이 고객별 환경, 분야 및 과제에 맞춰
진정한 모빌리티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Zebra가 업계
최고의 성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고객사를 지원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운송 및 물류
첫 단계부터 마지막 단계까지 논스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
•
•

크로스도킹 및 비축
피킹 및 포장
출고 및 입고
적치

•
•
•
•

재고 관리
배송 증명
항공사 운영
역 물류

제조
공장에서 매장까지 생산성을 증가시킵니다.
•
•
•
•
•

추적성
품질 보장/검사
자산 및 시설 관리
피킹/배송
수거 및 배달 증명

•
•
•
•
•

운송 관리
직접 매장 배송(DSD)
크로스도킹
라인 측 재고 보충/재공품(WIP)
유지보수/현장 서비스

의료
입원에서 퇴원까지 정확하고 면밀한 관리로 환자의 안전을
강화합니다.
• 의약품 관리
• 수혈
• 의료 커뮤니케이션

• 표본 채취
• 실험실/약국 관리
• 방문 간호사/가정 치료

유통(리테일) 및 호텔/리조트
고객이 다시 찾게 되는경험을 제공합니다.
•
•
•
•

주문 후 직접 수령
재고 관리
모바일 POS(Point of Sale)
직원 역량 강화 및 커뮤니케이션

• 판매 보조
• 인터랙티브 키오스크

정부 및 공공 안전 분야
지능형 모빌리티로 서비스와 안전성을 개선합니다.
• 전자 범칙금
• 복지 서비스
• 신분증(ID) 관리

• 코드 검사
• 파견 및 기록 관리
• 유지보수/수리 작업

모바일 컴퓨터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완벽한 엔터프라이즈 솔루션은
엔드투엔드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모바일 컴퓨터 이상의 이점을 누리십시오. 서로 간편히 통합되고 즉시
페어링되어 자유롭게 통신할 수 있는 멀티태스킹 태블릿, 정확한 스캐너,
한결같은 성능의 프린터를 생각해보십시오. 이러한 방법으로 중요한
정보의 관리, 사용 및 공유를 더욱 효과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Zebra의 포괄적인 포트폴리오를 차별화하는 요소는 무엇일까요? 각
디바이스는 그 자체만으로도 강력합니다. 하지만 다른 솔루션이 더해지면
업무 생산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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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bra Mobility DNA
기본 제공되는 모바일 컴퓨터의 이점
기술 발전이 지속적으로 가속화되는 오늘날의 현실 속에서,
엔터프라이즈 모바일 컴퓨터가 전체 수명주기 동안 업무 관련성과
민첩성, 고성능 및 높은 투자 수익(ROI)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그 안에 있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Zebra
엔터프라이즈 모바일 컴퓨터에 Zebra Mobility DNA가 기본으로
제공되는 이유입니다.

통합
개발자가 더 짧은 시간에 더 적은 위험으로
모바일 컴퓨터 앱을 손쉽게 제작 및 통합 가능
• 한 번 쓰고 여러 플랫폼에서 실행 가능
• 고급형 엔터프라이즈 기능 추가
• Zebra API 및 샘플 코드 활용

통합

보안

최적화
모바일 컴퓨터의 성능과 UX를
향상시켜 작업자가 더 많은 작업
처리

최적화

보안

• 시의적절하고 효과적인 업데이트를
10년 미만의 기간 동안 제공

• 안정적이고 일관된 연결 보장
• 전원이 꺼진 상태에서도 분실된 디바이스를

• 본인이 원하는 시점에 새로운 OS로 전환
• 모바일 컴퓨터의 보안 상태를 실시간으로

찾을 수 있음

관리

IT 부서에서 모바일 컴퓨터 관리 및
유지보수에 따른 복잡성 감소
• 여러 장소에 있는 디바이스를 중앙에서 관리
• 소프트웨어 및 OS 문제를 보다 빠르게 해결
• 모바일 컴퓨터의 활용도 평가

모니터링

Mobility
DNA

• 팀, 커뮤니케이션, 워크플로우를 하나로 통합

관리

새롭게 출현하는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IT 부서의 역량 극대화

배포

배포
크고 작은 규모의 모바일 컴퓨터 배치를
빠르게 스테이징하고 손쉽게 구성
• 별도의 교육이 거의 필요하지 않은 구성
• 스캔 또는 NFC 탭을 통해 스테이징 자동화
• 모든 설정을 묶음 처리하고 원격으로 스테이징

핸드헬드 컴퓨터
다기능성과 속도를 함께 제공합니다
지능형 멀티태스킹 기능으로 작업 시간을
단축하십시오.
또한 바로 인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친숙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일반
소비자용 디바이스와 달리 기대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도록 매우 견고하고 튼튼하게
제작되었습니다.

