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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릴리스: XenMobile Server 10.8
XenMobile Server는 MDM(모바일 기기 관리) 및 MAM(모바일 응용 프로그램 관리) 기능을 제공하는 온-프레미스 엔터프라이즈
모빌리티 관리 솔루션입니다.
XenMobile Server의 클라우드 서비스 버전은 XenMobile Service입니다. XenMobile Server 설명서의 내용은 XenMobile Server
문서에 따로 언급되지 않은 한 XenMobile Service에 적용됩니다.
XenMobile Apps는 XenMobile 솔루션과 함께 제공되는 생산성 및 커뮤니케이션 앱입니다.
XenMobile Cloud 제품군과 관련된 정보는 XenMobile Service를 참조하십시오. XenMobile Apps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XenMobile Apps를 참조하십시오.
XenMobile Server 및 앱의 경우 Citrix는 XenMobile의 최신 버전과 이전 두 버전을 지원합니다. 이전 두 버전의 새로운 기능, 알
려진 문제 및 수정된 문제 목록은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XenMobile Server 10.7의 새로운 기능
XenMobile Server 10.6의 새로운 기능
최신 버전 이전의 모든 버전용 PDF 문서를 보려면 레거시 문서의 아카이브 목록을 참조하십시오.
XenMobile 9. 이 버전은 2017년 6월 30일 현재 EOL(수명 종료) 수명 주기 상태에 도달했습니다.제품 릴리스가 EOL에 도달한
경우 제품 라이센스 계약 기간 내에는 제품을 사용할 수 있지만 사용 가능한 지원 옵션이 제한됩니다. 기록 정보는 Knowledge
Center 또는 기타 온라인 리소스에 표시됩니다. 문서는 더 이상 업데이트되지 않으며 현재 상태로 제공됩니다.제품 수명 주기
단계에 대해서는 Product Matrix(제품 매트릭스)를 참조하십시오.
EOL 날짜 후 5년 동안 레거시 문서의 아카이브 목록에서 XenMobile 9 문서의 PDF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Citrix Cloud를 통해 XenMobile 9에서 XenMobile Service로 전환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Citrix.com 페이지를 참조하
십시오.

업그레이드
Important
XenMobile 10.8로 업그레이드하기 전에(온-프레미스)
1. 최신 버전의 XenMobile Server 10.8로 업데이트하기 전에 Citrix 라이센스 서버를 11.14.x 이상으로 업데이트하십시오.
최신 버전의 XenMobile에는 Citrix 라이센스 서버 11.14.x(최소 버전)가 필요합니다. Citrix 라이센스의 SA(Subscription Advantage) 날
짜는 2016년 6월 6일 이후여야 합니다. SA 날짜는 라이센스 서버의 라이센스 옆에서 볼 수 있습니다. 최신 버전의 XenMobile을 이전
버전의 라이센스 서버 환경에 연결하면 연결 확인이 실패하고 라이센스 서버를 구성할 수 없게 됩니다.
라이센스의 SA 날짜를 갱신하려면 Citrix 포털에서 최신 라이센스 파일을 다운로드하고 라이센스 서버에 업로드하십시오. 자세한 내
용은 http://support.citrix.com/article/CT X209580을 참조하십시오.
2. 클러스터된 환경의 경우: iOS 11 장치의 XenMobile Store에서 앱을 설치하려면 XenMobile Server에서 포트 80을 사용하도록 설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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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합니다.
3. 업그레이드할 XenMobile Server를 실행하는 가상 컴퓨터의 RAM이 4GB 미만인 경우 4GB 이상으로 RAM을 늘리십시오. 프로덕션 환
경에 권장되는 최소 RAM은 8GB입니다.
4. 권장 사항: XenMobile 업데이트를 설치하기 전에 VM(가상 컴퓨터)의 기능을 사용하여 시스템 스냅샷을 생성합니다. 또한 시스템 구성
데이터베이스를 백업합니다. 업그레이드 도중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전체 백업을 사용하여 복구할 수 있습니다.
XenMobile 10.8로 업그레이드한 후(온-프레미스)
연결 구성을 변경하지 않았는데도 발신 연결이 관련된 기능이 작동을 중지하는 경우 XenMobile Server 로그에 다음과 같은 오류가 있
는지 확인하십시오. VPP Server에 연결할 수 없습니다. 호스트 이름 '192.0.2.0'이 피어가 제공한 인증서 제목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 인증서 유효성 검사 오류는 XenMobile Server에서 호스트 이름 유효성 검사를 비활성화해야 함을 나타냅니다. 기본적으로 호
스트 이름 유효성 검사는 Microsoft PKI 서버를 제외한 발신 연결에 대해 활성화됩니다. 호스트 이름 유효성 검사로 인해 배포가 중
단되는 경우 서버 속성 disable.hostname.verif ication을 true로 변경하십시오. 이 속성의 기본값은 f alse입니다.

XenMobile 10.7.x 또는 10.6.x에서 XenMobile 10.8로 직접 업그레이드할 수 있습니다. XenMobile 콘솔의 릴리스 관리 페이지를
사용합니다.
업그레이드를 수행하려면 Citrix 다운로드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xms_10.8.0.23.bin 또는 최신 10.8 이진을 사용합니다.
XenMobile 콘솔에서 오른쪽 위 모서리의 기어 아이콘을 클릭한 다음 릴리스 관리를 클릭합니다. 업그레이드를 클릭한 다음
BIN 파일을 업로드합니다. 지원되는 하이퍼바이저의 업그레이드 파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xms_10.8.0.23.xenserver.xva
xms_10.8.0.23.HyperV.zip
xms_10.8.0.23.vmware.ova
XenMobile 10.7.x 또는 10.6.x 업그레이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업그레이드를 참조하십시오. 이전 릴리스의 XenMobile에서 업
그레이드하려면 XenMobile Server 10.7 PDF의 업그레이드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최신 릴리스의 XenMobile을 새로 설치하려면 설치 및 구성을 참조하십시오.

관련 정보
XenMobile Support Knowledge Center
Citrix Blogs on XenMob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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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enMobile Server 10.7의 새로운 기능
Feb 22, 20 18

업그레이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업그레이드를 참조하십시오.

Important
XenMobile 10.8로 업그레이드하기 전에
최신 버전의 XenMobile Server 10.8로 업데이트하기 전에 Citrix 라이센스 서버를 11.14.x 이상으로 업데이트하십시오.
클러스터된 환경의 경우: iOS 11 장치의 XenMobile Store에서 앱을 설치하려면 XenMobile Server에서 포트 80을 사용하도록 설정해야
합니다.
XenMobile 10.8로 업그레이드한 후
연결 구성을 변경하지 않았는데도 발신 연결이 관련된 기능이 작동을 중지하는 경우 XenMobile Server 로그에 다음과 같은 오류가 있는
지 확인하십시오. VPP Server에 연결할 수 없습니다. 호스트 이름 '192.0.2.0'이 피어가 제공한 인증서 제목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인증서 유효성 검사 오류가 수신된 경우 XenMobile Server에서 호스트 이름 유효성 검사를 비활성화하십시오. 기본적으로 호스트 이름
유효성 검사는 Microsoft PKI 서버를 제외한 발신 연결에 대해 활성화됩니다. 호스트 이름 유효성 검사로 인해 배포가 중단되는 경우 서버
속성 disable.hostname.veriﬁcation을 true로 변경하십시오. 이 속성의 기본값은 f alse입니다.

