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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bra® ZQ500™ 시리즈
모바일 프린터

지브라의 ZQ500 시리즈는 사무실 밖에서 업무가 처리되는 분야에 꼭 맞는 업계 최고의 

견고한 모바일 프린터를 제공합니다. 72mm(3인치)를 지원하는 ZQ510™ 프리미엄 

프린터와 104mm(4인치)를 지원하는 ZQ520™ 프리미엄 프린터는 지브라의 차세대 

고성능 모바일 프린터입니다. 특허 받은 군용 등급 프린터 디자인은 열악한 환경에서도 

뛰어난 내구성과 신뢰성을 자랑합니다.

운송물류 산업과 정부기관에서 필요 시 영수증을 출력할 수 있도록 최적화된 ZQ500 시리즈는 다양한 

응용분야의 라벨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이 프린터는 모바일 업무 환경에서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낙하, 

충돌, 충격, 사고 및 극한 환경을 견딜 수 있으므로 프린터 기능에 따라 생산성이 좌우되는 이동이 많은 

직원에게 이상적입니다. 

지브라의 ZQ500 시리즈를 사용하면 모바일 프린터가 단순히 극한의 상황을 견딜 수 있는 내구성 뿐만 

아니라 모바일 직원이 필요로 하는 파워, 연결성 및 신뢰성을 제공한다는 확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제3의 

검사소에서 MIL-STD 810g의 낙하 및 진동 테스트 절차에 따라 인증받은 ZQ500 시리즈 프린터는 먼지 

침투 및 물 분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IP54 등급의 디자인과 세부적인 설계를 고유하게 조합하여 시판 

제품 중 가장 견고한 모바일 프린터로 입증되었습니다. 

이 프린터는 간편한 설치 외에도 Link- OS® 환경과 Bluetooth® Smart Ready 4.0(저출력) 연결 기능 

및 Print Touch™ 디바이스 페어링 기능을 통해 관리 및 유지보수가 간소화되었습니다. 또한 ZQ500 

프린터는 다양한 Apple®, Android™ 및 Windows® Mobile 디바이스와의 연결을 지원하도록 MFi(iPod®/

iPhone®/iPad®에 맞게 제작) 및 Wi-Fi Alliance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 외에도 ZQ510 및 ZQ520 

프린터는 자동차, 트럭 및 기타 차량을 생산적인 모바일 오피스로 변모할 수 있는 업계 최고 수준의 소형 

및 다목적 액세서리를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zebra.com/zq500을 참조하십시오.  

이상적인 적용분야:

정부기관

• 차량 유리에 부착해야 
하므로 날씨에 영향을 
받지 않는 스티커 
출력과 같은 전자 
교통위반스티커 발행  
및 주차 단속

운송물류

• 현장 영업 및 서비스 
영수증 출력 

• 인보이스 및 보고서 출력 

• 운송 발권 

• 매장 직송용(DSD) 
영수증 출력 

• 상품인도결제용(COD) 
영수증 출력 

• 렌터카 반납용 영수증 
출력 

• 소포 및 물류 배송 증명 
영수증 출력 

• 고지서, 라벨 및 문서 
출력 

• 설비 판독 및 인보이스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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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고한 디자인 

모바일 근무 환경은 하드웨어의 사용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ZQ500 프린터는 가벼우면서도 업무 중 발생하는 충격, 낙하 및 

충돌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ZQ510 및 ZQ520 프린터는 

충격, 진동 및 온도 노출에 대해 제3자가 검증한 

MIL-STD 810g 군사 규격을 충족하는 특허 받은 군용 

등급 디자인을 특징으로 합니다. 프린터는 2m(6.6

피트) 높이(하드케이스 장착 시 3m(10피트))에서 모든 

면을 콘크리트 바닥에 반복적으로 떨어뜨려도 견딜 수 

있습니다. 또한 ZQ510 및 ZQ520 프린터는 추가적인 

보호 기능으로 프린터를 떨어뜨린 경우에도 미디어의 비정상적 배출을 

방지하도록 설계되었으므로 이동 중에도 업무에 집중하여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환경적 내구성

지브라 프린터는 하드웨어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가동 시간을 

보장합니다. ZQ500 프린터는 현장의 오염에서 서비스 차량의 

부스러기에 이르기까지 모바일 환경에서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먼지 

및 액체 흘림로부터 보호하는 IP54 등급을 충족합니다. 또한 ZQ500 

시리즈는 저온 보정 모드를 통해 출력 속도와 품질을 자동으로 

최적화하고 균형을 맞춥니다.  

