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용현장 보기

제조 DPM

안정적인 DPM 
(Direct Part Mark)  
스캔 기술로 중요한 부품의 
추적 기능을 향상시키세요.
ZEBRA 디바이스를 사용하면 전체 제품 수명주기 동안 부품
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모든 제조 공정에서 부품 추적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규

정을 준수하고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며 리콜을 용이하게 하기 인해 부품 추적 

기능이 더욱 필요합니다. 전체 부품 수명주기 동안 추적이 가능하려면 고유

한 영구 식별자가 필요하며, 부품이나 제품 표면의 특성상 DPM(Direct Part 

Mark)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마킹 방법에는 도

트 핀(예리한 도구로 정확한 위치에 반복적으로 충격을 가함), 레이저 에칭, 

잉크 마킹, 화학 에칭, 잉크젯 몰딩, 열 분사 등이 있습니다.

적절한 사용 시나리오

DPM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시나리오에서 제조업체에 가치를 제공합니다.

• 기존의 부품 라벨링을 사용하기에는 너무 열악해 보이는 환경에 노출되

는 부품1

• 바코드 라벨을 사용하기에는 크기가 너무 작은 부품2

• 금속, 유리와 같은 단단한 표면

• 자동차 구성품, 산업용 펌프, 의료기기와 같은 장비

• 플라스틱, 가죽, 고무와 같은 부드러운 소재3

이러한 시나리오는 자동차, 항공, 의료기기, 군사/방위 관련 장비 제조 업계에

서 특히 일반적이므로, DPM 사용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DPM으로 부품을 추적할 때 기업에서 얻을 수 있는 잠재적인 이점

DPM을 안정적인 바코드 추적 기술과 함께 사용하면 제조업체에서 생산 라

인 전반의 부품 추적이 가능하므로, 다음과 같은 여러 비즈니스 당면 과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생산성 향상. DPM 스캔 기술을 사용한 부품 추적은 종이 기록에 의존하

는 것보다 훨씬 더 안정적이고 효율적입니다.

• 비용 최소화. 부품 결함으로 인한 제품 고장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할 수 

있으므로 수익 손실, 리콜, 소송, 홍보와 관련하여 수백만 달러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출처:

1)“4 Commonly Asked Questions about Direct Part Marking,” The SMS Group, 
블로그 게시물. 2) Ibid. 3)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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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 vital parts traceability 
with reliable Direct Part 
Mark scanning technology
ZEBRA DEVICES MAKE PARTS TRACKING POSSIBLE—
THROUGHOUT THE PRODUCT LIFE CYCLE.

Traceability is increasingly critical in all manufacturing processes. 
Adherence to regulations, maintaining the safety of the public and 
recall capability drive a critical need for part traceability. Gaining 
traceability throughout the life of a part requires a unique, permanent 
identifier and, often, the very nature of the part or product surface 
warrants use of Direct Part Marking (DPM). The most common marking 
methods are dot peen (repeated impinging at precise locations with a 
sharp tool), laser etching, ink marking, chemical etching, inkjet molding 
or thermal spraying.

Appropriate scenarios for use
DPM offers manufacturers value in several distinct scenarios.

• Parts that will be exposed to environmental conditions deemed too 
harsh for traditional part labeling1

• Parts that are too small for barcode labels2
• Hard surfaces such as metals and glass
• Equipment such as automotive components, industrial pumps and 

medical devices
• Softer materials such as plastics, leather and rubber3

Because these scenarios are particularly common in the automotive, 
aerospace, medical device and military/defense equipment 
manufacturing industries, their use of DPM is relatively high.

The potential business benefits of tracking parts with DPM
When combined with reliable barcode tracking technology, DPM helps 
manufacturers achieve parts traceability all the way to the production 
line—which enables them to meet several business challenges:

• The quest for higher productivity. Tracking parts with DPM scanning 
technology is much more reliable and efficient than depending on 
paper records.