MC2200/2700 모바일 컴퓨터
중소기업을 위한 ‘완벽하고’ 경제적인 모빌리티
어디서든 거의 모든 작업자를 위해 다양하게 활용 가능한 경제적인 모빌리티를 제공합니다.
특·장점
• 어디서나 어떤 작업자도 연결할 수 있는 Wi-Fi 및 셀룰러

포트폴리오 차별화 요인
• 엔터프라이즈 모빌리티를 구현하는데 적절한 경제적인

지원

• 하나의 디바이스를 기본 스타일과 건 스타일로 활용 가능
• 방수, 방진, 콘크리트 낙하, 눈, 비, 고온, 혹한의 날씨

가격의 시작 단계 제품

• Wi-Fi 및 Wi-Fi/셀룰러 옵션
• Mobility DNA Enterprise 사용 가능

등을 고려하여 설계

MC3300x 모바일 컴퓨터
간편한 고급형 안드로이드 모바일 컴퓨팅
큰 성공을 거둔 MC3000 제품군은 가장 널리 사용되며 탁월한 다기능성과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특·장점
• 네 가지 폼 팩터: 브릭 스트레이트 슈터,
브릭 45도 스캔, 브릭 터렛/회전 스캐너, 건/피스톨 그립

• 세 가지 키보드 옵션
• 최첨단 산업용 바코드 스캐닝: 7.6cm(3인치)부터

포트폴리오 차별화 요인
• 기존 MC3300에 비해 35% 더 많은 배터리 용량
• 기존 MC3300에 비해 강화된 방수 기능 및 충돌 내구성
• MC3300에 비해 간소화된 구성 옵션

21.4m(70피트)까지 광범위한 스캔 범위 지원

• 올터치 터미널 에뮬레이션을 사용한 간단한 안드로이드
마이그레이션 지원

MC9300 모바일 컴퓨터
최강의 안드로이드 울트라 러기드 모바일 컴퓨터
세계 최고의 판매량을 자랑하는 가장 신뢰받는 차세대 안드로이드 엔터프라이즈 모바일
컴퓨터입니다.
특·장점
• 다양한 모델 옵션: 비발화성, 냉동고,
DPM(Direct Part Mark)

• 현장에서 교체 가능한 7가지 울트라 러기드 키패드
옵션이 있는 백라이트 키패드

• 올터치 터미널 에뮬레이션을 사용한 간단한 안드로이드
마이그레이션 지원

• 전방 및 후방 카메라
• 최대 10년까지 OS 보안 및 LifeGuard™ for Android
지원

6

Zebra Technologies

포트폴리오 차별화 요인
• 작업자 생산성 10% 향상*
•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견고한 모바일 컴퓨터
• 핸드헬드 모바일 컴퓨터 포트폴리오에서 물리적
키보드가 포함된 대형 디스플레이/터치 스크린

• 기존 MC9200에 비해 무게중심이 개선되었으며 더
가벼움
Zebra 성능 향상은 타사 테스트 실험실에서 경쟁사 디바이스
와 비교하여 측정.
*

TC8300 모바일 컴퓨터
최고의 사용자 경험 제공
생산성을 높이고 사용자 피로감을 줄이도록 설계된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엔터프라이즈 모바일
컴퓨터입니다.
특·장점
• 최첨단 산업용 바코드 스캐닝: 7.6cm(3인치)부터

포트폴리오 차별화 요인
• 손목 움직임은 55%, 근육 사용률은 15% 감소시키는

21.4m(70피트)까지 지원

혁신적인 디자인*

• 올터치 터미널 에뮬레이션을 사용한 간단한 안드로이드

• 작업자 생산성 14% 향상**
• 기존 핸드헬드보다 훨씬 가벼움
• 업계 최초의 핸즈프리 근접 스캐닝

마이그레이션 지원

• 3교대까지 연속해서 사용 가능한 배터리
• DPM(Direct Part Mark) 스캔 옵션

*

결과는 사용 사례와 스캔 빈도에 따라 다름
Zebra Human Factors Testing

**

모바일 컴퓨터
MC2200/2700

MC3300x

MC9300

TC8300

전문가 등급

엔터프라이즈 등급

성능 등급

성능 등급

제조

•

•

•

•

유통(리테일) 및 호텔/리조트

•

•

•

•

운송 및 물류

•

•

•

•

정부 및 공공 안전 분야

•

•

•

•

TC21/TC26 모바일 컴퓨터
꼭 맞는 기능과 견고한 성능, 비즈니스용 액세서리
가격대별로 다양한 구성이 지원되므로 적용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기능에 대해서만 비용을
지불하면 됩니다.
특·장점
• 5인치 HD 터치 스크린
• 13MP 후방 카메라/5MP 전방 카메라
• Mobility DNA Professional 통합 솔루션

