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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S RELEASE                                                       배포일자: 20.10.05 

포인트모바일 초소형 블루투스 링 스캐너 PM5 출시,  

아마존 공급 예정 

[2020-10-05] 산업용 모바일 기기 글로벌 선도 기업 포인트모바일(대표 강삼권)이 한 손가락에 

장착하는 ‘블루투스 링 스캐너’ PM5를 전 세계 두 번째로 출시한다. 

 

PM5는 한 손가락에 착용할 수 있는 강점을 가진 블루투스 스캐너로 70g이하의 가벼운 무게와 

콤팩트한 디자인으로 출시된다. PM5는 작업자의 이동이 빈번하고 고강도 스캔 업무가 수반되는 

물류창고와 배송 센터를 고려해 선보이는 제품이다. 

 

포인트모바일 관계자는 ”한 손가락에 장착하는 링 스캐너를 개발하게 된 것은 철저한 시장 

조사와 고객의 편의성을 최우선 고려하여 지금까지 축적된 회사의 최고 기술력을 집약하여 전 

세계 두번째로 개발했다”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물류창고 등에서 사용하는 링 스캐너는 두 손가락에 착용하는 제품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는 PM5에 비해 두 배 이상 무거워 장시간 착용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착용한 손을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없어 다른 작업을 할 수 없는 등의 불편함을 겪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을 단번에 해결하는 것이 손가락 하나로 착용 가능한 ‘싱글 핑거’ 링 스캐너이다.  

회사는 전 세계 두번째로 한 손가락에 착용할 수 있는 초소형 스캐너를 출시해 우수한 기술력을 

입증했다. 

 

더불어 PM5는 가벼운 무게 덕분에 장시간 착용해도 손이나 손목에 무리가 가지 않으며 손가락 

하나에 장착할 수 있어 착용 후에도 양 손을 자유롭게 활용해 다른 작업을 할 수 있다는 점이 

강점이다. 누구나 쉽게 분리 가능하도록 디자인된 ‘핑거 스트랩’은 양손 어디에나 착용할 수 

있도록 인체공학적으로 디자인됐다. 

 

또한 저전력 기능을 지원하는 블루투스 기능을 통해 500mAh의 배터리로 최대 9시간 30분 동안 

충전없이 사용이 가능하며 NFC 기술을 이용해 탭 한번으로 다른 기기와 페어링 하는 

‘탭투페어(Tap-to-Pair)’ 기능도 지원한다. 

 

포인트모바일 강삼권 대표는 “기존에 많이 사용되던 두 손가락 링 스캐너의 크기를 획기적으로 

줄여 한 손가락에 착용할 수 있는 스캐너로 고객들을 대상으로 한 출시 전 테스트에서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얻은 제품”이라며 “이번 PM5의 아마존 공급을 계기로 글로벌 물류시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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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탠다드’ 제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포인트모바일(대표 강삼권)은 지난 28일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코스닥 

상장을 위한 본격적인 공모 절차에 돌입했다. 

 

▣ 자료문의 :  포인트모바일 손동균 이사 070)7090-2743 

IR큐더스 신지수 선임 070)5068-6329 

 

 

[사진자료] 

▶사진설명: 한 손가락에 착용 가능한 크기의 PM5 링 스캐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