견고함, 안정성, 파워를 모두 갖춘 프린터 
이동이 많은 업무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모든 상황에서 믿고 쓸 수 있는 솔루션이 필요합니다. 

고성능 ZQ500 시리즈는 어떤 환경에서도 항상 모든 테스트를 문제 없이 통과했습니다.

최적화된 출력 파워

ZQ500 시리즈는 직원들이 일정에 따라 업무를 계속할 수 있도록 

지브라 제품 가운데 최초로 보조 블루투스 통신 채널이라는 혁신적 

기능을 탑재한 제품입니다. 이 기능을 이용하면 하나의 채널에서 

프린터로 출력 작업을 전송하는 동안 다른 채널에서 디바이스 관리와 

같은 추가적인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ZQ500 프린터는 

텍스트만 출력하는 경우 출력 속도(분당 12cm 이상)를 최적화하는 

“저품질 모드” 기능을 지원합니다. 이 외에도 Power Smart Print 

Technology™를 활용하면 사용자의 출력 패턴을 예상할 수 있으므로 

고품질의 영수증과 라벨을 신속하게 출력하면서 배터리 전력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사용 간편성

ZQ500 프린터는 처음부터 끝까지 직관적으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간소화된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실수로 

프린터 설정을 변경하는 빈도를 줄여주고, 대형 버튼은 장갑을 착용한 

상태에서도 작동 정확도를 높여줍니다. 또한 직관적인 미디어 로딩이 

가능하므로 롤 교체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절전 모드를 적용하여 

출력 작업을 전송할 때만 프린터를 사용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배터리 

전력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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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인 연결 기능

ZQ500 시리즈는 최신 블루투스 연결 

기능인 Bluetooth 4.0을 표준으로 

지원합니다. 또한 2.4GHz 및 5GHz 

대역을 모두 지원하는 802.11a/b/g/n 

무선랜 연결 기능과 전체 대역에서의 로밍 기능을 지원합니다. 이 외에도 

지속적인 업데이트 및 연결이 가능하도록 802.11a/b/g/n 및 Bluetooth 

3.0을 동시에 작동할 수 있는 멀티포트 무선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동 

중에 사용 중인 블루투스 연결이 끊어지는 경우, NFC 기술을 통한 Print 

Touch™를 대체 옵션으로 사용하면 상시 연결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ZQ500 시리즈는 다양한 Apple, Android 및 Windows Mobile 

디바이스와의 연결을 지원하도록 MFi(iPod/iPhone/iPad에 맞게 제작) 

및 Wi-Fi Alliance 인증을 받았습니다. 

모바일 작업 공간 액세서리

ZQ500 액세서리는 차량과 같은 이동 근무 환경의 좁은 공간을 점유 

공간을 적게 차지하는 다목적 공간으로 최적화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간편하고 신뢰할 수 있는 차량 충전 옵션이 지원되므로 직원들은 항상 

디바이스를 휴대하고 나갈 수 있습니다. 특히 배터리 엘리미네이터가 

있으면 고정형 차량내 응용분야는 차량 전력만 전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프린터 사용 시간 내내 배터리를 교체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외에도 ZQ500 시리즈는 기존의 전기 충전 및 보조 장치 브래킷에 차량용 

크래들을 부착하는 어댑터를 제공합니다.

프리미엄 성능을 지원하는 모바일 기능 
ZQ500 시리즈는 일반적인 사무실로만 그 사용이 국한되지 않습니다. 안정적인 연결 옵션과 공간 절약형 

다기능 액세서리를 통해 ZQ500 시리즈는 어떠한 장소라도 생산적 근무 환경으로 변모시킬 수 있습니다.