포트폴리오 차별화 요인
• 내구성이 뛰어나면서도 가볍고 적당한 크기의 소형 디자인
• 안드로이드 10을 탑재한 동급 최초의 디바이스
• Mobility DNA Enterprise 라이센스 옵션

TC21-HC/TC26-HC 모바일 컴퓨터
비용 대비 최고의 효과를 자랑하는 의료용 모바일 컴퓨터로 진료의 질 개선
이 디바이스는 가지고 다니기 쉬운 소형으로 설계되었지만, 처음부터 의료용으로 개발되어 최첨단 모바일
기술을 제공하는 등 그 기능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특·장점
• 전용 비상 알림 버튼
• 사용자 교체 가능 배터리
• 바코드 스캔

포트폴리오 차별화 요인
• 실내외 모두에서 가능한 PTT(옵션)를 통한 풍부한 기능의
음성 통신과 PBX 핸드셋 기능

• 부가가치를 제공하는 무료 Mobility DNA
Professional 도구

• 현장과 대규모 캠퍼스 환경의 작업자를 위한 Wi-Fi/셀룰러,
병원 내부 전용 Wi-Fi

TC52x/TC57x 시리즈 모바일 컴퓨터
혁신적인 새로운 기능 탑재
더 나은 Zebra 전용 기능과 최신 모바일 혁신에 대한 지원으로 새로운 애플리케이션과 뛰어난 미래 대비
역량을 위한 기반을 제공합니다.
특·장점
• 고해상도 5인치 풀 HD 터치 스크린
• 캐리어 어그리게이션이 지원되는 완벽한 이동통신망의
유연성

• 모든 TC5X 액세서리를 통해 역호환성 보장

포트폴리오 차별화 요인
• 더 빠른 2.45GHz 프로세서와 새로운 UFS(Universal
Flash Storage)

• 안드로이드 10을 탑재한 동급 최초의 디바이스
• 가장 빠르고 쉽게 데이터를 스캔할 수 있는 고급
SE4720 스캔 엔진
Zebra Technolo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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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C52x-HC 모바일 컴퓨터
가장 뛰어난 의료용 모바일 컴퓨터
대형 5인치 풀 HD 디스플레이, 최적화된 음성 기능, 살균 가능한 설계를 갖춘 TC52x-HC는
임상의들에게 성능상의 이점과 더 나은 환자 치료 역량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습니다.
특·장점
• 전용 비상 알림 버튼
• 제대로된 핫스왑이 가능한 교체용 배터리
• 의료용 흰색 LED 조명과 그린 에이머

포트폴리오 차별화 요인
• 동종 제품 중 가장 강력한 2.45GHz 프로세서
• PDAF(Phase Detection Autofocus)를 통한 향상된
이미지 캡처

• 통합 BT 비콘과 Device Tracker 지원을 통한 고급 추적

TC72/TC77 모바일 컴퓨터
최고의 울트라 러기드 엔터프라이즈 올터치 컴퓨팅
수년 동안 열악한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단순성을 극대화한 스마트폰 환경을 선사합니다.
특·장점
• MIL STD 810G에 따라 8피트/1.8m 높이에서

포트폴리오 차별화 요인
• 동급 디바이스에 비해 더 많은 기능 탑재
• 첨단 터치 스크린 기술
• 부가 가치를 선사하는 MobilityDNA 비즈니스 도구

실온의 콘크리트 바닥에 수차례 낙하에 대한 내성

• 15시간 배터리 전력, 전체 배터리 지표
• 프로그래밍 가능한 듀얼 액션 좌/우 스캔 트리거 및
PTT(푸시투토크) 버튼

EC30 엔터프라이즈 컴패니언
연결되어있지 않은 직원을 위한 완벽한 동반자
일상적으로 중요한 업무들을 완료하기 위한 새로운 수준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모든
데이터 기능을 제공합니다.
특·장점
• 실내외 모두에서 가능한 PTT
• PBX를 통한 음성 통화
• 안전한 문자 메시징

포트폴리오 차별화 요인
• 작고 가벼우며 내구성이 뛰어난 설계
• 시간 및 근태 추적
• 가격 확인 및 품목 조회

EC50/EC55 엔터프라이즈 모바일 컴퓨터
개별적으로 할당된 새로운 카테고리의 엔터프라이즈 모바일 컴퓨터
다양한 업무에서 사용 가능한 스마트폰 스타일의 디바이스로 개인 생산성을 극대화합니다.
특·장점
• 5인치 디스플레이
• PTT, 양방향 무전기 및 PBX
• 통합형 스캐너

