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 모바일 장비 관리를 위한 통합 솔루션

 BOS™ EMM
Enterprise Mobility Management

BOS™ EMM은 기업이 소유한 디바이스뿐 아니라 BYOD 장비까지 조직 내 모든 모바일 디바이스의 관리, 구성, 보안을 해결해주는 솔루션

입니다. BOS™ EMM은 기존 디바이스 관리를 넘어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과 콘텐츠의 관리, 구성을 포함하는 통합 솔루션으로, MDM, 

MAM, MCM을 모두 가능하게 합니다. 액세스 제어를 위한 ID 관리, 장치 그룹 관리, 장치 공유 등 다양한 기기의 관리와 지원이 가능하며 하

나의 플랫폼 안에서 수많은 모바일 기기를 등록하여 관리자가 손쉽게 사용자와 기기 관리, 어플리케이션 및 컨텐츠 관리, 보안 관리까지 가능

합니다. BOS™ EMM 솔루션은 관리 간소화를 위한 다양한 기능과 IT 인프라의 보안은 물론, 원활한 관리를 통한 다운타임 감소로 인해 직원 

생산성과 업무 성과를 높여줄 핵심 솔루션입니다.  

Comprehensive 
User Management
장비 및 사용자 그룹관리

BOS™ EMM은 민감한 기업 데이터의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기업의 보안정책에 따라 사용자와 

디바이스 인증을 가능하게 합니다. 최신 보안 패치를 확인하여 보안 취약점을 개선할 수 있으며, 

또한 인증된 앱과 비인증된 앱 간의 데이터 암호화와 인증서 관리 기능을 제공하여 보안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Device Security 
Management
장비 보안

BOS™ EMM의 그룹/사용자 관리기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면 디바이스 관리를 더욱 쉽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장치, 사용자, 권한에 따른 관리자 그룹, 계층별 그룹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상황에 따라 원활한 기기 관리를 가능하게 합니다.

Device 
Enrollment
디바이스 등록/관리

•  Provisioning 

•  Staging

IT 관리자들이 빠르게 적절한 환경설정과 배치를 위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해 드립니다. 

사용자가 쉽고 다양한 방법으로 장치를 등록할 수 있어, 장비 사용을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을 

매우 빠르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BOS™ EMM Overview 

MDM •  

•  
Geo-Fencing, Firewall

•  OS Upgrade(OTA)

•  Remote Control

•  Branding (Server & Agent)

•  REST API  

•  Report

 •  Directory Service

•  Android for Works

BOS™ EMM은 디바이스의 프로필을 설정하고 기기 그룹에 따라 설정 프로필을 한 번에 

업데이트할 수 있는 기능을 포함한 다양한 기기 통제 기능을 지원합니다. 기업 IT 관리자는 

이를 통해 기기 관리 시간을 매우 단축시키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시보드를 통해 전체 장비를 모니터링하고, 개별 장비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하여 

기기를 도입하거나 업데이트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업무 다운타임을 현격히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기기의 어플리케이션을 모니터링할 수 있으며, 어플리케이션의 버전을 제한하는 등의 

기능을 통해 직원들의 업무 효율을 향상시키고 업무를 원할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기 관리 기능을 제공합니다. 

MCM •  Content Management 기업 장비의 컨텐츠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컨텐츠 저장소의 위치에 따른 

관리 기능을 제공하며, 컨텐츠의 목록 확인, 배포 상태 등을 관리하여 권한에 따른 적합한 

컨텐츠를 안전하게 제공하고 불필요한 컨텐츠를 제거하는 등 업무가 원활하게 처리되도록 

도와드립니다. 

MAM •  Public Application  

Management

•  Internal Application  

Management

BOS™ EMM을 통해 기업의 모바일 장비에서 사용하는 모든 어플리케이션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조직 내/외부에서 개발된 어플을 모두 배포할 수 있으며, 배포된 어플리케이션의 버전 관리와 

업데이트가 가능합니다. 어플리케이션을 그룹핑하고 앱 카탈로그 배포하는 등 통합적인 

어플리케이션 관리가 가능합니다.



BOS™ EMM Features

BOS™ EMM은 기업의 필요에 따라 단계별 맞춤 구매가 가능합니다. 기업에서 꼭 필요로 하는 기능만을 모아 합리적인 비용으로 제공하며,

다양한 분야의 조직을 갖춘 기업에서 필요한 폭넓은 EMM 기능을 모두 제공하고 있습니다. 

BOS™ EMM은 아래 기능 이외에도 특별한 기능을 필요로 하는 고객을 위한 맞춤형 개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당사 영업대표에게 문의하세요.  http://www.bluebirdcorp.com/about/contact-bluebird

FEATURE

User & Device group

Policy Profile (Setting)

Directory Service

Internal Application Management

Report

OS Upgrade (OTA)

Provisioning & Staging

Kiosk

Branding (Server & Agent)

VPN

Android for Works

Remote Control

Geo-Fencing

STANDARD

MDM, MAM 필수 기능을 
제공하여, 모바일 관리 환경을 
빠르게 구성하고 관리를 
가능하게 해드립니다.  

ADVANCED

Advanced MDM 기능을 
제공합니다.  
OTA, Provisioning &  
Staging, Kiosk 등 기업에서  
효율적인 모바일 기기 관리를  
위해 필요로 하는 기능들을  
제공합니다.  

ENTERPRISE

Advanced MAM/MCM/
MEM 과 REST API를 이용한 
효율적인  관리 기능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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