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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rtual Tether (가상 테더링)
Zebra 무선 스캐너를 범위 내에 두고 언제든 사용할 준비를
갖춰두세요
무선 스캐너를 사용하면 데이터 스캔 워크플로우에서 대폭 향상된 편의성, 유연성 및 기동성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캐너가 컴퓨터나 다른 호스트에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오배치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셀프 계산대에 있는 고객이 실수로 카트에 무선 스캐너를 가지고 나갈 수도 있습니다. 정신없이
바쁜 교대 시간 동안 매장 직원이 실수로 백룸에 무선 스캐너를 놔둘 수도 있습니다. 혹은 물류창고 직원이
출고되는 고객 배송 물품 안에 스캐너를 실수로 넣어둘지도 모릅니다. 잃어버린 스캐너는 비즈니스에 막대한
비용의 손실을 끼칩니다 - 이는 생산성 저하 뿐만 아니라 자산 손실로 이어집니다.
이제, Zebra의 Virtual Tether(가상 테더링)를 사용하면 무선 스캐너를 손쉽게 추적할 수 있습니다.
보완적이고 유연한 DataCapture DNA 도구는 스캐너가 원래 위치에서 너무 멀리 있거나 미리 정해둔 시간
이상으로 크래들을 벗어날 경우 사용자에게 알려줍니다. 그 결과, 무선 스캐너는 언제나 제자리에서 완충된
상태로 언제든 다음 업무를 위한 준비 태세를 갖출 수 있게 됩니다. 더 이상 스캐너가 엉뚱한 위치에 있거나
분실되는 바람에 가동 중단이 발생할 일이 없습니다. 또한 손쉽게 스캐너 위치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비로 디바이스를 준비해야 하는 부담이 줄어들어 하드웨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Virtual Tether와
함께 무선 스캐너의 가용성을 극대화하세요.

Virtual Tether — 디바이스 가용성을 극대화하고 워크플로우 중단을 방지하세요.
자세한 정보는 www.zebra.com/virtual-tethe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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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할 예비 디바이스
수 감소

팩트 시트
VIRTUAL TETHER (가상 테더링)

더 이상 분실 염려가 없는 스캐너

어떤 워크플로우에든 꼭 맞는 구성

Virtual Tether를 사용하면, 스캐너가 Bluetooth 범위

업무 공간, 적용분야, 환경은 제각각 다릅니다. 그런

를 벗어날 경우 스캐너와 크래들이 사용자에게 알람으

이유 때문에 Virtual Tether는 귀하의 고유한 요구사

로 알려주게 됩니다. 스캐너가 다시 크래들에 장착되거

항에 맞게 손쉽게 맞춤설정할 수 있습니다. 디바이스

나, 알람 지속시간이 다 되거나, 직원이 알람을 끌 경우

의 주파수 출력을 구성함으로써, 25피트든 250피트

알람이 멈추게 됩니다. 못 듣고 지나칠 일이 없는 여러

든 Virtual Tether의 범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1선

알람 덕분에, 사용자는 무선 스캐너를 다른 곳에 놓고

호하시는 조합에 맞게 스캐너 및 크래들의 알림 방식

나갈 때쯤 바로 알아차리게 됩니다.

을 다음과 같이 설정할 수 있습니다: 스캐너 LED 알림,

완충된 상태로 언제든 사용할 준비 완료된
스캐너
스캐너의 배터리 보존 모드를 함께 사용하면, Virtual

스캐너 불빛 알림, 스캐너 촉각 알림, 스캐너 가청 신
호음, 크래들 가청 신호음, 크래들 LED 알림.2또한 알
람 지속시간, 직원이 알람을 끄는 방법 등을 맞춤설정
할 수 있습니다.

Tether는 배터리 부족 또는 PowerCap 커패시터로
인한 업무 중단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스캐너

손쉬운 통합

가 크래들 위치를 벗어나서 미리 정해둔 시간 동안 사

Zebra 스캐너 SDK는 귀사 비즈니스와 관련된 워크플

용되지 않을 경우 크래들의 LED에 불이 들어오게 됩

로우 및 적용 분야와 관련된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지

니다 스캐너를 다시 충전기에 꽂도록 상기시키는데

원하기 위해 Virtual Tether의 능력을 확장할 기회를

도움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스캐너는 항상 충전 상

제공해드립니다. 예를 들어, 셀프 계산대 스캐너의 연

태로 다음 업무를 위한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게 됩

결이 고장날 경우 POS 시스템 또는 매니저의 태블릿

니다. 또한 배터리가 불필요하게 마모되는 일을 최소

에 알림을 전송할 수 있습니다. 또한 Virtual Teather

화함으로써, Virtual Tether가 스캐너 배터리의 수명

는 고급형 보고 및 알람 기능을 위한 원격 진단의 Log-

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ging Agent, 원활한 구성과 배포를 위한 스캐너 컨

연결이 끊김으로 인한 가동 중단 방지
스캐너가 배치 모드에서 작동되지 않는 경우, Virtual
Tether는 스캐너가 크래들 또는 호스트 디바이스의 범
위 밖을 돌아다니기 전에 직원에게 알려줄 수 있습니
다 - 연결 끊김으로 인한 생산성 감소와 당황스러움,
그리고 다시 연결을 해야 하는 필요성이 사라집니다.
예를 들어, 지게차 운전자가 지게차에서 너무 멀리 떨
어진 곳까지 걸어가는 경우, 스캐너가 호스트로부터의
연결이 끊기려고 할 때 무선 스캐너가 진동과 불빛 깜
박임으로 알려줄 수 있습니다.

트롤 앱 및 스캐너 연결(Scan-to-Connect) 등 다른
Zebra 소프트웨어 도구와 완전히 통합됩니다.

바코드 스캔 이상의 기능 제공
오늘날의 열악한 엔터프라이즈 환경에서 직면하는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 이상이 필요합니다.
모든 이해관계자의 요구 사항을 해결하려면 지능형 소

애플리케이션
Virtual Tether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환경과 사용 사례
속에서 잘못된 위치에
놓인 스캐너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 POS(Point of Sale)
• 셀프 계산대
• 재고관리
• 배송
• 물류창고/지게차

설정
Virtual Tether는
귀하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완벽한 맞춤설정이
가능합니다.
이용 가능한 알림2
• 스캐너 오디오
• 스캐너 LED
• 스캐너 불빛
• 스캐너 촉각 알림
• 크래들 오디오
및 LED 알림
알람 설정
• 알람 지속시간
• 알람 활성화 전 딜레이
시간
• 알람 끄기: 스캔
트리거 누르기, 크래들
호출 버튼 누르기
• 나이트 모드:
스캐너가 나이트
모드일 경우 오디오
알람이
비활성화됩니다
(디바이스별로 다름)
주파수 출력 설정
• 고주파수
• 중주파수
• 저주파수

프트웨어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Zebra의 데이
터 캡처 디바이스에는 탁월한 디바이스 관리 용이성,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혁신적인 성능, 빠르고 간편한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통해 전반적인 Zebra 스캔 경험
을 간소화하는 유전적 코드인 DataCapture DNA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1. Bluetooth 범위는 환경적 요소의 영향을 받습니다
2. 사용 가능한 알림은 스캐너 모델별로 상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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