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드로이드 제로터치에 대한 지원
Zebra 안드로이드 디바이스를 즉시 원활하게 배포하세요

최대한 신속하게 직원들이 모바일 디바이스를 사용해야 하지만 IT 부서 직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것도 방지해야 합니다. 안드로이드 제로터치에 대한 Zebra 지원을 이용하시면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보유하고 계신 모바일 디바이스를 Enterprise Mobility Management(EMM) 시스템에 자동으로 등록하여 

설정과 프로비저닝을 즉시 완료할 수 있습니다. 디바이스 전원을 켜기만 하면 업무에 필요한 적절한 설정과 

애플리케이션을 즉시 불러올 수 있어 직원들이 업무 준비를 갖출 수 있습니다. 디바이스 등록 및 네트워크 

연결의 모든 복잡한 일을 Zebra에서 해결해드립니다— IT 인력의 업무는 줄어들고 디바이스 제공 시간은 

앞당겨집니다.

디바이스 수량에 관계 없이 기록적으로 최단 시간 내에 배포 가능

Zebra의 지원을 통해 안드로이드 제로터치를 사용하면, 전 세계적으로 수백, 수천대에 달하는 많은 수의 

Zebra 디바이스라도 손쉽게 배포할 수 있습니다. 이제 IT 인력과 사용자들은 더 중요한 업무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모든 디바이스가 항상 결함 없이 스테이징됩니다.

간편한 등록 — Zebra에서 전부 해결해드립니다 

서비스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안드로이드 제로터치 포털을 이용하기 위한 구글 계정이 필요합니다. 그 후 해당 

포털을 사용하여 귀사에 디바이스를 등록해야 합니다. Zebra는 허가 받은 제로터치 리셀러이기 때문에, Zebra

에서 제공하는 제로터치 서비스를 통해 모든 관련 업무를 처리해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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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Wi-Fi에서도 디바이스를 손쉽게 

온라인 상태로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최초 스테이징 작업을 완료하기 위해 제로터치 

포털에 연결하려면 디바이스에 인터넷 연결이 

필요합니다. 휴대전화 디바이스의 경우는 SIM 

카드를 꼽고 디바이스 전원을 켜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디바이스가 Wi-Fi, 

이더넷 또는 개인 휴대전화 네트워크를 통해서만 

연결이 가능한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이런 경우에 Zebra 제로터치 StageNow 마법사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Zebra의 무료 Mobility DNA 

도구인 Zebra의 StageNow를 통해 마법사를 

이용하셔서 네트워크 접속에 필요한 설정이 

내장된 스테이징 바코드를 생성하시면 됩니다. 

Zebra 모바일 디바이스로 바코드를 스캔하기만 

하면 안드로이드 제로터치가 실행됩니다. 모든 

디바이스에서 수동으로 Wi-Fi 비밀번호를 일일이 

입력할 필요가 없어 배포 속도가 빨라지고 데이터 

입력 오류의 위험이 없습니다.

제로터치 등록 서비스 

Zebra의 제로터치 등록 서비스를 사용하시면, 

Zebra에서 귀사의 Zebra 디바이스를 구글에서 

요구하는 경우 구글 포털에 등록하도록 

도와드립니다. 서비스 또는 교체를 위해 

디바이스를 수리 센터에 맡겨야 하는 경우, 다시 

돌려드리기 전에 디바이스를 제로터치 포털에 

재등록해드립니다. 재등록은 디바이스의 보증 

기간이 남아 있거나 Zebra OneCare 서비스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해드립니다.

디바이스 가용성 

제로터치는 안드로이드 8.0 이상 버전을 구동하고 

구글 모바일 서비스(GMS)를 갖춘 모든 Zebra 

안드로이드 모바일 컴퓨터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안드로이드 제로터치에 대한 Zebra 지원을 사용하면 디바이스 수의 관계 없이 
최단 시간 내에 간편하게 배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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