XenMobile Server 10.8에는 다음과 같은 새로운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독되는 Windows 10 휴대폰 장치에 오프라인 지도 설치
iOS를 실행하는 감독되는 장치에 대한 새로운 제한 사항
iOS 장치에 앱 알림이 표시되는 방법 설정
새로운 iOS용 Cisco AnyConnect VPN 클라이언트 지원
등록된 macOS 장치의 FileVault 장치 암호화
Samsung Enterprise Firmware-Over-T he-Air 지원
Android for Work의 작업 프로필에 대한 보안 향상
Android for Work 엔터프라이즈 등록 취소
Android for Work 앱에서 위험한 권한을 요청할 경우 수행할 동작 지정
SNMP 모니터링
SQL Server용 Microsoft JDBC 드라이버 지원
서버 조정을 개선하도록 변경된 서버 속성
최적화된 장치 속성 검색
기타 향상된 기능
버그 수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수정된 문제를 참조하십시오.

Important
Symantec의 TouchDown이 2017년 7월 3일에 단종되었습니다. 표준 지원, 연장 지원 및 지원 기한은 2018년 7월 2일에 종료됩니다. 자
세한 내용은 Symantec 지원 문서인 TouchDown 단종, 공급 중단 및 지원 종료 알림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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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되는 Windows 10 휴대폰 장치에 오프라인 지도 설치
Windows 10 휴대폰 장치에서 오프라인 지도가 지원됩니다. 지도 장치 정책을 사용하여 장치에 다운로드할 지도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Microsoft 지도 CSP(구성 서비스 공급자)는 현재 독일, 영국 및 미국 지도를 지원합니다.

iOS를 실행하는 감독되는 장치에 대한 새로운 제한 사항
감독 모드에서 실행되는 iOS 장치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제한에서 지원되는 최소 버전이 나와 있습니
다.
교실 앱이 학생 화면을 원격으로 관찰할 수 있도록 허용: 이 제한을 선택 취소하면 강사가 교실 앱을 사용하여 학생 화면을
원격으로 관찰할 수 없습니다. 기본 설정은 선택되어 있으며 강사는 교실 앱을 사용하여 학생 화면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메
시지를 표시하지 않고 교실 앱이 AirPlay 및 화면 보기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 설정에 따라 강사에게 권한을 제공할지 여
부를 묻는 메시지가 학생에게 표시됩니다. iOS 9.3(최소 버전)을 실행하는 감독되는 장치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메시지를 표시하지 않고 교실 앱이 AirPlay 및 화면 보기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 이 제한을 선택하면 권한에 대한 메시지
표시 없이 강사가 학생 장치에서 AirPlay 및 화면 보기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기본 설정은 선택 취소되어 있습니다. iOS
10.3(최소 버전)을 실행하는 감독되는 장치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메시지를 표시하지 않고 교실 앱이 앱 및 장치를 잠글 수 있도록 허용: 이 제한을 켜짐으로 설정하면 교실 앱이 사용자에게
메시지를 표시하지 않고 자동으로 사용자 장치와 앱을 잠급니다. 기본 설정은 꺼짐입니다. iOS 11(최소 버전)을 실행하는 감독
되는 장치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메시지를 표시하지 않고 교실 앱 클래스에 자동 참가: 이 제한을 켜짐으로 설정하면 교실 앱이 사용자에게 메시지를 표시하
지 않고 사용자를 자동으로 클래스에 참가시킵니다. 기본 설정은 꺼짐입니다. iOS 11(최소 버전)을 실행하는 감독되는 장치에
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AirPrint 허용: 이 제한을 꺼짐으로 설정하면 사용자가 AirPrint를 사용하여 인쇄할 수 없습니다. 기본 설정은 켜짐입니다. 이
제한이 켜짐인 경우 다음과 같은 추가 제한이 표시됩니다. iOS 11(최소 버전)을 실행하는 감독되는 장치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
다.
키 집합에 AirPrint 자격 증명 저장 허용: 이 제한을 선택 취소하면 AirPrint 사용자 이름과 암호가 키 집합에 저장되지 않습니
다. 기본 설정은 선택되어 있습니다. iOS 11(최소 버전)을 실행하는 감독되는 장치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iBeacon을 사용하여 AirPrint 프린터 검색 허용: 이 제한을 선택 취소하면 AirPrint 프린터에 대한 iBeacon 검색이 사용되지
않습니다. 검색을 사용하지 않으면 위장한 AirPrint Bluetooth 알림의 네트워크 트래픽 피싱이 방지됩니다. 기본 설정은 선택
되어 있습니다. iOS 11(최소 버전)을 실행하는 감독되는 장치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인증서가 있는 대상에만 AirPrint 허용: 이 제한을 선택하면 사용자가 AirPrint를 사용하여 신뢰할 수 있는 인
증서가 있는 대상에만 인쇄할 수 있습니다. 기본 설정은 선택 취소되어 있습니다. iOS 11(최소 버전)을 실행하는 감독되는 장
치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VPN 구성 추가: 이 제한을 꺼짐으로 설정하면 사용자가 VPN 구성을 만들 수 없습니다. 기본 설정은 켜짐입니다. iOS 11(최소
버전)을 실행하는 감독되는 장치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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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룰러 요금제 설정 수정: 이 제한을 꺼짐으로 설정하면 사용자가 셀룰러 요금제 설정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기본 설정은 켜
짐입니다. iOS 11(최소 버전)을 실행하는 감독되는 장치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앱 제거: 이 제한을 꺼짐으로 설정하면 사용자가 시스템 앱을 장치에서 제거할 수 없습니다. 기본 설정은 켜짐입니다.
iOS 11(최소 버전)을 실행하는 감독되는 장치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주변 장치 설정: 이 제한을 꺼짐으로 설정하면 사용자가 새로운 주변 장치를 설정할 수 없습니다. 기본 설정은 켜짐입
니다. iOS 11(최소 버전)을 실행하는 감독되는 장치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을 구성하려면 구성 > 장치 정책으로 이동합니다. 제한 설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한 장치 정책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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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설정 도우미에서 키보드 선택 화면을 건너뛸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iOS용 제한 장치 정책을 편집하고 시스템 기본 설
정 창 설정에서 키보드를 선택합니다.

iOS 장치에 앱 알림이 표시되는 방법 설정
앱 알림 정책을 사용하여 iOS 사용자가 지정된 앱의 알림을 수신하는 방법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이 정책은 iOS 9.3 이상을 실행
하는 장치에서 지원됩니다. 정책을 추가하려면 구성 > 장치 정책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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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설정 구성:
앱 번들 ID: 이 정책을 적용할 앱을 지정합니다.
알림 허용: 알림을 허용하려면 켜짐을 선택합니다.
알림 센터에 표시: 사용자 장치의 알림 센터에 알림을 표시하려면 켜짐을 선택합니다.
배지 앱 아이콘: 알림과 함께 배치 앱 아이콘을 표시하려면 켜짐을 선택합니다.
사운드: 알림과 함께 사운드를 포함하려면 켜짐을 선택합니다.
잠금 화면에 표시: 사용자 장치의 잠금 화면에 알림을 표시하려면 켜짐을 선택합니다.
잠금 해제 경고 스타일: 목록에서 없음, 배너 또는 경고를 선택하여 잠금 해제 경고의 모양을 구성합니다.