• The need to minimize costs. Identify root cause of a product failure 
due to a defective part—potentially saving millions in lost revenue, 
recalls, litigation and public relations costs.

Source: 
1)“4 Commonly Asked Questions about Direct Part Marking,” The SMS Group, 
blog post. 2)Ibid. 3)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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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 DPM 스캔 기술

직원들이 DPM 판독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작업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

질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밝은 금속 표면을 스캔하거나 판독하기 쉽지 않

은 곡면의 DPM을 판독할 때 이미저에서 다시 빛이 반사될 수 있습니

다. Zebra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DPM이 지원되는 모바일 컴

퓨터와 울트라 러기드 스캐너에 고급 디코딩 알고리즘과 전문적인 이미

징 엔진, 특허 받은 광확산 기술을 통합했습니다. 그 결과 백색 직접 조

명과 빨간색 간접 조명이 번갈아 사용되므로 음영과 밝은 지점이 사라

지게 됩니다. 따라서 반짝이는 금속면, 고르지 않은 표면, 저대비 표면 

등의 DPM을 판독하는 데 따른 문제가 해결되므로 빠르고 안정적인 스

캔이 가능합니다.

• 품질 향상. 제품 리콜 발생 시 온라인 리뷰나 소셜 미디어가 제조업체의 평

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으로 인해 품질 표준을 충족해

야 하는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 중요한 규정 준수. DPM을 사용하면 제품 이력을 추적할 수 있으므로 규정 

미준수에 따른 과태료나 위약금이 발생할 확률을 줄일 수 있습니다.

DPM 추적 전문 기술을 찾고 계신다면 Zebra를 고려하세요

Zebra는 제조업체들 사이에서 바코드 스캔 기술 분야의 선도 기업이라는 호

평을 받고 있습니다. DPM 스캔 기능을 포함한 Zebra의 스캔 전문 기술은 모

바일 컴퓨터의 다양한 폼 팩터와 울트라 러기드 스캐너에서 사용할 수 있습

니다. Zebra의 포트폴리오는 다양한 분야에서 다음과 같은 고유한 가치를 

제공합니다.

• 축적된 DPM 바코드 스캔 전문 기술. Zebra는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고

급 DPM 스캔 기술을 개발해 왔으며, 그 결과 Zebra의 DPM 하드웨어 포

트폴리오는 현재도 멈추지 않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 운영 연속성을 보장하는 디자인. DPM이 지원되는 Zebra의 모바일 컴퓨

터와 울트라 러기드 스캐너는 바닥에 떨어뜨린 후에도 문제 없이 작동하며 

엄격한 작업 환경에서 발생하는 다른 충격을 견딜 수 있는 디자인을 특징

으로 합니다. 또한 긴 배터리 사용 시간을 보장하므로 근무시간 내내 작업

이 중단되는 일이 없습니다.

• 다양한 스캔 기능. DPM이 지원되는 Zebra의 울트라 러기드 스캐너와 모

바일 컴퓨터는 라벨과 같은 다른 미디어의 1D 및 2D 바코드도 스캔할 수 

있습니다. 또한 Zebra의 PRZM 지능형 이미징 기술을 사용하면 인쇄 상태

가 나쁜 바코드부터 오염된 바코드, 수축포장으로 덮여 있는 바코드까지 

모든 바코드의 데이터를 스캔할 수 있습니다. 이 유연한 스캔 기능은 동일

한 디바이스에서 사용 가능하므로, 직원이 근무시간 중에 디바이스를 교

체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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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rivaled DPM scanning technology

Major disruptions occur to your operations when your workers 
have difficulty reading DPM. For example, light reflecting back 
at the imager when scanning on bright metal surfaces or reading 
DPM on curved, hard to read surfaces. Zebra has combined 
advanced decode algorithms, specialized imaging engines and 
patented light diffusion technology within our DPM-capable 
mobile computers and ultra-rugged scanners to overcome this. 
Alternating direct white and indirect red illumination eliminate 
shadows and bright spots, addressing challenges in reading 
DPM on shiny metallic, uneven and low contrast surfaces for fast, 
reliable scanning.