포트폴리오 차별화 요인
• 가장 얇고 가장 가벼운 제품
• 긴 배터리 수명
• 개별적으로 할당

모바일 컴퓨터
TC21/
TC26

TC21-HC/
TC26-HC

EC30

TC52x-HC

전문가 등급

제조
유통(리테일) 및 호텔/리조트

•

운송 및 물류

•

의료
정부 및 공공 안전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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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TC52x/
TC57x
시리즈

EC50/
EC55

TC72/TC77

엔터프라이즈 등급

성능 등급

•

•

•

•

•

•

•

•

•

•

•

•

•

안드로이드 인터랙티브 키오스크
태블릿의 기능은 필요하지만 모빌리티는 필요하지 않은 경우, 이러한 안드로이드 기반의 고정형 키오스크는 배터리 관리
문제 없이 모든 최신 안드로이드 앱을 실행합니다. 협소한 공간에서 가격 확인 및 디지털 시간 기록과 같은 간단한 작업을
처리하려면 5인치 CC600을 선택하고, 고객 컨시어지 서비스를 개선하려는 경우 10인치 CC600을 선택하십시오. 이러한
키오스크는 최신 기술을 지원하며 첨단 안드로이드 플랫폼과 강력한 SD660 프로세서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VESA
장착이 가능하며 PoE(Power-over-Ethernet)가 지원되므로 거의 모든 곳에서 설치가 간소화됩니다. 또한 강력한 도구를
통해 애플리케이션 개발뿐 아니라 키오스크 통합, 배포, 관리를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객 참여가 향상되므로
고객에게 편리한 셀프서비스 기능과 함께 최고의 온라인 및 오프라인 쇼핑 경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5인치 CC600 멀티터치 키오스크
쇼핑의 편리성, 속도, 고객 만족도 향상
모든 통로 또는 백화점에서 셀프서비스를 지원합니다.
특·장점
• 필요할 때마다 이용 가능한 안드로이드 앱을
신속하게 설치

• Wi-Fi, Bluetooth®, 이더넷 지원

포트폴리오 차별화 요인
• 작고 경제적이며 바닥을 향해 있는 2D 스캐너를 통해
손쉽게 설치

• 마이크 및 스피커가 통합되어 실시간 오디오 조작 지원

10인치 CC6000 고객 컨시어지 키오스크
고객 참여를 유도하여 탁월한 쇼핑/서비스 경험을 제공
고정 설치를 위해 태블릿과 유사한 성능과 연결 기능을 제공합니다.
특·장점
• 디지털 사이니지, 제품 데모, 안드로이드 인터랙티브 앱에
사용

• 2D 스캐너와 풀 HD 카메라가 통합되어 원격 동영상 채팅
지원

포트폴리오 차별화 요인
• 바닥을 향해 있는 스캐너를 통해 수평 또는 수직으로
장착 가능

• 세 가지 USB 포트가 통합되어 손쉬운 확장 지원

• Wi-Fi, Bluetooth®, NFC, 이더넷 지원

퍼스널 쇼퍼
PS20 퍼스널 쇼퍼
고객에게 최고의 맞춤형 쇼핑 환경 제공
단 하나의 디바이스로 고객과 매장 직원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최고의 퍼스널 쇼핑 솔루션
특·장점
• 핸즈프리 스캔
• 재고 관리
• 온라인 주문
• 주문 후 직접 수령

포트폴리오 차별화 요인
• 혁신적인 위치추적
• 쇼핑 목록 경로 지정
• 원활한 체크아웃

안드로이드 인터랙티브 키오스크

퍼스널 쇼퍼

CC600

CC6000

PS20

유통(리테일) 및 호텔/리조트

•

•

•

운송 및 물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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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어러블 컴퓨터
어디서나 편안하게 착용할 수 있는 모빌리티
현장은 바삐 돌아갑니다. 직원이 더 많은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십시오. 어
 떻게 생산성이 급상승하고 정확도가 개선되는지
확인해보십시오. 양손을 자유롭게 해주는 최상의 핸즈프리 솔루션입니다.