새로운 iOS용 Cisco AnyConnect VPN 클라이언트 지원
이제는 사용되지 않는 VPN 프레임워크에 기반하는 Cisco AnyConnect 클라이언트가 단계적으로 중단됩니다. Cisco는 이 클라
이언트의 이름을 Cisco Legacy AnyConnect로 변경했습니다. 번들 ID는 변경되지 않았으며 com.cisco.anyconnect.gui입니다.
Cisco의 새로운 클라이언트 이름은 Cisco AnyConnect입니다. 새로운 클라이언트는 보다 안정적으로 내부 리소스를 연결하며
앱별 VPN이 있는 UDP 및 TCP 응용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새 클라이언트의 번들 ID는 com.cisco.anyconnect입니다. Cisco는
iOS 10(최소 버전)을 위한 새 클라이언트를 지원합니다.
Legacy AnyConnect 클라이언트를 계속해서 사용하려는 경우: 레거시 클라이언트를 사용하려는 경우 기존의 iOS용 VPN
장치 정책을 변경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정책은 Cisco가 레거시 클라이언트에 대한 지원을 단계적으로 종료하기 전까지 계
속해서 작동합니다. 이 릴리스부터 XenMobile Server 콘솔에서 연결 유형 옵션인 Cisco AnyConnect의 이름이 Cisco
Legacy AnyConnect로 변경되었습니다.
새로운 Cisco AnyConnect 클라이언트를 사용하려는 경우: 연결 유형 옵션으로 Cisco AnyConnect를 선택하여 만든
XenMobile VPN 장치 정책은 새로운 Cisco AnyConnect 클라이언트에서 검색되지 않습니다.
새로운 Cisco AnyConnect 클라이언트를 사용하려면 XenMobile Server를 다음과 같이 구성합니다.
1. 구성 > 장치 정책으로 이동하고 iOS용 VPN 정책을 추가합니다.
2. VPN 정책 플랫폼 페이지에서 설정을 구성합니다. 여기에 Cisco AnyConnect에 필요한 설정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연결 이름: Cisco AnyConnect
연결 유형: 사용자 지정 SSL
사용자 지정 SSL 식별자(역방향 DNS 형식): com.cisco.anyconnect
공급자 번들 식별자: com.cisco.anyconnect
공급자 유형: 패킷 터널
연결에 대한 인증 유형 및 앱별 VPN 사용 같은 다른 설정은 사용 사례에 따라 구성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iOS 설정 구성 아래
에서 "사용자 지정 SSL 프로토콜 구성"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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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VPN 장치 정책의 배포 규칙을 구성하고 배달 그룹을 선택합니다. 해당 정책을 iOS 장치에 배포합니다.
4. https://itunes.apple.com/us/app/cisco-anyconnect/id1135064690?mt=8에서 Cisco AnyConnect 클라이언트를 업로드하
고 앱을 XenMobile Server에 추가한 다음 iOS 장치에 앱을 배포합니다.
5. iOS 장치에서 이전 VPN 장치 정책을 제거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XenMobile 지원 문서 https://support.citrix.com/article/CT X227708을 참조하십시오.

등록된 macOS 장치의 FileVault 장치 암호화
macOS FileVault 디스크 암호화 기능은 시스템 볼륨 콘텐츠를 암호화하여 시스템 볼륨을 보호합니다. macOS 장치에서
FileVault를 사용하도록 설정하면 장치를 시작할 때마다 사용자가 계정 암호를 사용하여 로그인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암호를
잊은 경우 복구 키를 사용하여 디스크 잠금을 해제하고 암호를 재설정할 수 있습니다.
XenMobile 장치 정책인 FileVault는 FileVault 사용자 설치 화면을 사용하도록 설정하고 복구 키 같은 설정을 구성합니다.
FileVault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pple 지원 문서 https://support.apple.com/kb/PH25107을 참조하십시오.
정책을 추가하려면 구성 > 장치 정책으로 이동하여 FileVault 정책을 추가하고 다음 macOS 설정을 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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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아웃 도중 FileVault 설정에 대해 묻기: 켜짐인 경우 FileVault 설정을 건너뛸 최대 횟수 옵션에 지정된 대로 다음 N번째
로그아웃 시 FileVault를 사용할지 여부를 묻는 메시지를 표시합니다. 꺼짐인 경우 FileVault 암호 확인 메시지가 표시되지 않
습니다.
이 설정을 켜고 FileVault 정책을 배포하면 사용자가 장치에서 로그아웃할 때 다음 화면이 나타납니다. 이 화면에는 사용자
가 로그오프 전에 FileVault를 사용하도록 설정할 수 있는 옵션이 표시됩니다.

FileVault 설정을 건너뛸 최대 횟수 값이 0이 아닌 경우: 이 설정을 끄고 FileVault 정책을 배포하면 사용자가 로그온할 때
다음 화면이 나타납니다.

FileVault 설정을 건너뛸 최대 횟수 값이 0이거나 사용자가 최대 횟수로 설정을 건너뛴 경우 다음 화면이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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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Vault 설정을 건너뛸 최대 횟수: 사용자가 FileVault 설정을 건너뛸 수 있는 최대 횟수입니다. 최대값에 도달한 경우 사용
자는 FileVault를 설정해야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0인 경우 사용자는 첫 번째 로그인 시도 시 FileVault를 사용하도록 설정해
야 합니다. 기본값은 0입니다.
복구 키 유형: 암호를 잊은 사용자는 복구 키를 입력하여 디스크 잠금을 해제하고 암호를 재설정할 수 있습니다. 복구 키 옵션:
개인 복구 키: 개인 복구 키는 사용자에게 고유합니다. FileVault 설정 중에 사용자는 복구 키를 만들지, 아니면 iCloud 계정
을 사용하여 디스크 잠금을 해제할지를 선택합니다. FileVault 설정이 완료된 후 사용자에게 복구 키를 표시하려면 개인 복
구 키 표시를 사용하도록 설정합니다. 키가 표시되면 사용자가 나중에 사용할 수 있도록 키를 기록해둘 수 있습니다. 복구
키 관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pple 지원 문서 https://support.apple.com/ko-kr/HT 204837을 참조하십시오.
기관 복구 키: 기관(또는 마스터) 복구 키와 FileVault 인증서를 만들고 장치 잠금을 해제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pple 지원 문서 https://support.apple.com/ko-kr/HT 202385를 참조하십시오. XenMobile을 사용하여 FileVault
인증서를 장치에 배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증서 및 인증을 참조하십시오.
개인 및 기관 복구 키: 두 유형의 복구 키를 사용하도록 설정하면 사용자가 개인 복구 키를 잊은 경우에만 사용자 장치의
잠금을 해제해야 합니다.
개인 복구 키 표시: 켜짐인 경우 장치에서 FileVault가 사용되도록 설정되면 사용자에게 개인 복구 키가 표시됩니다. 기본값은
켜짐입니다.

