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폰 유통사를 위한Blancco
모바일 진단 및 삭제 솔루션
통신사, 중고폰 유통사, 운송사, 재활용 업체, 수리업체의
운영 효율성을 향상시킵니다.

모바일 기기 진단 및 삭제의
중요성

Blancco Mobile Diagnostics & Erasure (BMDE)는 대량의 모바일 기기를 처리하는 중고폰
유통사, 리셀러를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BMDE는 시장에서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iOS 및
Android 삭제 (유효성 검증 포함)는 물론 조직의 요구에 맞게 쉽게 구성할 수 있는 완전한
진단 테스트 세트를 제공합니다. 또한 Blancco Mobile Workflows를 사용하면 기존 시스템에
Blancco 솔루션을 쉽게 통합하여 진단 및 삭제를 위한 워크플로우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Blancco Mobile Diagnostics

주요 장점

& Erasure로 중고폰 유통사는

• iOS UI 설정 우회 *

중고기기를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 DFU 모드의 iOS 장치 및 수동 ADB를 활성화/비활성화한 Android 장치에 대해 신속한 삭제
수행

처리, 문제를 식별하여 가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Blancco

• 웹캠과 통합해 장치 사진을 촬영, 서버에 저장하고 등급화, 보고서에 장치 사진을 표시 가능

의 진단 및 삭제 소프트웨어의

• e-Sim 삭제

프로세스 자동화, 장치 속성을

• iOS 장치에 대한 FMiP 확인

기반으로 한 지능적인 진단 절차를

• 공장 초기화, 임의의 덮어쓰기를 포함하여 13가지 삭제 방법 중에서 선택 가능

통해 효율성이 향상되고 매출액과

• 기기의 수명주기 동안 기기를 추적(예: 통신사에서 재제조사가 수행한 작업을 추적 가능)

수익성이 증가합니다.

• Blancco의 디지털 서명된 삭제 보고서 및 사용자 정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인증된 변조 방지
감사 추적
• IMEI, FMiP, 루팅(jailbroken) 여부, 통신사 제한 등을 포함해 작업자가 신속히 작업할 수
있도록 키 잠금을 식별, 모바일 기기의 가치를 빠르게 결정 **

Blancco Mobile Workflows
정책 및 요구 사항에 맞게 작업자가 각 장치의 등급을 매기고 정렬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사용자
지정 워크플로우를 생성
• 기기의 수명주기에 걸쳐 프로세스를 자동화
• 기존 시스템 (예: WMS, ERP)과의 통합
• 평가 및 진단을 위한 다양한 템플릿
* 예외: BMDE 진단 앱을 설치할 때 ‘신뢰할 수 있는 기기’는 수동으로 클릭해야 합니다.
**이 신규기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Blancco 영업대표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술적인 스펙(리눅스 플랫폼)
리포팅

테스트

• 포괄적인 보고서에는 기기 이름 및 모델, IMEI 코드,
저장 용량 및 진단 테스트 결과와 같은 자산 세부 정보
포함
• 보고서를 PDF, XML 및 CSV 파일로 내보낼 수 있음

지원 플랫폼

• 모든Android 및 iOS 기기에 대해 40개 이상의 진단
테스트 선택 가능

• 모든 iOS 기기 버전 9.0 이상
• Android (스마트 폰 및 태블릿) 버전 4.4 이상

• 최소 60 초 내에 진단 테스트 완료
• 테스트 순서 및 시간 구성 가능

• 고객 이름 및 자산 ID와 같은 사용자 정의 필드
보고서에 추가 가능
• 디지털 서명된 변조 방지된 보고서가 업로드 되며
Blancco Management Console을 통해 완벽한 감사
추적을 위해 쉽게 액세스 가능

기술적인 스펙(Mac®)
하드웨어 요구사항

리포팅

• Mojave OS를 실행할 수 있는 하드웨어(Mac Pro 데스크톱 타워 권장). MacBook,
iMac, Mac mini 하드웨어를 사용하는 경우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장비의 수가 제한됨.

• 장치 이름, 모델, IMEI 코드, 저장 용량 및 진단 테스트 결과와 같은 자산 세부 정보를
포함한 종합적인 보고서
• PDF, XML 형식의 보고서 제공. CSV 파일 내보내기는 Blancco Management Console
에서만 가능
• 고객명, 자산 ID와 같은 사용자 정의 필드를 보고서에 추가 가능
• 디지털 서명된 위·변조 불가능한 삭제 보고서를 바탕으로 Blancco Management
Console에서 쉽게 보안 감사 추적 가능

테스트

지원 플랫폼

• 모든iOS 기기에 대해 40개 이상의 진단 테스트 제공

• 모든 iOS 기기 버전 9.0 이상

• 60초 내에 진단 테스트 완료
• 테스트 순서 및 시간 구성 가능

중고폰 유통업체를 위한 Blancco 모바일 솔루션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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