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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bra onecare for enterprise products

zebra OneCare
Services that provide high visibility and availability across your Zebra solution

For more information, visit www.zebra.com/services or access our global contact directory at www.zebra.com/contactus

Every day, your Zebra products help you improve overall operational efficiency and accuracy, drive down the cost of doing business 

and increase workforce productivity. As a result, availability of these products is key to the success of your business and the return on 

your Zebra investment. Now, you can ensure that your Zebra mobile computing and RFID devices, bar code scanners and wireless LAN 

infrastructure achieves maximum uptime and peak performance with Zebra OneCare services. You get unmatched support, right from 

the manufacturer — from experts that offer unparalleled product knowledge. With three service levels to choose from — Essential, 

Select and Premier — you’ll find a Zebra OneCare offering that will meet your service requirements and your budget. And with global 

coverage, we’re ready to meet your support needs, no matter where in the world your business is located.

Get the service level you need.

Essential and Select offers software updates and upgrades, varying levels of hardware support, technical support, repair turnaround times, 
and numerous options to customize your service and visibility requirements to best meet your business needs. Our Premier service is fully 
customizable, allowing you to select from our overall capability set and create a unique service package that bests meets your productivity 
and efficiency goals. All of these support services can be purchased within 30 days of your equipment purchase.

If it’s broken, we fix it.

Our Zebra OneCare services are truly comprehensive. Broken display? Cracked outer casing? Damaged scanner exit window? Our plans 
cover it all, including normal wear and tear and accidental damage. While Zebra’s hardware Warranty covers defects in workmanship and 
materials, with Zebra OneCare, if it’s broken, we’ll fix it. And when you need to return a device, we make it fast and easy — return requests 
can be initiated online, anytime of the day or night.

Get unparalleled from-the-manufacturer expertise.

Experienced technical support experts are ready to assist in 16 languages to resolve any issues and minimize the impact on your business 
operations. Our solution labs and ability to maintain your customer-specific configurations accelerate trouble resolution, so you’re back in 
business, as soon as possible. And application support specialists can assist with migration to next generation technologies.

팩트 시트
엔터프라이즈 제품용 Zebra OneCare

Zebra OneCare
지브라 솔루션을 광범위하게 파악하고 그 가용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

지브라 제품을 사용하면 고객은 전체적인 운영 효율성과 정확성을 개선할 수 있고 비즈니스 수행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직원 
생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제품의 가용성이 고객의 비즈니스 성공을 좌우하고 지브라 솔루션에 대한 투자 
수익을 가늠하는 핵심적 요소입니다. 이제 Zebra OneCare 서비스를 활용하면 지브라 모바일 컴퓨팅, RFID 디바이스, 바코드 스캐너  
및 무선랜 인프라의 가동 시간과 성능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당한 수준의 제품 관련 지식을 보유한 제조 전문가로 
부터 수준 높은 지원을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 Essential, Select 및 Premier라는 세 가지 서비스 수준 중에서 서비스 요구 사항 및  
예산에 맞는 Zebra OneCare 서비스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한편, Zebra는 전 세계적으로 서비스 지역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사업장 
위치에 관계없이 필요한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비스 수준에 맞게 선택

Essential 및 Select 서비스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및 업그레이드, 다양한 수준의 하드웨어 지원, 기술 지원, 신속한 수리 및 수많
은 옵션을 지원하여 비즈니스 요구를 충족하는 최적의 서비스와 가시성을 제공합니다. Premier 서비스는 생산성과 효율성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최적의 기능과 서비스 패키지를 조합하여 완벽한 사용자 맞춤형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지원 서비스는 제품 
구입 후 30일 이내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고객과실 포함 서비스 지원

지브라의 하드웨어 보증은 기술 및 재료의 결함에 대해서만 지원하지만, Zebra OneCare는 디스플레이가 깨지거나 외부 케이스에 
금이 가거나 스캐너 출력 창이 손상되는 경우와 같이 오랜 사용에 따른 마모나 훼손 또는 우발적인 손상에 대해서도 고객과실  
포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디바이스 반품의 경우, 온라인을 통해 언제든지 요청이 가능한 빠르고 간편한 프로세스를 구축
하였습니다.

최고의 전문가를 통한 지원
16개 언어로 제공되는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기술 지원을 통해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을 수 있어 비즈니스 운영에 미치는 영향
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지브라의 솔루션 지원 센터는 고객 맞춤형 운영을 통해 문제 해결 시간을 단축하고 운영 중단 시간을 
최소화합니다. 또한 애플리케이션 지원 전문가가 차세대 기술로의 마이그레이션을 지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zebra.com/services를 참조하시거나 글로벌 연락처 www.zebra.com/contactus를 통해 문의하십시오.