Samsung Enterprise Firmware-Over-The-Air 지원
Samsung E-FOTA(Enterprise FOTA)는 장치의 업데이트 시기 및 사용할 펌웨어 버전을 알려줍니다. E-FOTA를 사용하면 업데이
트를 배포하기 전에 테스트하여 업데이트가 앱과 호환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개입 없이 제공되는 최신 펌웨어 버전
으로 업데이트하도록 장치를 강제할 수 있습니다.
Samsung은 인증된 펌웨어를 실행하는 Samsung KNOX 2.7.1 장치(최소 버전)에 대해 E-FOTA를 지원합니다.
E-FOTA 정책을 구성하려면:

https://docs.citrix.com

© 1999-2017 Citrix Systems, Inc. All rights reserved.

p.10

1. Samsung에서 받은 키 및 라이센스 정보를 사용하여 Samsung MDM 라이센스 키 정책을 만듭니다. 그러면 XenMobile
Server가 정보의 유효성을 확인하고 정보를 등록합니다.

ELM 라이센스 키: 이 필드에는 ELM 라이센스 키를 생성하는 매크로가 포함됩니다. 필드가 비어 있는 경우 매크로
${elm.license.key}를 입력합니다.
E-FOTA 패키지를 구입할 때 Samsung에서 제공한 다음 정보를 입력합니다.
Enterprise FOTA 고객 ID
Enterprise FOTA 라이센스
클라이언트 ID
클라이언트 암호
2. OS 업데이트 제어 정책을 만듭니다.

다음 설정을 구성합니다.
Enable Enterprise FOTA(Enterprise FOTA 사용): 켜짐으로 설정합니다.
Enterprise FOTA 라이센스 키: 1단계에서 만든 Samsung MDM 라이센스 키 정책 이름을 선택합니다.
3. OS 업데이트 제어 정책을 Secure Hub에 배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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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oid f or Work의 작업 프로필에 대한 보안 향상

작업 프로필 암호
Android 7.0 이상을 실행하는 장치의 경우 이제 Android for Work의 작업 프로필 안의 앱에 대해 암호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
용자가 작업 프로필의 앱을 열려고 하면 암호를 입력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암호를 입력한 사용자는 작업 프로필의 앱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작업 프로필에만 적용되거나 장치에 적용되는 암호 요구 사항을 구성해야 합니다.
작업 프로필에 대한 암호 요구 사항을 구성하려면 구성 > 장치 정책으로 이동하여 암호 정책을 추가하고 다음 설정을 구성합니
다.
Work prof ile security challenge(작업 프로필 보안 챌린지): 사용자가 Android for Work 작업 프로필에서 실행되는 앱에
액세스할 때 보안 챌린지를 완료하도록 하려면 이 설정을 사용하도록 설정합니다. Android 7.0 이전의 Android 장치에서는 이
옵션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본값은 꺼짐입니다.
작업 프로필 보안 챌린지에 대한 암호 요구 사항:
최소 길이: 목록에서 최소 암호 길이를 클릭합니다. 기본값은 6입니다.
생체 인식: 생체 인식을 사용할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이 옵션을 사용하도록 설정하면 필수 문자 필드가 숨겨집니다. 기본
값은 꺼짐입니다. 이 기능은 현재 지원되지 않습니다.
필수 문자: 암호를 작성하는 방법을 구성합니다. 제한 없음은 Android 7.0을 실행하는 장치에만 사용합니다. Android 7.1
이상은 제한 없음 설정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기본값은 숫자와 문자 모두입니다.

기본 보안 정책
Android for Work의 작업 프로필 모드에서 장치를 등록할 때 기본적으로 USB Debugging(USB 디버깅) 및 Unknown
Sources(알 수 없는 원본) 설정은 사용되지 않도록 설정됩니다.

Android f or Work 엔터프라이즈 등록 취소
이제 XenMobile에서 XenMobile Server 콘솔 및 XenMobile Tools를 사용하여 Android for Work 엔터프라이즈를 등록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작업을 수행하면 XenMobile Server에서 XenMobile Tools에 대한 팝업 창이 열립니다. 시작하기 전에 사용하는 브라우저에
서 팝업 창을 여는 데 필요한 권한이 XenMobile Server에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Google Chrome 같은 일부 브라우저의 경우 팝
업 차단을 사용하지 않도록 설정하고 XenMobile 사이트 주소를 팝업 차단 화이트리스트에 추가해야 합니다.
Android for Work 엔터프라이즈 등록 취소 후:
엔터프라이즈를 통해 등록된 장치 및 사용자의 Android for Work 앱이 기본 상태로 재설정됩니다. 이전에 적용된 Android for
Work 앱 권한 및 Android for Work 앱 제한 정책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습니다.
XenMobile은 엔터프라이즈를 통해 등록된 장치를 관리하지만 Google은 이러한 장치를 관리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Android
for Work 앱을 추가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Android for Work 앱 권한 또는 Android for Work 앱 제한 정책을 적용할 수 없습
니다. 예약, 암호 및 제한 같은 다른 정책은 계속해서 이러한 장치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Android for Work 앱 및
Android for Work 관련 정책을 적용하려면 장치를 재등록해야 합니다.
Android for Work에 장치를 등록하려고 하면 Android for Work 장치가 아닌 Android 장치로 등록됩니다.
Android for Work 엔터프라이즈를 등록 취소하려면:
1. XenMobile 콘솔에서 오른쪽 위 모서리의 기어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설정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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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정 페이지에서 Android f or Work를 클릭합니다.
3. 엔터프라이즈 제거를 클릭합니다.

4. 암호를 지정합니다. 그 다음 단계에서 등록 취소를 완료하려면 암호가 필요합니다. 그런 다음 등록 취소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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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XenMobile Tools 페이지가 열리면 이전 단계에서 만든 암호를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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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등록 취소를 클릭합니다.

Android f or Work 앱에서 위험한 권한을 요청할 경우 수행할 동작 지정
작업 프로필 내의 Android for Work 앱에 대한 요청의 경우: 새로운 장치 정책을 사용하여 이러한 요청에서 Google이 "위험한"
권한이라고 하는 권한을 처리하는 방법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앱의 권한 요청에 대한 부여 또는 거부를 확인하는 메시지를 사
용자에게 표시할지 여부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Android 7.0 이상을 실행하는 장치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Google에서 위험한 권한이란 다음에 대한 액세스를 앱에 제공하는 권한을 뜻합니다.
개인 사용자 정보와 관련된 데이터 또는 리소스.
사용자의 저장된 데이터 또는 다른 앱의 작업에 영향을 미치는 리소스. 예를 들어 사용자 연락처를 읽을 수 있는 권한은 위험
한 권한입니다.
작업 프로필 내 Android for Work 앱의 경우: 앱에 대한 모든 위험한 권한 요청의 동작을 제어하는 글로벌 상태를 구성할 수 있습
니다. 또한 Google이 정의한 대로 개별 권한 그룹에 대한 위험한 권한 요청의 동작을 각 앱에 대해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별 설정은 글로벌 상태를 재정의합니다.
Google이 권한 그룹을 정의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ndroid 개발자 가이드에서 "권한 그룹"을 참조하십시오.
기본적으로 위험한 권한 요청을 부여하거나 거부하라는 메시지가 사용자에게 표시됩니다.
Android for Work 앱의 권한을 구성하려면 구성 > 장치 정책으로 이동하고 Android f or Work 앱 권한 정책을 추가합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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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은 Google Play 콘솔에서 먼저 추가하고 승인한 다음 XenMobile에 공용 스토어 앱으로 추가하는 앱에만 적용됩니다.

