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MS 제한 모드
Zebra 디바이스에서 이용 가능한 GMS 앱과 서비스에 대한 완벽한 
제어

Zebra의 GMS 제한 모드는 귀사의 Zebra 디바이스에서 이용 가능한 GMS 앱과 서비스에 대해 완벽한 

제어를 제공하고, 귀사의 기업 데이터를 더욱 효과적으로 제어함으로써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됩니다. 

YouTube 및 Google Play 등 한눈팔만한 잠재적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생산성을 보호하고, 직원에게는 

파이어베이스 클라우드 메시징 또는 지도에 대한 이용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사용법이 간편하며 사업에 꼭 필요한 앱만 골라서 완전한 제어가 가능합니다.

사전 설정된 프로필로 두 가지 분야의 최고 이점 동시 제공

개인정보에 대한 우려 때문에 GMS 서비스를 비활성화하고 싶지만, 사업 애플리케이션의 온디맨드 알림을 

사용하기 위해 Google의 파이어베이스 클라우드 메시징(FCM) 또한 필요하신가요? GMS 제한 모드를 

사용하면, 사업에 도움이 되는 특정 GMS 사용 사례만 선택하여 재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GMS 제한 프로필을 

사용하면 간편합니다 — 크롬, 지도, FCM을 포함한 사전 설정된 서비스 목록에서 필요한 GMS 기능을 

선택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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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쉬운 사용 

Zebra의 StageNow를 사용하면 GMS 제한 

모드를 손쉽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클릭 몇 번이면 

모든 GMS 앱과 서비스를 완전히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GMS 앱 일부를 재활성화하고 

싶으시다구요?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애플리케이션을 포함한 사전 설정된 프로필을 

선택하기만 하면 됩니다.

한 번 설정하고 나면 잊으셔도 됩니다

디바이스를 제한 모드로 설정하신 경우, 디바이스가 

재부팅하거나, 엔터프라이즈 리셋을 거치거나, OS

가 업데이트 되는 경우에도 여전히 제한 모드로 

유지됩니다. 또한 OS 업데이트 시 새롭게 도입되는 

GMS 앱은 자동으로 비활성화되기 때문에 Zebra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운영체제를 업데이트할 

주기가 돌아오더라도 이 점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필요한 키보드를 선택하세요

GMS 제한 모드가 디바이스에 적용되는 경우,  

GMS 키보드는 비활성화되지만, Zebra의 

엔터프라이즈 키보드를 포함한 대체 키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GMS 제한 모드 — 비즈니스에 적절한 GMS 앱과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완전한 제어 

자세한 정보는 www.zebra.com/gmsrestricted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프로필 이름 설명

크롬 크롬 브라우저 활성화

지도
구글 지도 애플리케이션 활성화: 위치 모드를 활성화하고 위치 정확도를 

디바이스에서 가능한 최대로 설정합니다.

파이어베이스 

클라우드 메시징

애플리케이션에서 파이어베이스 클라우드 메시지 수신 허용(https://firebase.

google.com/docs/cloud-messaging/) - 디바이스에서 비동기 메시지를 

푸시 알림 받고 대기 모드 시 백그라운드 작업을 수행하는데 특히 유용합니다.

GMS 제한 프로필
GMS 제한 모드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실 경우, 관련 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가될 가능성이 

있는 추가 프로필에 대한 정보를 원하실 경우, Tech Notes(기술 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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