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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BRA ONECARE™ 기술 및 소프트웨어 지원(TSS) 유지보수 플랜

Zebra OneCare™ 기술 및 소프트웨어 지원
(TSS) 유지보수 플랜
독립형 기술 및 소프트웨어 지원 

디바이스가 문제없이 작동하면 수년간 비즈니스를 원활하게 운영하고 KPI를 높일 수 있습니다. 수리 

플랜을 선택하지 않더라도 디바이스의 소프트웨어 및 지원이 표준 보증 범위를 훨씬 넘어서는 수준으로 

보장됩니다. Zebra OneCare 기술 및 소프트웨어 지원(TSS)을 선택하면 1년, 3년 또는 5년 동안 Zebra 

전문가의 기술 지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LifeGuard™ for Android™ 보안 업데이트 및 패치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품을 잘 아는 업체로부터 바로 지원 받기 

디바이스 제조에 참여한 사람보다 디바이스 지원에 더 적합한 사람은 없습니다. 지식이 풍부한 Zebra 

배지를 획득한 팀에서 신속한 해결책을 얻기 위해 필요한 기술 전문 지식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Zebra OneCare TSS를 사용하면 정해진 서비스 수준을 이용할 수 있고, 신속한 해결책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클라우드 기반 VisibilityIQ™ OneCare™ 대시보드*를 통해 계약, 지원 사례, LifeGuard Analytics 

보고서 등에 대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17개 언어 지원이 가능한 Zebra 전문가들이 전 세계 

곳곳에서 현지어로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운영상의 위험을 줄여 디바이스를 최고의 성능으로 유지

Zebra OneCare TSS를 이용하면 비용이 많이 드는 예상치 못한 문제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매우 간단합니다.

1.   Zebra의 전담 기술 지원 전문가가 Zebra 소프트웨어와 Zebra에서 제공하는 타사 애플리케이션을 비롯하여 

소프트웨어 문제 해결을 지원합니다.

2.   Zebra에서 검증한 디바이스 펌웨어, 소프트웨어 및 LifeGuard for Android 보안 업데이트를 손쉽게 

설치하여 비용이 많이 드는 가동 중단과 노후화된 소프트웨어로 인한 보안 침해 가능성을 방지합니다.

3.   VisibilityIQ OneCare*로 지원 사례, 계약, LifeGuard Analytics 보고서 등에 대한 클라우드 기반의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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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바이스 최적화 및 운영 상태 유지
업무 현장에서 바로 사용 가능

디바이스 수명주기 동안 보안 보장

Zebra 러기드 안드로이드™ 기반 디바이스의 수명을 Google이 제공하는 일반적인 3년의 보안 지원보다 

훨씬 더 오랜 기간 확장할 수 있습니다. 업계 최초의 확장 보안 솔루션인 LifeGuard for Android

를 사용하면 조직에서 실행 중인 안드로이드 버전에 대해 디바이스는 지속적인 보안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비용이 많이 드는 보안 위험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Zebra에서만 제공하는 기술을 통해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비즈니스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및 펌웨어를 최신 상태로 유지

LifeGuard for Android OS 뿐만 아니라 Zebra 디바이스와 함께 배송되는 기본 소프트웨어 패키지도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됩니다. Zebra OneCare TSS를 선택하면 이러한 주요 소프트웨어 부가 기능과 

애플리케이션 기술 지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IT 직원의 부담 완화

Zebra의 기술 담당 직원은 디바이스를 설계하고 제작하는 팀의 일원이므로 Zebra의 기술 및 지원 

전문가는 모든 Zebra 모바일 컴퓨터, 바코드 스캐너, 프린터 및 소프트웨어의 설정과 기능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기술 운영의 주요 구성 요소에 대한 변경 사항은 현재와 미래의 Zebra 디바이스 작동 

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지원을 통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으므로 IT 부서에서는 부담을 덜어 운영 성과를 높이는 데 집중할 수 있습니다.

Zebra OneCare TSS 기능 개요

계약 기간 1년, 3년 또는 5년

실시간 에이전트 기술 지원 우선 이용 월-금(현지 영업 시간)

LifeGuard for Android 보안 업데이트 및 패치

디바이스 시스템 소프트웨어 및 애플리케이션 업데이트

VisibilityIQ OneCare

Zebra OneCare TSS로 디바이스를 업데이트하고 안전하게 보호하십시오. 
www.zebra.com/zebraonecare

 * Zebra 모바일 컴퓨터 및 스캐너에서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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