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에 최적화된 엔터프라이즈 모빌리티

Knox 고객 맞춤형
관리(Knox manage)란?
대량의 디바이스를 관리하는 IT 관리자는 보안을
가장 우려하지만 전용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 소모적입니다. 클라우드
기반 EMM인 고객 맞춤형 관리(Knox Manage)
는 라이선스 비용이 낮고 간단한 배포 프로세스를
제공합니다.

빠르고 쉬운 배포
빠른 시작 마법사
빠른 시작 마법사는 손쉬운 초기 설정을 돕습니다.
1> 사용자 등록 : 사용자를 등록하고 조직에 할당
2> 정책 & 앱 푸쉬 : 디바이스와 앱 관리 프로파일과
푸쉬 정책을 설정
3> 초대 보내기 : SMS 혹은 E-Mail을 통해 EMM
설치 가이드를 전송

키오스크 마법사
키오스크 마법사를 통하면 키오스크 시작 페이지용 APK를
손쉽게 제작할 수 있습니다.
1> 다양한 키오스크 모드 지원 : 단일 앱, 멀티 앱, 웹 브라우저
키오스크
2> 드래그 앤 드롭 구성 요소를 사용하여 런처 앱 만들기
3> 추가 기능 : 북마크, 폴더, 배너, 메모, 텍스트, 달력과 시계
4> 아이콘 재정렬 및 크기 및 텍스트 조정
5> 바탕화면 및 배경색 변경
6> 하드웨어 키 비활성화(홈, 뒤로가기, 볼륨, 전원)

삼성전자의 동의없이 본 자료를 무단으로 제 3자에게 복제 배포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 행위에 해당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강력한
관리 기능 Appliance
Purpose-Built
멀티 플랫폼 지원
다양한 운영 체제가 설치된 디바이스를 원격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관리자용 모바일 앱
모바일 단말에서도 모바일 앱을 통해서 등록되어
있는 단말 관리

1>다양한 OS : 안드로이드, iOS, 윈도우
2>한 콘솔에서 여러 단말을 제어

이벤트 기반 관리
IT관리자는 운영 효율성 제고와 보안성 강화를
위한 사전 정의된 이벤트를 기반으로 다양한
정책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시간, 앱, Wi-Fi, SIM, 로밍, GPS

차별화된 Knox 플랫폼 기능
Knox manage를 사용하면 직원의 의도하지 않는 행동으로
비즈니스 기밀 데이터가 누출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디바이
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고급 컨테이너 관리 : 컨테이너 잠금, 데이터 Loss 보호
2> 하드웨어 기반 인증서 저장
3> 프리미엄 VPN 기능 : App별 / 컨테이너별 VPN 설정

포괄적인 제어
원격 디바이스 지원
원격 디바이스 지원 기능을 이용하여 IT 관리자가
원격으로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1> 원격으로 임직원 단말에 액세스
2> 최신 프로파일 및 정책 설정 유지
3> 손쉬운 트러블슈팅
4> 오프라인 등록해제 기능

정교한 디바이스 제어
실시간 디바이스 모니터링으로 IT 관리자는 관리되는 모든
디바이스의 현재 GPS 기반 위치를 추적하고(직원 동의
필요) 전화번호 없이 모든 디바이스 소유자에게 메시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OS 버전 조정
삼성 E-FOTO를 사용하면 IT 관리자는
1> OS 업데이트 여부 결정
2> 어떤 버전의 OS를 설치할지 선택
3> 언제 업데이트, 혹은 사용자 동의를 받는
업데이트를 할지 등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디바이스 자격
안드로이드 키캣 v4.4 이상
iOS 8 이상

엔터프라이즈 모빌리티 관리가
쉽고 경제적이며,
아주 강력합니다.

Windows 10
일부 기능은 삼성 단말기에서만 기능이 구현 가능합니다.
지원 가능 제품 또는 자세한 사항은 www.samsungknox.com을
참고하시거나 해당 영업담당에게 문의 또는 확인 바랍니다.

무료 평가판으로 지금 시작하십시오. @www.samsungknox.com/km
기능 사용 가능 여부는 OS 및 플랫폼 버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동의없이 본 자료를 무단으로 제 3자에게 복제 배포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 행위에 해당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