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무기기 도입, 더 빠르고 쉬워집니다.

 BOS™ PrOviSiOning

BOS™ Provisioning 솔루션은 기업고객의 산업용 모바일 단말기 도입과 활용에 있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단말기 배치와 활용을 위한 

초기 설정을 한번에 해결하여 업무효율을 증대시키는 전문 Provisioning 솔루션입니다. 기업이 원하는 다양한   초기 설정 및 소프트웨어 설

치와 업데이트를 BOS™ Provisioning 를 통해 매우 빠르고 쉽게 진행할 수 있게 합니다.

Key Benefits of 
BOS™ Provisioning

• 빠르고 효율적인 장비 도입

• 업무에 최적화된 기능과 환경 제공

 •  그룹별 작업/기능 관리

Challenge

기업에서는 모바일 단말기를 도입하여, 많은 수

량의 단말기를 기업이 원하는 기능과 환경으로 

개별 세팅 후 사용자들에게 배포합니다. 기업

은 디스플레이 밝기, 시간, 제공 언어, 잠금 상태, 

Wi-Fi를 세팅하거나, 특정 App들을 보이지 않

게 하고, 업무에 필요한 기능만을 사용할 수 있도

록 제한하는 등 수 많은 세팅 작업을 필요로 합니

다. 이 때, 기업은 이를 위한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실수 및 오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기업의 업무효율성이 낮아지고, 향후 장비

관리가 더욱 어려워 질 수 있습니다.   

Solution

이를 해결하기 위해 블루버드는 기업 환경에 최

적화된 초기 세팅 및 기능을 손쉽게 Customiz-

ing할 수 있는 BOS™ Provisioning을 제공합니

다. BOS™ Provisioning은 단 한번의 세팅으로 

세팅 값을 저장하여 QR코드 스캔 혹은 단말기

와 PC의 연결만으로 최단시간 모바일 단말기의 

초기 세팅 및 소프트웨어 설치 및 업그레이드를 

제공합니다.

탑재 가능 주요 제품

EF400 EF500 EF500R 

• Android & Windows

IT 관리자

Wi-Fi 설정

어플리케이션 설정

Set Display(Rotation, Brightness, Lock Screen) / Time / 
Language / Touch Type / Ethernet / Volume / PTT /  
Scan Key /Screen Saver & Etc.

Set roaming Country / Channel /Available Notification

App Disable / EnablePre-Install Apps

Fea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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