WT6300 웨어러블 컴퓨터
핸즈프리 모빌리티를 위한 최고의 산업용 웨어러블 컴퓨터
직원들이 전자상거래의 폭증에 보조를 맞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핸즈프리 웨어러블 컴퓨터입니다.
특·장점
• 통합 NFC를 통해 한 번의 탭으로 Zebra의 Bluetooth®
링 스캐너 및 헤드셋과 즉시 페어링

• 터치 스크린 또는 탈착식 키패드 액세서리를 통한 유연한
데이터 입력

포트폴리오 차별화 요인
• 다른 웨어러블에 비해 가볍고 컴팩트한 크기
• 기존 WT6000에 비해 120% 높은 처리 성능
• WT6000 액세서리와의 백워드 호환성

• 냉동고(-22°F/-30°C)를 포함한 모든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제작

웨어러블 컴퓨터
WT6300

RS4000

RS5000

RS5100

RS6000

HD4000

HS3100/
HS2100

제조

•

•

•

•

•

•

•

유통(리테일) 및 호텔/리조트

•

•

•

•

•

•

•

운송 및 물류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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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4000 유선 링 스캐너

RS6000 Bluetooth® 링 스캐너

손끝에서 이루어지는 완벽한 업무 처리

4배 먼 거리까지 빠르게 스캔

핸즈프리 스캔을 지원하도록 한 손가락으로
조작이 가능한 강력한 유선 링 스캐너입니다.

업계에서 가장 진보된 형태이자 가장 견고한
Bluetooth® 링 스캐너입니다.

특·장점
• 정밀한 조준을 보장하는 밝은 스캔 라인
• 배포 및 연결이 용이한 WT6000 웨어러블 컴퓨터
• 어떤 조건에서도 거의 모든 1D 바코드 스캔가능

특·장점
• 다중 컬러 LED 가시선 분류
• 고급 스캔 기술 및 PRZM 지능형 이미징
• 단일 크래들로 WT6000 및 RS6000을 한 번에 충전

포트폴리오 차별화 요인
• 가벼운 스캐너
• 편안함을 극대화하도록 한 손가락에 착용 가능
• 두 가지 스캔 모드 지원 - 트리거 버튼을 한 번 눌러

포트폴리오 차별화 요인
• 경쟁 제품보다 최대 4배 먼 거리까지 더 빠르게 스캔
• 간편한 Bluetooth® 및 NFC를 통해 한 번의 탭으로 다른

스캔하거나 트리거를 누른 상태에서 계속 스캔 가능

RS5000 1D/2D 유선 링
스캐너
매 순간 생산성과 투자 효율 극대화
핸즈프리 스캔을 지원하도록 한 손가락으로
조작이 가능한 유선 링 스캐너입니다.
특·장점
• 가벼운 스캐너
• 고급 스캔 기술 및 PRZM 지능형 이미징
• 접점에서부터 63.5cm(25인치)까지 바코드 스캔
포트폴리오 차별화 요소
• 편안함을 극대화하도록 한 손가락에 착용 가능
• 배포 및 연결이 용이한 WT6000 웨어러블 컴퓨터
• 영하의 냉동고 작동 지원

Zebra 모바일 컴퓨터와 페어링

• 경쟁 제품에 비해 5배 더 높은 배터리 전력

HD4000 머리 착용 디스플레이
작업자의 실시간 시야각으로 핸즈프리 방향
전환
생산성과 작업 정확도를 개선하는 데 필요한
동종 최초의 러기드 엔터프라이즈 머리 착용
디스플레이입니다.
특·장점
• 모든 낙하, 먼지, 액체흘림 등을 견딜 수 있는 내구성
• 좌안/우안 사용을 위한 프레임 조정이 가능한 유연한 설계
• 산업용 애플리케이션의 간단한 통합
• Zebra FulfillmentEdge 솔루션의 주요 하드웨어 구성
요소

포트폴리오 차별화 요인
• 업계 최고의 시스루 디스플레이 기술
• 배터리 필요 없음. 연결되어 있는 호스트 모바일 컴퓨터
또는 태블릿의 배터리 활용

RS5100 Bluetooth® 링 스캐너
한 손가락으로 조작이 가능할 정도로
가볍고 견고함

HS3100/HS2100 헤드셋

작업자에게 편암함을 제공하고 핸즈프리
모빌리티를 지원하도록 한 손가락으로
조작이 가능한 Bluetooth® 링 스캐너입니다.

가장 까다로운 산업 환경용으로 제작된 견고한
Bluetooth® 및 유선 HD 음성 헤드셋입니다.

