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andheld, SP500X ScanPrinter 공개 

 

-- 물류 효율성 위한 독특한 웨어러블 장치 

 

(리최핑, 스웨덴 2021년 8월 18일 PRNewswire=연합뉴스) 오늘, 굴지의 러기드 모바일 컴퓨터 

제조업체 Handheld 

Group[https://www.handheldgroup.com/?utm_source=PRNewsWire&utm_medium=PressRelease&utm

_campaign=SP500XLaunch ]이 물류 운영에 획기적인 기술과 효율성을 제공하는 웨어러블 장치인 

'SP500X ScanPrinter'를 출시했다. Handheld는 이 장치를 바탕으로 자사의 러기드 컴퓨터 

라인업에서 '러기드 웨어러블'이라는 새로운 제품군을 출시하고 있다. 

 

멀티미디어 배포 자료 보기: 

https://www.multivu.com/players/uk/8937851-handheld-unveils-unique-wearable-sp500x-scanprinter-

for-logistics-efficiency/. 

 

SP500X ScanPrinter는 하나의 장치에 2D 이미징, 잉크젯 프린팅 및 무선 통신을 통합한 독특한 

웨어러블 스캔-앤드-프린트 솔루션이다. SP500X ScanPrinter는 상자 분류에 수동 스캐닝과 

레이블링을 이용하는 대량 물류 작업에 일대 혁명을 일으킬 전망이다. 와이파이와 BT뿐만 아니라 

HP와 공동 개발한 통합 프린터를 갖춘 SP500X는 진정한 모바일 제품이다. 양손을 자유자재로 

사용하면서, 시설 내 어디에서든 포장에 접촉해서 곧바로 신속한 스캔과 프린트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Handheld 설립자 겸 이사회 의장 Jerker Hellstrom은 "SP500X ScanPrinter가 얼마나 획기적인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공정을 보면 도움이 된다"라며 "전 세계에 SP500X ScanPrinter와 같은 장치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장치를 놓고, 상자를 집어 스캔하기만 하면 된다"면서 

"스캐너가 백엔드 시스템에 데이터를 전송하면, 백엔드 시스템은 프린팅 목적으로 정보를 

회신하기 때문에, 거의 즉각적으로 상자에 바로 주소, 코드 또는 다른 정보를 프린트할 수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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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했다. 이어 그는 "그 과정에서 양손은 자유자재로 쓸 수 있다"라며 "작업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이동할 수 있다. 이제 프린터 때문에 꼼짝하지 못하는 상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새로운 부문: Handheld 러기드 웨어러블 

 

Handheld는 SP500X를 출시하면서, 러기드 모바일 컴퓨터 포트폴리오에 '러기드 웨어러블'이라는 

새로운 부문을 추가하고 있다. 조만간 더 많은 웨어러블 장치가 추가될 예정이다. 

 

SP500X ScanPrinter의 주요 사용자 이점: 

 

- 상자 처리 효율성 개선 

- 스캐닝과 분류 정확도 개선 

- 유연성과 민첩성 - 이동 중에도 스캐닝 작업 가능 

- 생산성과 안전성 - 자유로운 양손 사용 

- HP 특허 기술이 선사하는 신뢰도 

- 일반 종이, 크래프트지, 포장 테이프, 코팅 레이블, 폴리프로필렌, 폴리에스터 또는 폴리에틸렌 

플라스틱에 프린트할 수 있는 다재다능성 

 

추가 정보 

SP500X ScanPrinter의 기능과 역량에 관한 전체 시범은 Handheld에 문의한다. 

 

유용한 링크 



SP500X ScanPrinter 제품 정보[https://www.handheldgroup.com/handheld-rugged-mobile-

computers/wearables/sp500x/?utm_source=PRNewsWire&utm_medium=PressRelease&utm_campaign

=SP500XLaunch ] 

웨어러블 및 SP500X 발표 영상[https://www.youtube.com/watch?v=IucyN94JT2Y ] 

SP500X 미디어 

자료[https://www.handheldgroup.com/news/pressroom/sp500x%EF%BB%BF/?utm_source=PRNewsWi

re&utm_medium=PressRelease&utm_campaign=SP500XLaunch ] 

Handheld 제품 라인업[https://www.handheldgroup.com/handheld-rugged-mobile-

computers/?utm_source=PRNewsWire&utm_medium=PressRelease&utm_campaign=SP500XLaunch ] 

 

Handheld 소개 

Handheld Group은 휴대기기 및 태블릿을 포함한 러기드 모바일 컴퓨터를 제조하고 전 세계에 

공급하는 기업이다. Handheld와 전 세계 파트너들은 지리정보학, 물류, 임업, 공공 운송, 공공시설, 

건설, 유지관리, 광산업, 군사 및 보안 부문과 같은 업계 기업에 완전한 이동성 솔루션을 제공한다. 

Handheld Group은 스웨덴에 본사가 있으며, 핀란드, 영국, 네덜란드, 이탈리아, 독일, 스위스, 호주 

및 미국에 자회사를 두고 있다. 추가 정보는 http://www.handheldgroup.com을 참조한다. 

 

영상 - https://www.youtube.com/watch?v=IucyN94JT2Y  

 

출처: Handheld Group AB 

 

Media contacts: Sofia Lofblad, Marketing Director, Handheld Group, Sweden: +46 510 54 71 70, 

s.lofblad@handheldgroup.com; Amy Urban, Director of Marketing, Handheld US, +1-541-752-0319, 

a.urban@handheld-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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