• The quality imperative. The need to meet quality standards is 
growing along with the potential for online reviews and social media 
to adversely impact manufacturers’ reputations in the event of a 
product recall.

• Critical regulatory compliance. DPM can enable tracking of product 
histories and reduce the odds of fines and penalties from regulatory 
noncompliance.

Look to Zebra for DPM tracking expertise
Zebra has built a well-deserved reputation among manufacturers as 
a leader in barcode scanning technology. That scanning expertise—
including DPM scanning capability—is available in versatile mobile 
computer form factors and ultra-rugged scanners. Our portfolio offers 
unique value in several areas:

• Accumulated DPM barcode scanning expertise. Zebra has been 
developing advanced DPM scanning technology for more than 10 
years—and our DPM hardware portfolio is growing.

• Designs for operational continuity. Our DPM-capable mobile 
computers and ultra-rugged scanners feature designs that ensure the 
devices keep working, even after they’re dropped or sustain other 
impacts in rigorous work environments. Additionally, they’re equipped 
with long battery life to prevent work disruptions during long shifts.

• Scanning versatility. Zebra DPM ultra-rugged scanners and mobile 
computers can also scan 1D and 2D barcodes on other media, such as 
labels. Our PRZM Intelligent Imaging Technology enables data capture 
from poorly printed to dirty barcodes, or barcodes covered in shrink 
wrap. This flexible scanning capability is available on the same device, 
so there’s no need for your workers to switch devices in the middle  
of a shi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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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bra의 안드로이드 모바일 컴퓨터에 탁월한 엔터프라이즈 기능을 
제공하는 Mobility DNA™
개발 도구, 생산성 도구, 관리 도구 및 비즈니스 도구로 구성되어 기본 제공되는 Zebra의 Mobility DNA 소프트웨어 에코시스템 

덕분에 DPM이 지원되는 모바일 컴퓨터가 강력한 엔터프라이즈급 디바이스로 탈바꿈했습니다.

DataCapture DNA 도구로 Zebra의 울트라 러기드 스캐너 성능 극대화
Zebra의 울트라 러기드 DPM 스캐너는 일선 직원들의 DPM 바코드 스캔 성능을 강화하는 소프트웨어 도구인 DataCapture DNA

를 특징으로 합니다.

개발 도구 관리 도구

PowerPrecision 
Console

WorryFree WiFi

Enterprise Home 
Screen

엔터프라이즈 모빌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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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tensions(Mx)

안드로이드™용 

LifeGuard

Savanna® 기반 
Workforce Connect™

SimulScan

DataWedge

Swipe Assist

올 터치 터미널 
에뮬레이션

엔터프라이즈 키보드

Device Diagnostics

소프트웨어 개발 
키트(SDK)

스캐너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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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Sc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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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bility DNA™ gives Zebra Android mobile computers distinct 
enterprise capabilities
With Zebra's built-in Mobility DNA software ecosystem of development, productivity management and business tools, 
DPM-capable mobile computers are transformed into powerful enterprise-ready devices.

DataCapture DNA tools maximize Zebra ultra-rugged 
scanner performance
Zebra ultra-rugged DPM scanners feature DataCapture DNA, software tools that augment front-line workers’ DPM barcode 
scanning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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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ivity Tools Business To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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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mote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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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ol K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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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zebra.com/us/en/products/software/mobile-computers/mobility-dna.html
https://www.zebra.com/us/en/products/software/scanning-systems/datacapture-dna.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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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9300 핸드헬드 모바일 컴퓨터 TC8300 터치 컴퓨터

DPM 지원 모델 • MC9300 DPM

• MC9300 DPA(넓은 각도)