특·장점
• 고급 스캔 기술 및 PRZM 지능형 이미징
• 양손, 손등, 기기 줄에 착용 가능한 유연한 착용 스타일
• 다양한 트리거 옵션: 단일 트리거, 듀얼 트리거, 상단
트리거

• 트리거 어셈블리를 스캐너 본체와 분리하는 2피스
디자인(트리거 어셈블리는 개별적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현장에서 교체 가능)

포트폴리오 차별화 요인
• 거의 무게가 없는 것이나 다름 없어서 하루 종일 편안하게

최고의 음성 경험을 위한 탁월한 선택

특·장점
• 우수한 소음 제거 기술
• 탁월한 오디오 음질과 품질을 제공하는 HD 음성
• 간편한 Bluetooth® 및 NFC를 통해 한 번의 탭으로 다른
Zebra 모바일 컴퓨터와 페어링(HS3100만 해당)

포트폴리오 차별화 요인
• 가벼우면서도 견고성을 갖춘 완벽한 제품
• 냉동고 작동 지원
• 핫 스왑 가능한 배터리(HS3100만 해당)

사용 가능

• 한 번의 탭으로 Zebra의 WT6000 또는 NFC와 통합된
기타 Zebra 모바일 컴퓨터와 즉시 페어링

• 재충전하지 않고도 연속 근무시간 동안 사용 가능한
유일한 링 스캐너

Zebra Technologies

11

러기드 엔터프라이즈
태블릿
튼튼하고 확실한 맞춤형 제품
용도에 가장 적합한 제품을 찾지 못하는
사용자는 없습니다.. 가격 확인, 재고 조회,
계산 대기 시간 단축, 출발 전 체크리스트
점검, 실시간 경로 업데이트, GIS 또는 CAD
소프트웨어 지원, 배송 증명 등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성공적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능과 폼 팩터가 모두 추가되었습니다.
실내에 있든 야외의 열악한 환경에 있든
관계없이 성능을 발휘합니다.

ET51/ET56 러기드 엔터프라이즈 태블릿
놀랍도록 견고한 데다 얇고 가벼운 태블릿
주요 기능
• 8인치 화면과 10인치 화면 중에서 선택 가능
• Windows 또는 안드로이드 OS 지원
• 견고한 소비자 스타일 디자인

포트폴리오 차별화 요인
• 가장 가벼운 Zebra 태블릿
• 확장 백을 통해 기능성 증대.
추가 전원 및 스캔 모듈 포함

• 러기드 프레임으로 내구성 증대

스캐너 통합형 ET51
스캔 기능이 내장된 소형 엔터프라이즈 태블릿
주요 기능
• Windows 또는 안드로이드 OS 지원
• 8인치 화면 및 내장 스캐너
• 측면에 핸드 스트랩이 장착된 견고한 디자인

포트폴리오 차별화 요인
• 핸드 스트랩과 견고한 프레임이
표준 장비로 내장

L10 시리즈 울트라 러기드 태블릿 플랫폼
다기능성과 내구성
특·장점
• Windows 또는 안드로이드 OS 지원
• 세 가지 폼 팩터로 제공: XSlate, XPad, XBook
• 가장 열악한 조건에서도 더 우수한 성능을 발휘하는

포트폴리오 차별화 요인
• XSlate: 클래식 슬레이트 폼 팩터
• XPad: 견고한 핸들과 함께 바코드 리더기 통합
• XBook: 킥스탠드와 키보드가 장착된 XSlate

러기드 사양

ET80/ET85 러기드 2-in-1 Windows 태블릿
차이를 만들기 위해 개발된 러기드 태블릿
특·장점
• 견고하고 얇고 가벼운 디자인
• 1개의 독립형 태블릿에 2개의 디바이스가 있는
노트북의 진정한 대체품

• Wi-Fi 6E, 5G 등이 지원되는 고급 무선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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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트폴리오 차별화 요인
• 프릭션 힌지 키보드가 포함된 진정한 12인치 2-in-1
태블릿

• 통합형 바코드 리더기 옵션
• 범용 도킹 솔루션: 데스크탑 및 차량용

차량 장착 컴퓨터
도크에서 입고까지 초고속으로 진행
주문량이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개별 품목을 선별해야 함에 따라 피킹 작업이
복잡해지고 있고 배송 시간은 더 짧아지고 있습니다. 몇 주에 걸쳐 주문을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몇 시간 안에 작업을 끝내야 합니다. 운전자는 윈도우
10 또는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에 중단 없이 접속할 수 있으므로 빠르고
완벽한 처리가 가능합니다.