다음 설정을 구성합니다.
글로벌 상태: 모든 위험한 권한 요청의 동작을 제어합니다. 목록에서 프롬프트, 부여 또는 거부를 클릭합니다. 기본값은 프롬
프트입니다.
프롬프트: 위험한 권한 요청을 부여하거나 거부하라는 메시지가 사용자에게 표시됩니다.
부여: 사용자에게 묻지 않고 모든 위험 권한 요청을 부여합니다.
거부: 사용자에게 묻지 않고 모든 위험한 권한 요청을 거부합니다.
권한 그룹의 글로벌 상태를 재정의하려면 권한 그룹의 개별 동작을 설정합니다. 권한 그룹의 설정을 구성하려면 추가를 클릭
하고 목록에서 앱을 선택한 다음 부여 상태를 선택합니다.

SNMP 모니터링
XenMobile Server에서 SNMP 모니터링을 사용하도록 설정하여 모니터링 시스템이 XenMobile 노드를 쿼리하고 노드의 정보를
가져오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쿼리에는 프로세서 로드, 로드 평균, 메모리 사용 현황 및 연결 같은 매개 변수가 사용됩니다. 인
증 및 암호화 사양을 비롯하여 SNMP v3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RFC 3414에 대한 공식 SNMP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SNMP 모니터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SNMP 모니터링을 참조하십시오.

SQL Server용 Microsof t JDBC 드라이버 지원
이제 XenMobile Server가 SQL Server를 위한 Microsoft JDBC(Java Database Connectivity) 드라이버를 지원합니다. XenMobile
Server를 온-프레미스로 설치하거나 jT DS 드라이버를 사용하는 XenMobile Server로 업그레이드하는 경우 jT DS 드라이버가 기
본 드라이버로 유지됩니다.
XenMobile은 두 드라이버에 대해 SSL이 켜지거나 꺼진 상태에서 SQL Server 인증 또는 Windows 인증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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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dows 인증과 함께 Microsoft JDBC 드라이버를 사용하는 경우 드라이버에 Kerberos 통합 인증이 사용됩니다. XenMobile은
Kerberos에 접속하여 Kerberos KDC(키 배포 센터) 세부 정보를 가져옵니다. 필요한 세부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 XenMobile
CLI에 Active Directory 서버의 IP 주소를 입력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jT DS 드라이버를 Microsoft JDBC 드라이버로 전환하려면 모든 XenMobile Server 노드에 SSH로 연결합니다. 그런 다음
XenMobile CLI를 사용하여 설정을 구성합니다. 단계는 현재 jT DS 드라이버 구성에 따라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SQL Server
드라이버를 참조하십시오.

서버 조정을 개선하도록 변경된 서버 속성
이제 XenMobile 작업을 조정하는 데 사용되는 여러 서버 속성의 기본값이 XenMobile 작업 조정에 제공된 권장 값과 일치합니
다.
업데이트된 서버 속성은 다음과 같으며 괄호 안에 기본 값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hibernate.c3p0.timeout(120초)
푸시 서비스 하트비트 간격: ios.apns.heartbeat.interval, windows.wns.heartbeat.interval, gcm.heartbeat.interval(20시간)
auth.ldap.connect.timeout(60000)
auth.ldap.read.timeout(60000)
iOS MDM APNS 연결 풀 크기(10)
백그라운드 배포(1440분)
백그라운드 하드웨어 인벤토리(1440분)
삭제된 Active Directory 사용자를 확인하는 간격(15분)
또한 다음 서버 속성의 기본값이 서버 속성에서 권장하는 설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루팅된 Android 및 탈옥 iOS 장치의 등록 차단(true)
이제 이전에는 문서화되지 않았던 다음 사용자 지정 서버 속성을 통해 XenMobile 서버를 추가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지정 키: hibernate.c3p0.min_size
XenMobile 서버 속성인 이 사용자 지정 키는 XenMobile에서 SQL Server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여는 최소 연결 수를 결정
합니다. 기본값은 50입니다.
이 설정을 변경하려면 다음 구성을 사용하여 XenMobile 서버에 서버 속성을 추가해야 합니다.
키: 사용자 지정 키
키: hibernate.c3p0.min_size
값: 50
표시 이름: hibernate.c3p0.min_size= nnn
설명: SQL에 대한 DB 연결
사용자 지정 키: hibernate.c3p0.idle_test_period
XenMobile 서버 속성인 사용자 지정 키는 연결 유효성이 자동으로 검사되기까지의 유휴 시간(초)을 결정합니다. 기본값은
30입니다.
이 설정을 변경하려면 다음 구성을 사용하여 XenMobile 서버에 서버 속성을 추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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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 사용자 지정 키
키: hibernate.c3p0. idle_test_period
값: 30
표시 이름: hibernate.c3p0. idle_test_period = nnn
설명: Hibernate 유휴 테스트 기간

최적화된 장치 속성 검색
이전에는 관리 > 장치 페이지의 장치 검색에 모든 장치 속성이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검색이 느려졌습니다. 이제 기본 검색 범위
에 다음 장치 속성만 포함됩니다.
일련 번호
IMEI
WiFi MAC 주소
Bluetooth MAC 주소
Active Sync ID
사용자 이름
새 서버 속성인 include.device.properties.during.search를 사용하여 검색 범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 속성은 기본적으로
f alse로 설정됩니다. 장치 검색에 모든 장치 속성을 포함하려면 설정을 true로 변경합니다.

기타 향상된 기능
새로운 iOS 설정 도우미 옵션: 새로운 기능 하이라이트. iOS 설정 도우미 항목인 새로운 기능 하이라이트에 따라 어디서든
Dock에 접근하기와 최근 앱 간 전환이라는 온보딩 정보 제공용 화면이 설정됩니다. 사용자가 장치를 처음으로 시작할 때 이
온보딩 화면을 iOS 설정 도우미 단계에서 생략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기능 하이라이트는 iOS 11.0(최소 버전)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항목에 대한 기본값은 선택되어 있지 않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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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룰러 데이터 요금제를 사용하는 iOS 11 장치의 전체 초기화를 수행하는 경우 데이터 요금제를 보존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
니다.

이제 Apple VPP 또는 DEP 토큰의 만료일이 가까워지거나 만료된 경우 XenMobile이 라이센스 만료 경고를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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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cOS VPP 앱의 XenMobile 콘솔 인터페이스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구성 > 앱에서 macOS VPP로 앱을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macOS VPP 앱에 적용되지 않는 인터페이스 부분이 이제 생략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macOS용 Secure Hub가 없으므로 스토어 구성 섹션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VPP 키 가져오기 옵션
이 더 이상 표시되지 않습니다.
관리 > 장치의 사용자 속성에 VPP 계정 사용 중지가 포함됩니다.
macOS용 OS 업데이트 제어 장치 정책. 이제 OS 업데이트 제어 정책을 사용하여 Apple DEP를 통해 감독되거나 배포되는
macOS 장치에 OS 업데이트를 배포할 수 있습니다.