• TC8300 DPM

• TC8300 DPA(넓은 각도)

바코드 스캔 • 크기, 표면 상태, 대비, 밀도에 상관없이 도트 핀, 레이저 에칭, 잉크 마킹, 화학 에칭, 잉크젯 

몰딩, 열 분사를 비롯한 모든 DPM 바코드를 신속하게 캡처

• 특허 받은 광확산 기술로 까다로운 DPM 바코드 판독

• 반사면, 고르지 않은 표면, 곡면의 저대비 마크와 고대비 마크를 모두 캡처할 수 있는 다양한 

조명 효과 제공

• 화면상의 1D/2D 바코드부터 거의 모든 조건의 라벨 바코드, 수축포장 아래의 바코드까지 

모든 바코드의 데이터 스캔

MC9300 DPM TC8300 DPM

고밀도 바코드 및 DPM 판독에 최적화

MC9300 DPA(넓은 각도) TC8300 DPA(넓은 각도)

1D/2D, 넓은 각도의 1D 종이 바코드 및 DPM 판독에 최적화

공장에서 최대 
가동시간 보장

• 빠르게 충전되는 핫 스압 가능한 배터리로 3회 연속 근무시간 내내 사용 가능

• 터치 패널 및 스캐너 출력 창에 코닝 고릴라 글래스(Corning® Gorilla® Glass) 적용

• 탁월한 무선 연결 기능: 802.11ac 및 2x2 MU-MIMO, Bluetooth® 5.0, NFC(옵션)

러기드 디자인 • 2.4m(8피트) 높이에서 콘크리트 

바닥에 낙하

• 1m(3.3피트) 높이에서 4,000회 지면 

충돌 테스트

• IP65 및 IP67(방진 및 방수)

• 2.4m(8피트) 높이에서 콘크리트 바닥에 

낙하

• 1m(3.3피트) 높이에서 2,000회 지면 

충돌 테스트

• IP65(방진 및 방수)

생산성 향상 기능 • 첨단 메모리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일반 엔터프라이즈 디바이스의 메모리 수명보다  

10배 연장된 수명 제공

• TE 애플리케이션 지원, 터치 기반의 최신 애플리케이션으로 손쉬운 마이그레이션

인체공학적 
디자인

• 간편하고 손쉬운 스캔을 위한 건스타일 

폼 팩터

• 장갑을 착용한 손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안드로이드 터치 스크린 인터페이스 및 

여러 키패드 옵션

• 경쟁업체 디바이스에 비해 10% 더 

높은 생산성 실현4

• 손목 움직임을 55%, 근육 사용량을 15% 

줄여주는 획기적인 인체공학적 디자인과 

스캔 각도로 생산성 14% 증가5

• 자동으로 데이터 스캔을 시작하는 

핸즈프리 근접 스캔

DPM이 지원되는 모바일 컴퓨터: MC9300 및 TC8300
Zebra는 DPM 스캔 기능이 지원되는 모바일 컴퓨터를 제공하므로, 울트라 러기드 디바이스 한 대만 있으면 DPM 바코드를 스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출처: 
4) Zebra Technologies Human Factors Testing. 5) Ibid



사용현장 보기

제조 DPM

울트라 러기드 DS3600-DP 스캐너 울트라 러기드 DS3600-DPA 스캐너

DPM 지원 모델 • DS3608-DP(유선)

• DS3678-DP(무선)

• DS3608-DPA(넓은 각도 - 유선)

• DS3678-DPA(넓은 각도 - 무선)