팩트 시트
엔터프라이즈 제품용 Zebra OneCare

표준 기능 Essential Select Premier
기간 3~5년 3~5년 맞춤형

운영 체제 소프트웨어에 대한 
온라인 액세스

OS 업데이트 및 
업그레이드

OS 업데이트 및 
업그레이드

•

지원 헬프 데스크 월~금, 오전 8시~오후 5시
(현지 시간) 연중무휴 지원 전담

오랜 사용에 따른 마모나 훼손 또는 우발적인 
손상을 포함한 고객과실 포함 서비스 • • •

RMA(Return Material Authorization) 지원 • • •

서비스 대시보드 옵션 • 맞춤형

사용자 평가/온라인 교육 액세스 • • 맞춤형

대체품 관리 N/A • •

수리 완료 시간 수리센터 기준 3일 
(영업일 기준)

교체 디바이스 
당일 배송 당일

배송
표준: 지상 배송
옵션: 익영업일 배송 익영업일 배송 당일

지브라 엔터프라이즈 모바일 컴퓨팅 포트폴리오를 위한 추가 기능
디바이스 진단 서비스 • • 고급 진단 및 분류

디바이스 Commissioning 
(애플리케이션 로딩 및 구성 관리) 옵션 •

타사 소프트웨어 지원,
애플리케이션  

마이그레이션 서비스

가시성 서비스 옵션 옵션 •

호스트 디바이스 관리 서비스 옵션 옵션 •

배터리 유지관리/리프레시 서비스 옵션 옵션 맞춤형

디바이스 수거 서비스 옵션 옵션 •

Zebra OneCare Essential
Zebra OneCare Essential 서비스에는 고객과실 포함 서비스, 업무 시간 중 기술 지원 및 수리센터 기준 3일 (영업일 기준) 이내 수리 완료와 같은  
기본적인 서비스가 포함됩니다. 모바일 컴퓨터의 경우, 지브라는 차별화된 디바이스 진단 서비스를 통해 자동으로 무선랜 연결, 메모리 및 배터리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여 사용자가 생산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지브라의 사용자 평가 및 온라인 교육은 디바이스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사용자 교육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지브라 솔루션의 이점을 빠르게 구현할 수 있어 고객의 디바이스 채택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Zebra OneCare Select
보다 높은 수준의 지원이 필요하다면 Zebra OneCare Select 서비스를 선택하면 됩니다. 디바이스의 수리가 필요한 경우, 고장난 제품이 수리센터에  
입고되기 전에 대체 제품을 제공합니다. 모바일 컴퓨터의 경우 Commissioning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고객은 도착 즉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품  
사용에 관한 문제 또는 고장에 있어 항시 지브라 전문가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Select 서비스는 연중무휴 이용 가능한 기술 지원 헬프 데스크 서비스
를 제공합니다. 사용 환경의 자산을 보다 잘 관리할 수 있는 가시성을 원하십니까?  지브라의 AVP(Asset Visibility Platform)에서 구현되는 클라우드  
기반 가시성 서비스 옵션을 사용하면 디바이스의 위치, 조건, 상태, 사용 패턴 및 수리 내역을 제공받을 수 있으므로 비즈니스 생산성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Zebra OneCare Premier
비즈니스 운영이 성과와 직결됩니까? 최고 수준의 생산성을 구현하길 원하십니까? Zebra OneCare Premier는 차별화된 서비스 환경을 통해 최고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맞춤형 대시보드, 고급 진단, 타사 소프트웨어 지원 및 임계 값 중심으로 설계된 위험성 사전 경고 기능과 같이 필요한 
기능을 선택하면 전용 헬프 데스크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은 높은 수준의 운영 통찰력을 통해 지브라의 전반적인 서비스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여 비즈니스 운영을 통합하고 혁신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Zebra OneCare Premier가 특정 비즈니스 요구 사항을 어떻게 충족시키는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지브라 테크놀로지스 지역 담당자 또는 파트너에게 문의하십시오.

Zebra OneCare: Essential, Select 및 Premier 서비스

참고: 서비스 및 서비스 가용성은 지역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브라 영업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지브라의 제품 보증서는 https://www.zebra.com/us/en/support-downloads/warranty/product-warranty.html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명시적이거나 암묵적인 보증은 제공되지 않으며 지브라는 특정 목적에의 적합성 또는 상업성을 위한 암묵적 보증을 비롯한  
일체의 보증을 명시적으로 부인합니다.

부품 번호: FS-ONECARE 04/15. ⓒ2015 ZIH Corp. ZEBRA, 지브라, 지브라 헤드 그래픽 및 지브라 테크놀로지스 로고는 
ZIH Corp.의 상표이며 전세계 많은 관할권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사용을 위해서는 계약 체결이 필요합니다. 
All rights reserved. 기타 모든 상표는 해당 소유자의 재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