여러 사용자가 Samsung SAFE 장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옵션. 제한 장치 정책에 여러 사용자 허용이라는 하드웨
어 제어 옵션이 포함됩니다. MDM 4.0 이상을 위한 이 옵션은 기본적으로 꺼짐으로 설정됩니다.
Samsung SAFE 장치에서 앱 사용 안 함. Samsung SAFE 장치에서 설치된 앱 목록이 실행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제한 장치 정
책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브라우저, YouTube 및 Google Play/Marketplace 옵션이 더 이상 사용되지 않습니다.

https://docs.citrix.com

© 1999-2017 Citrix Systems, Inc. All rights reserved.

p.20

새로운 응용 프로그램 사용 안 함 설정은 기본적으로 꺼짐으로 설정되며 앱이 사용되도록 설정됩니다. 설치된 앱을 사용
하지 않도록 설정하려면 설정을 켜짐으로 변경하고 응용 프로그램 목록 테이블에서 추가를 클릭한 다음 앱 패키지 이름을
입력합니다.
앱 목록을 변경하고 배포하면 이전 앱 목록이 덮어써집니다. 예: com.example1과 com.example2를 사용하지 않도록 설정
합니다. 나중에 목록을 com.example1과 com.example3으로 변경합니다. 이 경우 XenMobile은 com.example.2를 사용하
도록 설정합니다.
관리 > 장치 페이지에 Android 장치가 보고하는 다음과 같은 추가 장치 속성이 포함됩니다.
이동 통신 사업자 코드(Samsung MDM 5.7 이상을 실행하는 장치에서만 보고됨)
모델 번호(Samsung MDM 버전 2.0 이상을 실행하는 장치에서만 보고됨)
제한 장치 정책에 Android 장치의 카메라를 사용하지 않도록 설정하는 정책이 포함됩니다. 정책을 구성하려면 구성 > 장치
정책에서 추가를 클릭하고 제한을 클릭합니다. 기본적으로 카메라는 사용되도록 설정됩니다. 카메라를 사용하지 않으려면
카메라 설정을 꺼짐으로 변경합니다.

로캘 기반 날짜 및 시간 형식. 이제 관리 > 장치 및 관리 > 사용자 페이지에 표시되는 날짜 및 시간이 로캘의 형식을 따릅니다.
예를 들어 2017년 10월 15일 오후 6시는 다음과 같이 표시됩니다.
U.S. (en-US): 10/15/17 06:00:00 pm
U.K. (en-GB): 15/10/17 18:00:00
South Africa (en-ZA): 2017/10/15 06:00:00 pm
Samsung SAFE 방화벽 장치 정책의 이름이 방화벽 장치 정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지원 번들에 포함되는 기본 백업 아카이브 수가 다음 파일에 대해 100개로 축소되었습니다. 이러한 파일의 기본 파일 크기는
10MB입니다.
DebugLogFile
AdminAuditLogFile
UserAuditLogFile
HibernateStats.log
지원 번들에 이러한 각 범주에 대한 100개의 로그 아카이브 파일이 포함되는 경우 로그 파일이 롤오버됩니다. 로그 파일의
최대 수를 이보다 작게 구성하면(문제 해결 및 지원 -> 로그 설정) 해당 서버 노드의 추가 로그 파일이 즉시 삭제됩니다.
설정 > Syslog 페이지에 XenMobile Server 디버그 로그를 syslog 서버로 보내는 옵션이 포함됩니다.
REST 서비스에 대한 XenMobile 공용 API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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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T 서비스에 대한 XenMobile 공용 API에 다음과 같은 새로운 API가 포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REST 서비스에 대한
XenMobile 공용 API PDF를 다운로드하고 아래에 명시된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Get Users by Filter(필터로 사용자 가져오기)(섹션 3.12.1)
이 새로운 API는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API인 Get All Users(모든 사용자 가져오기)를 대체합니다.
Revoke Enrollment T oken(등록 토큰 해지)(섹션 3.19.6)
Remove Enrollment T oken(등록 토큰 제거)(섹션 3.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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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enMobile Server 10.7의 새로운 기능
Feb 21, 20 18

메모
XenMobile Server 10.7의 전체 제품 문서는 PDF를 참조하십시오.
Symantec의 TouchDown이 2017년 7월 3일에 단종되었습니다. 표준 지원, 연장 지원 및 지원 기한은 2018년 7월 2일에 종료됩니다. 자
세한 내용은 Symantec 지원 문서인 TouchDown 단종, 공급 중단 및 지원 종료 알림을 참조하십시오.

업그레이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업그레이드를 참조하십시오. XenMobile 관리 콘솔에 액세스하려면 XenMobile Server의
FQDN(정규화된 도메인 이름) 또는 노드의 IP 주소만 사용하십시오.

Important
XenMobile 10.7로 업그레이드 후:
연결 구성을 변경하지 않았는데도 발신 연결이 관련된 기능이 작동을 중지하는 경우 XenMobile Server 로그에 다음과 같은 오류가 있는
지 확인하십시오. VPP Server에 연결할 수 없습니다. 호스트 이름 '192.0.2.0'이 피어가 제공한 인증서 제목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인증서 유효성 검사 오류가 수신된 경우 XenMobile Server에서 호스트 이름 유효성 검사를 비활성화하십시오. 기본적으로 호스트 이름
유효성 검사는 Microsoft PKI 서버를 제외한 발신 연결에 대해 활성화됩니다. 호스트 이름 유효성 검사로 인해 배포가 중단되는 경우 서버
속성 disable.hostname.veriﬁcation을 true로 변경하십시오. 이 속성의 기본값은 f alse입니다.

XenMobile Server 10.7에는 다음과 같은 새로운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Apple 교육 기능과 통합
iOS 장치에 iBooks 배포
BitLocker 장치 정책
iOS 10.3 이상을 실행하는 감독되는 장치에 대한 새로운 제한 사항
감독되는 iOS 장치 다시 시작 또는 종료
분실 모드에 있는 iOS 장치 찾기 또는 벨 울림
향상된 Android for Work 지원
등록 템플릿용 매크로 추가
기타 향상된 기능
공용 REST API 변경
버그 수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수정된 문제를 참조하십시오.

Important
Symantec의 TouchDown이 2017년 7월 3일에 단종되었습니다. 표준 지원, 연장 지원 및 지원 기한은 2018년 7월 2일에 종료됩니다. 자
세한 내용은 Symantec 지원 문서인 TouchDown 단종, 공급 중단 및 지원 종료 알림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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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e 교육 기능과 통합
Apple 교육을 사용하는 환경에서 XenMobile Server를 MDM(모바일 기기 관리) 솔루션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XenMobile은
iPad용 Apple School Manager, Classroom 앱 등 iOS 9.3에 도입된 Apple 교육의 향상된 기능을 지원합니다. 새로운 XenMobile
교육 구성 장치 정책은 Apple 교육을 사용할 강사 및 학생 장치를 구성합니다.
다음 비디오에서 Apple School Manager와 XenMobile Server에 수행할 수 있는 변경 사항을 간략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Citrix XenMobile 교육 구성: Apple 교육 기능과 XenMobile 통합