VC80x 차량 장착 컴퓨터
차량 운전자가 간편하게 데스크탑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극한의 환경을 고려해서 설계된 최강의 울트라 러기드 안드로이드 차량 장착 터치 컴퓨터입니다.
특·장점
• VC80x: 터미널 에뮬레이션을 사용한 간단한 안드로이드 마이그레이션 지원
• 거의 모든 자재 취급 차량에 유연하게 장착 가능
포트폴리오 차별화 요인
• 극저온의 공급망 및 응축 환경에서도 작동 지원
• 난방형 러기드 탈착식 키보드 옵션
• 전체 디바이스 온도 범위에서 디바이스의 지속적인 작동을 위해 가열 및 환기 기능을 갖춘 UPS 배터리 시스템

VC8300 차량 장착 컴퓨터
최고의 울트라 러기드 디자인
가장 까다로운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안드로이드 키보드/터치 차량 장착 컴퓨터입니다.
특·장점
• 통합된 영숫자 키보드 및 8인치 터치 디스플레이를 통한 유연한 데이터 입력
• 터미널 에뮬레이션을 사용한 간단한 안드로이드 마이그레이션 지원
• VC8300으로 Zebra 스캐너를 구성하여 스테이징 시간 단축
포트폴리오 차별화 요인
• 최첨단 안드로이드 모바일 컴퓨팅 플랫폼(탁월한 성능을 보장하는 가장 강력한 프로세서)
• 극저온의 공급망 및 응축 환경에서도 작동 지원
• 거의 모든 자재 취급 차량에 유연하게 장착 가능

러기드 엔터프라이즈 태블릿
ET51/
ET56

스캐너
통합형 ET51

L10
시리즈

차량 장착 컴퓨터
ET80/
ET85

VC80x

성능 등급

성능 등급

제조

•

유통(리테일) 및 호텔/리조트

•

•

•

운송 및 물류

•

•

•

의료

•

정부 및 공공 안전 분야

VC8300

•

•

•

•

•

•

•

•
•

•

Zebra Technologies

13

Zebra 지능형 캐비닛
엔터프라이즈 모바일 디바이스 스토리지 및 관리 최적화
15년 이상 축적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설계 및
개발된 Zebra 지능형 캐비닛은 엔터프라이즈
모바일 컴퓨터와 모바일 프린터, 태블릿의
사용과 생산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지원과 더불어 적응력이 뛰어난 엔드투엔드
스토리지 솔루션 포트폴리오, 소프트웨어
자동화, 보안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자산과 업무플로우가 높은 성능과
최적의 보안으로 함께 작용할 수 있습니다.
• 통합 및 연결을 통한 성능 극대화
• 승인된 보안을 통해서만 디바이스 보호
• 소프트웨어 기반의 관리를 통해 워크플로우 자동화
• 컨셉부터 배포, 채택에서 운영까지 지원 이용

14

표준화된 모듈식 포트폴리오

맞춤형 포트폴리오

캐비닛

카트

• 향상된 보안 옵션
• 소프트웨어 기반 보안 기능

• 고객별 사용 사례 및 프로젝트
• 고객의 고유한 환경에 기반한 맞춤형 솔루션

• 디바이스 분실 및 손상 감소
• 대시보드 보고

• 업무플로우 자동화 및 효율성 가속화
• 물류창고/유통센터의 주요 사용 사례

• 배터리 충전 상태
• 디바이스에 빠르게 액세스할 수 있는 최적화된 업무플로우

• 15년 이상 축적된 설계, 배포, 통합, 채택 및 수명주기 관리에 대한

Zebra Technologies

검증된 실적

액세서리
디바이스에 기대 이상의 속도와 기능 제공
고객을 기다리게 하지 마십시오. 사용 중인 모바일 컴퓨터를 더 빠르게 작동하는 다기능 모바일 솔루션으로 전환하십시오.
업무를 단순화하고 속도를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지 Zebra가 제공할 수 있습니다. 지치지 않는 성능을
제공하도록 위해 제작된 다양한 엔터프라이즈급 액세서리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휴대 솔루션
성공적으로 하루 일과 수행
벨트 클립, 홀스터, 핸드 마운트, 숄더 및 핸드 스트랩을
이용하여 단단히 고정시킬 수 있으므로 모바일 디바이스를
항상 간편하게 휴대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맞게 가장 편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크기로 제공됩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우수한 성능을 발휘하도록 제작되었습니다.

전원 공급장치
일과 전 충전
한 번 충전으로 종일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이 보장됩니다. 24/7
연장 지원 PowerPack, 웜/핫 스왑 내장 배터리, 충전 거치대
및 케이블 충전을 사용하여 중단없이 작업할 수 있습니다.