원격 관리

ZQ500 시리즈는 언제 어디서나 브라우저를 통해 프린터를 관리할 수 

있는 프로필 관리자와 같은 다양한 디바이스 관리 옵션을 제공합니다. 

업계 표준 MDM 유틸리티가 지원되므로 모든 디바이스와 간편하게 

통신할 수 있습니다. ZQ500 프린터에는 IT 진단 도구인 Syslog가 

탑재되어 있어서, 검색할 수 있도록 파일에 기록된 오류 이벤트나 원격 

문제 해결을 위해 IP 포트에 기록된 오류 이벤트를 프린터에서 저장하고 

기록할 수 있습니다. 

ZQ500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Link-OS 환경 소프트웨어 솔루션 및 

도구를 제공합니다.

• 중요한 데이터에 대한 빠른 페어링 및 간편한 액세스를 지원하는 

PrintTouch NFC 기술

• 전 세계 어디서나 PC, 태블릿 또는 스마트폰 화면을 통해 Link-

OS 프린터를 모니터링하고 제어할 수 있는 프로필 관리자

• 클라우드에 안전하게 직접 연결할 수 있는 클라우드 연결

• 지브라 이외의 명령어를 사용한 출력을 지원하는 가상 디바이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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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및 충전

4-베이 파워 
스테이션

ZQ500 시리즈 프린터를 동시에 최대 4대까지 도킹하여 충전합니다. 하드케이스 및 대용량 
배터리를 장착한 프린터도 지원합니다.

AC 어댑터 벽면 콘센트에 연결하여 프린터를 충전합니다.

배터리 
엘리미네이터

소모성 제품인 배터리를 사용하지 않고 차량 전력에 프린터를 직접 연결합니다. 차량 전력에 직접 
연결하거나 시가잭 어댑터 전원 공급 장치에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 
엘리미네이터 
차량용 크래들**

차량 전력으로만 프린터의 전원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프린터 사용 시간 동안 배터리를 교체할 
필요가 없습니다. 프린터를 차량에 탈부착할 수 있습니다.

대용량 배터리
사용 빈도가 많은 응용분야를 위해 프린터 사용 시간을 연장합니다. 4-셀 범프아웃 팩을 사용하며 
배터리 교체 시기가 되면 외부 LED에 표시됩니다.

쿼드 배터리 
충전기

ZQ500 시리즈 프린터를 한 번에 최대 4대까지 도킹하여 충전합니다. 표준 배터리와 대용량 
배터리를 모두 지원합니다.

스마트 배터리*
프린터에 전원을 공급합니다. 배터리 상태와 교체 여부를 폴링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ZQ510 
및 ZQ520 프린터, 스마트 배터리 싱글 충전기, 차량용 충전기, 쿼드 배터리 충전기 및 4-베이 파워 
스테이션과 호환됩니다.

스마트 배터리 
싱글 충전기

하나의 배터리를 도킹하여 충전합니다. 배터리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알림을 제공합니다. 표준 
배터리와 대용량 배터리를 모두 지원합니다.

차량용 충전기
차량 전력에 직접 연결하거나 시가잭 어댑터 전원 공급 장치에 연결하여 프린터를 충전합니다. 
차량용 크래들 없이도 사용 가능하며 12-24V 또는 15-60V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장착

차량용 크래들

ZQ500 시리즈 프린터를 도킹하여 충전합니다. 차량 전력에 직접 연결하거나 시가잭 어댑터 전원 
공급 장치에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용량 배터리 및 하드케이스 장착 여부에 관계 없이 
ZQ510/ZQ520과 호환됩니다. RAM 고정대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액체 흘림에 대한 추가적인 
보호를 위해 IP43 등급을 충족합니다. USB를 통해 연결하려면 특정 드라이버가 필요합니다.

고정판
배터리 엘리미네이터 사용 여부에 관계 없이 프린터를 차량에 고정 장착할 수 있습니다. RAM 
고정대에 부착합니다.

RAM 고정대 ZQ500 고정판 또는 차량용 크래들에 원하는 장착 방향으로 부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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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선 및 어댑터

D-링 어댑터 키트

설치된 Datamax O’Neil 전기 충전 브래킷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ZQ500 차량용 크래들에 
부착합니다. 플라스틱으로 된 반달 모양의 부품을 사용하면 ZQ500 차량용 크래들을 기존의 
Datamax O'Neil 브래킷에 부착할 수 있습니다.