사전 구성을 마친 감독되는 iPad를 강사와 학생에게 제공하십시오. 이 구성에는 다음 작업이 포함됩니다.
XenMobile에 Apple School Manager DEP 등록
관리되는 Apple ID 계정을 새 암호로 구성
필수 VPP 앱 및 iBooks
Apple 교육 기능 통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pple 교육 기능과 통합 및 교육 구성 장치 정책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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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S 장치에 iBooks 배포
XenMobile을 사용하여 Apple VPP(Volume Purchase Program)를 통해 취득한 iBooks를 배포할 수 있습니다. XenMobile에서
VPP 계정을 등록하면 구성 > 미디어에 구입한 서적 및 무료 서적이 표시됩니다. 미디어 페이지에서 배달 그룹을 선택하고 배포
규칙을 지정하여 iOS 장치에 배포할 iBooks를 구성합니다.
사용자가 처음으로 iBooks를 수신하고 VPP 라이센스를 수락하면 배포된 서적이 장치에 설치됩니다. 서적은 Apple iBooks 앱에
표시됩니다. 관리자는 사용자에게서 서적 라이센스를 분리하거나 장치에서 서적을 제거할 수 없습니다. XenMobile은 iBooks를
필수 미디어로 설치합니다. 사용자가 장치에서 설치된 서적을 삭제하는 경우 서적은 iBooks 앱에 유지되며 바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사전 요구 사항
iOS 장치(최소 버전 iOS 8)
iOS Volume Purchase Plan에 설명된 대로 XenMobile에서 iOS VPP를 구성합니다.
iBooks 구성
VPP를 통해 취득한 iBooks는 구성 > 미디어 페이지에 표시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디어 추가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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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tLocker 장치 정책
Windows 10 Enterprise에는 BitLocker라는 디스크 암호화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BitLocker는 분실 또는 도난 장치의 파일
및 시스템에 대한 무단 액세스를 추가로 보호합니다. BitLocker를 T PM(신뢰할 수 있는 플랫폼 모듈) 칩 버전 1.2 이상과 함께 사
용하면 추가 보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T PM 칩은 암호화 작업을 처리하고 암호화 키를 생성 및 저장하고 키 사용을 제한합니
다.
Windows 10 빌드 1703부터 MDM 정책을 통해 BitLocker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XenMobile에서 BitLocker 장치 정책을 사용하
여 Windows 10 장치의 BitLocker 마법사에서 제공되는 설정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BitLocker가 활성화된 장치에서
BitLocker가 사용자에게 다음에 대한 메시지를 표시하도록 구성할 수 있습니다.
시작 시 드라이브 잠금을 해제하는 방법
복구 키를 백업하는 방법
고정 드라이브 잠금을 해제하는 방법
BitLocker 장치 정책 설정을 통해 다음을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T PM 칩이 없는 장치에서 BitLocker를 활성화할지 여부
BitLocker 인터페이스에 복구 옵션을 표시할지 여부
BitLocker가 활성화되지 않은 경우 고정 또는 이동식 드라이브에 대한 쓰기 액세스를 거부할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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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BitLocker 장치 정책을 참조하십시오.

iOS 10.3 이상을 실행하는 감독되는 장치에 대한 새로운
제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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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 정책을 통해 제한을 구현하여 사용자가 장치에서 특정 동작을 수행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iOS 10.3 이상을 실행하는 감독 모드의 장치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받아쓰기 허용: 감독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이 제한을 꺼짐으로 설정하면 받아쓰기 입력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기본 설정
은 켜짐입니다. iOS 10.3 이상에 적용됩니다.
WiFi 허용 목록 강제 적용: 선택 사항입니다. 감독되는 경우에만 해당. 이 제한을 켜짐으로 설정하면 구성 프로필을 통해 설정
된 장치만 WiFi 네트워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기본 설정은 꺼짐입니다. iOS 10.3 이상에 적용됩니다.
이러한 제한을 설정하려면:
1. XenMobile 콘솔에서 구성 > 장치 정책을 선택합니다. 장치 정책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2. 추가를 선택합니다. 새 정책 추가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3. 제한을 클릭합니다. 제한 정책 정보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4. 정책 정보 창에서 다음 정보를 입력합니다.
정책 이름: 정책을 설명하는 이름을 입력합니다.
설명: 정책에 대한 선택적 설명을 입력합니다.
5. 다음을 클릭합니다. 정책 플랫폼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6. iOS를 선택합니다.
7. 단일 앱 번들 ID 섹션이 표시된 페이지가 나타날 때까지 다음을 클릭합니다. 제한을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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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 설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한 장치 정책을 참조하십시오.

감독되는 iOS 장치 다시 시작 또는 종료
감독되는 iOS 장치(최소 버전 10.3)를 다시 시작하거나 종료하는 보안 동작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관리 > 장치에서 장치를 선택
하고 보안을 클릭한 다음 다시 시작 또는 종료를 클릭합니다.
다시 시작 명령이 수신되는 즉시 장치가 다시 시작됩니다. 암호로 잠긴 iOS 장치는 다시 시작 후 WiFi 네트워크에 다시 참여하지
않으므로 서버와 통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종료 명령이 수신되는 즉시 장치가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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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 모드에 있는 iOS 장치 찾기 또는 벨 울림
감독되는 iOS 장치를 분실 모드로 전환한 후 장치를 찾거나 벨을 울리는 보안 동작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벨"은 Apple이 해당
장치에 정의하는 분실 모드 사운드입니다.

분실 모드에 있는 장치를 찾으려면:
관리 > 장치에서 장치를 선택하고 보안을 클릭한 다음 찾기를 클릭합니다. 장치 세부 정보 페이지에 찾기 요청의 상태가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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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를 찾은 경우 장치 세부 정보 페이지에 지도가 포함됩니다.

분실 모드 장치의 벨을 울리려면(최소 버전 iOS 10.3):
관리 > 장치에서 장치를 선택하고 보안을 클릭한 다음 벨 울림을 클릭합니다. 다음번에 장치가 연결되면 벨이 울립니다.
벨 울림을 중지하려면 사용자가 전원 단추를 클릭합니다. XenMobile 콘솔에서 벨 울림을 중지하려면 분실 모드 비활성화
보안 동작을 사용합니다.

향상된 Android for Work 지원
이제 XenMobile에서 조직의 Android for Work를 간편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XenMobile 관리 도구를 사용하여 Google Play
를 통해 XenMobile을 엔터프라이즈 모빌리티 관리 공급자로 바인딩하고 Android for Work용 엔터프라이즈를 생성합니다.

메모
G Suite 고객은 레거시 Android for Work 설정을 사용하여 Android for Work 문서에 설명된 대로 레거시 Android for Work를 구성합니
다. XenMobile 설정의 Android f or Work 페이지에서 레거시 Android f or Work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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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이 필요합니다.
XenMobile Tools 로그인을 위한 Citrix 계정 자격 증명
Google Play 로그인을 위한 회사 Google ID 자격 증명
자세한 내용은 Android for Work를 참조하십시오.