PowerPrecision 배터리
내구성 및 성능 강화
마지막으로 필요한 것은 작업 중에 전원이 소진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엄격한 기준에 따라 설계된 PowerPrecision
배터리를 사용하면 작업 도중 중단될 일이 없습니다.
PowerPrecision 관리 기능까지 추가하면 배터리 상태 및
현황에 대한 정보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제, 완전히 충전된
상태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도크, 크래들, 마운트
생산성 목표 실현
데스크탑에서 벽면 마운트, 지게차, 순찰차까지 모든
애플리케이션에 맞는 도킹 및 마운팅 솔루션 라인업을
사용하여 실행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Zebra 및
타사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산업용 솔루션, 차량 솔루션,
어댑터, 플레이트, 브레이스, 브래킷 중에서 선택하십시오.

기타
선택 항목 및 기능 확장
모든 애플리케이션에 맞는 다양한 기능을 갖춘 액세서리가
있습니다. 스타일러스, 안테나, 헤드셋, 스피커, 화면 보호기
등의 추가 액세서리에 대해 문의해보십시오.

글로벌 서비스
가동 시간 및 투자 수익(ROI) 극대화
업무 활용도 파악, 예측 가능성과 가동 시간 극대화, 에지 디바이스의 데이터 잠금 해제 등 목적이나 용도에 관계없이 Zebra의
서비스 포트폴리오는 모든 단계에서 전문 기술력을 제공합니다.

지속적으로 최고의 성능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Zebra의 유지보수 플랜을 활용하면 투자를 보호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즉, 예상치 못한 운영 중단을 방지하고 예산에 없는 수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포괄적인 적용 범위, 기술 문제 지원, 계약
및 운영 보고서 또는 현장 지원 파악 등 요구 사항에 적합한 Zebra OneCare™ 플랜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요구에
부합하는 서비스 수준과 요구 사항을 선택하십시오.

•
•
•
•
•
•

종합 수리 서비스

Zebra OneCare 에센셜 서비스의 모든 기능 외 추가 서비스:

소프트웨어 지원

• 업무일 기준 익일 디바이스 교체 서비스
• 개봉 즉시 실행할 수 있도록 OS 및 LifeGuard 버전, 소프트웨어, 앱,

8x5 라이브 에이전트 기술 지원

설정이 디바이스에 사전 로드되도록 보장하는 표준 시운전 서비스

수리 반환 기간 3일

• 24x7 연중무휴 라이브 에이전트 헬프 데스크 기술 지원

Device Diagnostics**
엔터프라이즈 자산 인텔리전스에서 지원하고 Zebra Savanna™를
기반으로 하는 VisibilityIQ™ OneCare를 통해 계약, 수리 및 케이스
수명주기 보고서, LifeGuard Analytics, 수리 정시 배송, 수리 비율, 최고
수리 지표와 같은 수리 및 지원 보고서에 대한 클라우드 기반 가시성 제공

Signature 서비스
네트워크 접점의 기술에서 얻은 데이터 통찰력은 새로운 상업적 기회를 다양하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올바른 기술력과
리소스가 없다면 모든 이점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놓칠 수 있습니다. 9가지 혜택을 제공하는 Zebra Signature 서비스는 최소한의
투자로 운영 생산성을 높이고 새로운 매출 성장을 주도하기 위해 기업에서 RFID, 위치추적 솔루션, Workforce Connect 등 새로운
솔루션을 신속하게 도입하도록 하여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혜택에는 소프트웨어 통합, RFID 디자인. 학습 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9가지 기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tps://www.zebra.com/us/en/services/signature-services.html을 참조하십시오.

Zebra 가시성 서비스
디바이스 성능을 알려주는 디바이스 데이터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디바이스
가동중단 및 배터리 고장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작업을
개선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다음 단계를 결정해야 합니다.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모바일 디바이스에 대한 명확하고 포괄적인 데이터가 없으면 수동으로 추적해야
하거나 과도한 재고가 발생하거나 수리를 받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Zebra의 VisibilityIQ™는 필요한 시기와 방법에 따라 데이터 중심의 실행 가능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디바이스의 성능을 확인한 후 생산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다음 단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가용성, 서비스 기능 및 수리 시간은 국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Zebra 영업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Zebra 모바일 컴퓨터에만 해당
***
VisibilityIQ OneCare는 모바일 컴퓨터 및 스캐너에만 사용 가능
*

Zebra VisibilityIQ™ Foresight
Powered by Zebra Savanna™

MDM에서 더 나아가 클라우드
기반의 단일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도구에서 디바이스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측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기반의 디바이스 수리 상태,
기술 문제, 계약, 사례 보고서 및
소프트웨어, LifeGuard™ 보안 상태
가시성 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

최상의 성능을 제공하는 모바일 컴퓨터를 확인하려면
www.zebra.com/mobilecomputers를 참조하십시오.
참고: 이 브로셔에서 설명하는 제품의 가용성과 설명은 국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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