RW420 차량용 
크래들 어댑터

ZQ500 시리즈 크래들을 재배선하지 않고 기존의 RW 크래들에 부착할 수 있습니다. 길이는 
15cm입니다. 기존의 RAM 고정대는 이 어댑터를 통해 ZQ500과 호환됩니다.

휴대성

2롤 예비 미디어 
케이스

ZQ500 미디어 2롤을 예비로 휴대할 수 있는 케이스이며 RAM 고정대와 차량용 크래들 사이에 
부착합니다.

벨트 클립* 프린터를 사용자의 벨트에 클립으로 고정시킬 수 있습니다.

손잡이 스트랩 프린터를 도구상자처럼 휴대할 수 있습니다.

견고한 어깨 스트랩 어깨에 메고 휴대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합니다. 금속 부착 클립으로 연결합니다.

표준 어깨 스트랩 어깨에 메고 휴대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합니다. 플라스틱 부착 클립으로 연결합니다.

회전형 벨트 고리
표준 벨트 클립 대신 사용합니다. 한 쪽은 사용자의 벨트에 연결하고 다른 쪽(D-링 어댑터 벨트 
연결부)은 ZQ500의 벨트 클립 대신 부착하여 프린터를 쉽게 허리에 차고 회전할 수 있습니다.

보호

하드케이스**

극한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낙하 사양을 개선하고 포트를 밀봉하며 IP 등급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대용량 배터리 팩, 4-베이 파워 스테이션 및 차량용 크래들과는 함께 사용할 
수 있지만 라이너리스와는 함께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하드케이스를 사용하는 경우 제품을 
분해해야 합니다. 프린터와 함께 기본 구성으로 제공되는 벨트 클립과 호환되지 않습니다. 
하드케이스를 사용하는 경우 AC 어댑터 및 차량용 충전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소프트 케이스

캔버스 케이스는 프린터 보호층을 추가합니다. 어깨 스트랩이 포함됩니다. 배터리(대용량 
배터리 팩 포함) 및 포트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플랩을 통해 접근할 수 있습니다. 프린터 벨트 
클립과 함께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타

변형 방지 USB 
케이블

뒤틀림을 방지하는 단단한 플라스틱을 적용하여 USB 케이블 고장을 예방합니다.

USB 케이블 
(마이크로 A/B와 
USB A 컨버터 연결 
- 15cm)

USB 메모리 스틱 또는 기타 기존의 USB A 디바이스를 프린터에 연결하는 어댑터 
케이블입니다.

암호화된 통합 카드 
리더기(MSR) 모듈

프린터에 부착하여 결제를 처리하고 라이센스, 신용 카드, 배지를 판독할 수 있습니다. 암호화 
키는 지브라의 맞춤형 애플리케이션 그룹을 통해 로드할 수 있습니다.

* 지브라 ZQ510 또는 ZQ520 프린터와 함께 기본 구성으로 제공됩니다. ** 배터리 엘리미네이터 차량용 충전기 및 하드케이스는 최초 출시에서는 제공되지 않을 것입니다.



폰트/그래픽/기호

CPCL 폰트 사양 
• 표준 폰트: 비트맵 폰트 25개, 부드러운 크기 조정 가능 
폰트 1개(CG Triumvirate Bold Condensed*)

• 옵션 폰트: 다운로드 가능한 비트맵/크기 조정 가능 폰트

• CPCL 아시안 폰트는 지원 안됨
*Agfa Monotype Corporation의 UFST 포함

CPCL 바코드 기호

• 바코드 비율: 1.5:1, 2:1, 2.5:1, 3:1, 3.5:1
• 선형 바코드: Code 39, Code 93, UCC/EAN128, Code 

128, Codabar (NW-7), Interleaved 2-of-5, UPC-A, 
UPC-E, 2 및 5자리 애드온, EAN-8, EAN-13, 2 및 5자리 
애드온