바코드 스캔 • 크기, 표면 상태, 대비, 밀도에 상관없이 도트 핀, 레이저 에칭, 잉크 마킹, 화학 에칭,  

잉크젯 몰딩, 열 분사를 비롯한 모든 DPM 바코드를 신속하게 스캔

• 특허 받은 광확산 기술로 까다로운 DPM 바코드 판독

• 반사면, 고르지 않은 표면, 곡면의 저대비 마크와 고대비 마크를 모두 캡처할 수 있는 다양한 

조명 효과 제공

• 화면상의 1D/2D 바코드부터 거의 모든 조건의 라벨 바코드, 수축포장 아래의 바코드까지 

모든 바코드의 데이터 스캔

고밀도 바코드 및 DPM 판독에 최적화
1D/2D, 넓은 각도의 1D 종이 바코드 및  

DPM 판독에 최적화

공장에서 최대 
가동시간 보장

• 오래 지속되는 3,100-mAh 배터리로 완전 충전 시 100,000회 이상 스캔 가능(무선 모델)

• 탁월한 배터리 관리를 위한 세부적인 배터리 측정지표(무선 모델)

• 배터리 충전 지표 및 Bluetooth® 상태 LED(무선 모델)

러기드 디자인 • 2.4m(8피트) 높이에서 콘크리트 바닥에 낙하

• 1m(3.3피트) 높이에서 5,000회 지면 충돌 테스트

• IP65 및 IP67(방진 및 방수)

• 물을 분사하거나 물에 잠길 때도 전혀 문제 없이 안정적인 작동 보장

생산성 향상 기능 • 원하는 대로 조합하여 사용 가능한 3가지 스캔 피드백 모드: 진동, 빨간색/녹색 LED,  

큰 확인음

• 타사 변환 장비 없이도 디바이스를 산업용 이더넷 네트워크에 연결할 수 있는 Zebra® 

Network Connect for Automation

DPM이 지원되는 울트라 러기드 스캐너: DS3600-DP/DPA
열악한 공장 환경에서도 문제 없이 작동할 수 있는 디자인을 특징으로 하는 Zebra의 울트라 러기드 DPM 스캐너는 제조업체의 

바코드 스캔 기능을 더욱 확장시켜 줍니다.

자세한 내용은 zebra.com/manufacturing을 참조하십시오.

SEE IT IN ACTION
MANUFACTURING DPM

DS3600-DP ultra-rugged scanners DS3600-DPA ultra-rugged scanners

DPM-capable 
models

• DS3608-DP (corded)
• DS3678-DP (cordless)

• DS3608-DPA (wide angle - corded)
• DS3678-DPA (wide angle - cordless)

Barcode 
scanning

• Rapidly capture DPM barcodes of any size, surface, contrast or density—including dot 
peen, laser etch, ink mark, chemical etch, inkjet mold and thermal spray

• Patented light-diffusion technology reads challenging DPM barcodes
• Provide multiple lighting effects to capture low- and high-contrast marks on reflective, 

irregular and curved surfaces
• Also capture data from any 1D or 2D barcode on a screen, or on a label in virtually any 

condition or under shrinkwrap

Optimized to read high-density  
barcodes and DPM

Optimized to read 1D/2D, wide 1D paper 
barcodes and DPM

For maximum 
uptime in the 
plant

• Long-lasting 3,100-mAh battery provides 100,000+ scans per full charge (cordless models)
• Detailed battery metrics for superior battery management (cordless models)
• Battery charge gauge and Bluetooth® Status LED (cordless models)

Rugged design • 8 ft/2.4 m drops to concrete
• 5,000 3.3 ft/1 m tumbles
• IP65 and IP67 (dustproof and waterproof)
• Keep operating despite water jetting and submersion

Productivity-
boosting 
features

• Three mix-and-match scan feedback modes: vibration, red/green LEDs and loud beep
• Zebra® Network Connect for Automation connects devices to industrial Ethernet 

networks without third-party conversion equipment

DPM-capable Ultra-Rugged Scanners: the DS3600-DP/DPA
Featuring designs that keep operating in the harshest plant environments, Zebra ultra-rugged DPM scanners expand 
manufacturers’ barcode scanning capab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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