• 2차원: PDF417, MicroPDF417, MaxiCode, QR Code, 
GS1 / DataBar™ (RSS) family, Aztec, MSI/Plessey, FIM 
Postnet, Data Matrix, TLC39

ZPL 폰트 사양

• 문자 폰트: 표준 비트맵 지브라 폰트: A, B, C, D, 
E(OCR-B), F, G, H(OCR-A), GS, P, Q, R, S, T, U, V & Ø 
부드러운 폰트(CG Triumvirate Bold Condensed)

• 유니코드 기반의 크기 조정 가능한 Swiss 721은 프린터 E: 
메모리 위치(라틴어, 키릴어, 아랍어 및 히브리어 지원)에 
사전 로드됨

• Google/Adobe Hans(아시아 SKU만 해당)
• Thai Angsana(아시아 SKU만 해당)
ZPL 바코드 기호

• 바코드 비율: 2:1, 3:1, 5:2, 7:3
• 선형 바코드: Code 11, Code 39, Code 93, Code 128, 

ISBT-128, UPC-A, UPC-E, EAN-8, EAN-13, EAN 2 
또는 5자리 확장의 UPC-A 및 UPC-E, Planet Code, 
Plessey, POSTNET, Standard 2 of 5, Industrial 2 of 
5, Interleaved 2 of 5, LOGMARS, MSI, Codabar, GS1 
DataBar (RSS)

• 2차원: PDF417, MicroPDF-417, Code 49, TLC39, 
Maxicode, Codablock, Data Matrix, QR code, Aztec

옵션 기능

• ZebraNet® 802.11a/b/g/n 무선 기능: Wi-Fi® 인증 지원

• Bluetooth 3.0 / 802.11b/g 멀티포트 무선 기능(동시 사용 
가능)

 – 보안 모드 1 – 4 
 – MFi(iPod/iPhone/iPad에 맞게 제작) 인증 
 – WEP, TKIP 및 AES 암호화 
 – WPA 및 WPA2 
 – 802.1x 
 – EAP-FAST, EAP-TTLS, EAP-TLS, PEAP, LEAP 
 – 802.11d 및 802.11i 
 – 키 연결

• ZBI 2.x™: 프린터에서 독립형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고 
주변 장치 등에 연결할 수 있는 강력한 프로그래밍 언어 

• ESC-POS는 판매 후 다운로드를 통해 지원

프린터명

ZQ510
ZQ520

표준 기능

• Apple iOS, Android, Windows Mobile 및 BlackBerry® 
연결

• 감열방식(DT)의 바코드, 텍스트 및 그래픽 출력

•  203dpi 해상도(8도트/mm)
• 초당 최대 127mm(5인치)의 출력 속도(저품질 모드 사용 
시)

• CPCL 및 ZPL® 프로그래밍 언어

•  XML 지원

•  고정형 폰트 및 크기 조정 가능 폰트

• 400MHz 32비트 ARM® 프로세서 및 256MB RAM(
사용자 애플리케이션의 경우 8MB 사용)

• 다운로드 가능한 프로그램, 영수증 형식, 폰트 및 그래픽을 
지원하는 512MB 플래시(사용자 스토리지의 경우 64MB 
사용)

• 이동용 USB 포트(변형 방지 USB 케이블 옵션 포함)
•  2600mAh 이동식 리튬 이온 스마트 배터리(대용량 배터리 
옵션 포함)

• 내장형 배터리 충전기

• 고정형 중심 위치 센서를 사용하는 블랙 마크 및 갭 미디어 
감지

• 라이너리스 플레이트(옵션)
• 저온 보정 모드 - 출력 속도를 최적화하고 균형을 맞춰 
저온에서 출력 성능 향상

• 어떤 방향에서도 깨끗하게 절취할 수 있는 양면 용지 절단 
바(라이너리스 SKU에는 제공되지 않음)

• 수직 및 수평 출력 지원

• 모든 방향에서 프린터 사용 가능

• 가변적인 롤 폭에 대해 가운데 로딩을 통해 미디어 고정

• 간편한 미디어 로딩을 위한 “크램셀” 디자인

• 관리: 미러, SNMP, 웹 서버, 프로필 관리자, AirWatch® 및 
Wavelink Avalanche®

• Bluetooth 4.0 Smart Ready 저출력 무선 기능

• 대형 아이콘을 사용하여 배터리 및 무선 상태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LCD

• 2m(6.6피트) 높이에서 콘크리트 바닥에 수 차례의 낙하 
테스트에도 견딜 수 있는 내성

• 라벨 출력 기록계

• 실시간 클록

• 웹 기반 도움말 페이지에 연결되는 QR 코드 링크(LCD에 
표시되지 않음)

• 반절전/즉각가동 모드 – 터치 시 또는 블루투스 출력 작업 
전송 시 즉각 프린터 사용(Wake on BT는 BT 4.0 무선 
기능에서만 지원됨)

• Zebra Print Touch – NFC(Near-Field 
Communications)가 지원되는 디바이스에서 블루투스 
페어링 간소화 및 웹 기반 도움말 페이지 제공

• Power Smart Print Technology – 사용자의 출력 패턴을 
예상하여 배터리 소모량 및 출력 속도 최적화

프린터 사양

해상도 203dpi 해상도(8도트/mm)

최대 출력 너비 ZQ510: 72mm(2.83인치)
ZQ520: 104mm(4.09인치)

출력 길이 최대: 990mm(39인치)

출력 속도 초당 최대 127mm(5인치)

작동 특징

작동 온도 -20˚C~55˚C(-4˚F~131˚F)

충전 온도 0˚C~40˚C(32˚F~104˚F)

크래들 온도 0˚C~50˚C(32˚F~122˚F)

보관 온도 -30˚C~66˚C(-22˚F~150˚F)

작동 습도 10%~90% 비응축

보관 습도 10%~90% 비응축

IP 등급 IP54(하드케이스 장착 시 IP65)

기관 승인 • 전자파: FCC Part 15, Subpart B, 
EN55022 Class-B, EN60950, 
EN55024 및 VCCI Class B

• 민감성: EN55024, EN61000-4-2, 
EN61000-4-3, EN61000-4-4 및 
EN61000-4-5

• 안전성: CE, UL, TUV, CSA

미디어 특징

최대 미디어 폭 ZQ510:  80mm+1mm(3.15인치)
ZQ520:  113mm+1mm(4.45인치)

최대 미디어  
롤 OD

ZQ510:  51mm(2인치)
ZQ520:  57mm(2.24인치)

최대 미디어  
두께

ZQ510:
라벨의 경우 0.16mm(0.0063인치),
태그/영수증의 경우 0.1397mm(0.0055
인치)
ZQ520: 
라벨의 경우 0.16mm(0.0063인치),
태그/영수증의 경우 0.1397mm(0.0055
인치)

미디어 유형 영수증, 갭/블랙 마크 라벨, 태그

물리적 특성

 ZQ510 ZQ520

높이 150mm(5.9인치)  158mm(6.2인치)

너비 120mm(4.7인치)  155mm(6.1인치)

폭 62mm(2.4인치)  67mm(2.6인치)

무게(배터리 포함) 631g(1.39 lbs)  785g(1.73 lbs)

LINK-OS 솔루션

• 프로필 관리자:  
네트워크 프린터를 한 서버 기반의 디바이스 관리 
기능으로, 웹 브라우저 인터페이스를 통해 작동

• 클라우드 연결:  
출력 및 디바이스 관리를 위해 암호화되고 인증된 상태로 
웹에 직접 연결

• 가상 디바이스:  
기존의 명령어 및 지브라 이외의 명령어를 사용하여 라벨 
및 태그 출력

• 지브라 유틸리티:  
iOS, Android, Windows Mobile 디바이스에서 출력

• 프린트 스테이션:  
Android 디바이스에서 드라이버 없이 출력

• AirWatch 커넥터:  
AirWatch 환경 내에서 관리

• 멀티플랫폼 소프트웨어 개발 키트:  
Blackberry, Apple, Android, WinCE®, WinMobile®, 
Windows Desktop 및 Linux/Unix 플랫폼을 지원하는 
출력 애플리케이션 개발 간소화 

사양표*

제품 스펙 시트 
ZEBRA® ZQ500™ 시리즈 모바일 프린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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