DHA(장치 상태 증명) 온-프레미스 지원
이제 Windows 10 모바일 장치에 대한 DHA(장치 상태 증명)를 온-프레미스 Windows 서버를 통해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이전
에는 XenMobile의 DHA를 Microsoft Cloud를 통해서만 활성화할 수 있었습니다.
DHA를 온-프레미스로 활성화하려면 먼저 DHA 서버를 구성합니다. 그런 다음 온-프레미스 DHA 서비스를 활성화하는
XenMobile Server 정책을 생성합니다.
DHA를 구성하려면 Windows Server 2016 Technical Preview 5 이상을 실행하는 컴퓨터가 필요합니다. DHA를 서버 역할로 설
치합니다. 지침은 이 Microsoft TechNet 문서 Device Health Attestation(장치 상태 증명)을 참조하십시오.
온-프레미스 DHA 서비스를 활성화하는 XenMobile Server 정책을 생성하려면:
1. XenMobile 콘솔에서 구성 > 장치 정책을 클릭합니다. 장치 정책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2. Microsoft Cloud를 통해 DHA를 활성화하는 정책을 이미 생성한 경우 8단계로 건너뜁니다.
3. 추가를 클릭하여 새 정책을 추가합니다. 새 정책 추가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4. 자세히를 클릭한 후 사용자 지정 아래에서 장치 상태 증명 정책을 클릭합니다. 장치 상태 증명 정책 정보 페이지가 나타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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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책 정보 창에서 다음 정보를 입력합니다.
정책 이름: 정책을 설명하는 이름을 입력합니다.
설명: 정책에 대한 설명을 입력합니다(선택 사항).
6. 다음을 클릭합니다. 정책 플랫폼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7. 플랫폼 아래에서 추가할 플랫폼을 선택합니다. 하나의 플랫폼에 대해서만 구성하는 경우 다른 플랫폼의 선택을 취소합니다.
8. 선택한 각 플랫폼에 대해 다음을 수행합니다.
a. 장치 상태 증명 사용을 켜짐으로 설정합니다.
b. 온 프레미스 Health Attestation Service 구성을 켜짐으로 설정합니다.
c. On-prem DHA Service FQDN(온-프레미스 DHA 서비스 FQDN)에 설정하는 DHA 서버의 정규화된 도메인 이름을 입력
합니다.
d. On-prem DHA API version(온-프레미스 DHA API 버전)에서 DHA 서버에 설치된 DHA 서비스의 버전을 선택합니다.
9. 배포 규칙을 구성하고 배달 그룹을 선택합니다.

Windows 10 Mobile 장치에 정책이 푸시되었는지 확인하려면:
1. XenMobile 콘솔에서 관리 > 장치를 클릭합니다.
2. 장치를 선택합니다.
3. 속성을 선택합니다.
4. "Windows 장치 상태 증명"이 보일 때까지 아래로 스크롤합니다.

등록 템플릿용 매크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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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 등록 초대를 위한 등록 템플릿을 생성할 때 다음의 새 매크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nrollment.urls}
${enrollment.ios.url}
${enrollment.macos.url}
${enrollment.android.url}
${enrollment.ios.platform}
${enrollment.macos.platform}
${enrollment.android.platform}
${enrollment.agent}
이러한 매크로를 사용하면 여러 장치 플랫폼에 대한 등록 URL이 포함된 등록 템플릿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예제는 여러 장치 플랫폼에 대한 등록 URL이 포함된 알림을 생성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메시지에 대한 매크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enrollment.urls}

다음 예제는 사용자의 장치 플랫폼에 대한 등록 URL을 클릭하라는 메시지를 표시하는 알림에 대한 메시지를 생성하는 방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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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 줍니다.
예제 1:
등록하려면 아래에서 사용자의 장치 플랫폼에 해당하는 링크를 클릭하십시오.
${enrollment.ios.platform} - ${enrollment.ios.url}
${enrollment.macos.platform} - ${enrollment.macos.url}
${enrollment.android.platform} - ${enrollment.android.url}
예제 2:
iOS 장치를 등록하려면 ${enrollment.ios.url} 링크를 클릭하십시오.
macOS 장치를 등록하려면 ${enrollment.macos.url} 링크를 클릭하십시오.
Android 장치를 등록하려면 ${enrollment.android.url} 링크를 클릭하십시오.

기타 향상된 기능
이제 XenMobile 콘솔과 자가 지원 포털이 스페인어로 제공됨.
이제 XenMobile이 Android 장치에 대한 보안 패치 수준을 보고함. 관리 > 장치 페이지와 장치 세부 정보에서 보안 패치 수
준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구성 > 동작을 사용하여 보안 패치 수준이 트리거하는 동작을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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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cOS로 등록 초대 필터링. 이제 관리 > 등록 초대에 대한 플랫폼 필터에 macOS가 포함됩니다.

얼굴 인식을 사용하여 Samsung Galaxy S8+ 장치의 잠금을 해제할 수 없도록 차단하는 제한 정책 설정. Samsung SAFE용
제한 장치 정책에 얼굴 인식 설정이 포함됩니다. 얼굴 인식을 사용하여 장치 액세스 잠금을 해제할 수 없도록 차단하려면 구
성 > 장치 정책으로 이동하고 제한 정책을 편집하여 얼굴 인식을 꺼짐으로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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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macOS VPP 앱 지원. 이제 macOS VPP 앱을 Active Directory 및 로컬 사용자에 대한 필수 앱으로 배포할 수 있습니다.
구성 > 앱에서 macOS VPP 앱을 확인하고 macOS VPP로 앱을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의 스토어 구성 섹션에는
macOS용 Secure Hub가 없으므로 macOS VPP 앱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관리 > 장치의 사용자 속성에 macOS VPP 계정에
대한 VPP 계정 사용 중지가 포함됩니다.
구성 > 앱에 이제 공용 앱 스토어 앱 및 엔터프라이즈 앱에 대한 패키지 ID가 표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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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그룹의 리소스 목록이 알파벳 순서로 표시됨. 구성 > 배달 그룹에서 모든 리소스 목록과 검색 결과가 알파벳 순서로 표
시됩니다.

이제 관리 > 장치 및 관리 > 사용자 페이지에 24시간 형식인 dd/mm/yyyy hh:mm:ss로 날짜가 표시됩니다. 날짜는 장치 및 사
용자의 현지 표준 시간대를 반영합니다.
iOS 장치용 VPN 정책에 iKEv2 유형 VPN 정책에 대한 앱별 VPN 옵션이 포함됨. iOS 9.0 이상 장치에서 iKEv2 연결에 대한 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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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VPN이 지원됩니다. 앱별 VPN의 앱별 VPN 사용 옵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앱별 VPN 사용
주문형 일치 앱 사용
Safari 도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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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S" 섹션의 iKEv2 연결 유형 섹션에 다음이 추가되었습니다.
앱별 VPN 사용: 앱별 VPN을 사용할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기본값은 꺼짐입니다. iOS 9.0 이상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문형 일치 앱 사용: 앱별 VPN 서비스에 연결된 앱이 네트워크 통신을 시작할 때 앱별 VPN 연결을 자동으로 트리거할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기본값은 꺼짐입니다.
Saf ari 도메인: 추가를 클릭하여 Safari 도메인 이름을 추가합니다.
macOS 장치의 초기화 코드가 XenMobile 콘솔에 표시됨. macOS 장치를 초기화한 후 장치를 사용하려면 사용자가 PIN 코
드를 입력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이 코드를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 관리 > 장치 세부 정보 페이지에서 초기화 코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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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PP를 사용하여 MDX 앱을 배포하는 경우 Secure Hub 스토어에 앱의 VPP 인스턴스만 표시됨. 이전에는 VPP와 MDX 앱이
스토어에 모두 표시되었습니다. 이 변경 사항으로 인해 iT unes 계정이 없는 최종 사용자는 앱의 MDX 버전을 설치할 수 없습
니다. MDX 앱을 추가할 때 VPP를 통해 배포된 앱이라는 새 설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VPP를 사용하여 앱을 배포하려는 경
우 이 설정을 켜짐으로 변경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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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VPP 라이센스를 가져올 때 가져오기 성능이 개선됨. 이 최적화는 멀티-스레딩을 사용합니다. 새로운 XenMobile Server
속성인 MaxNumberOf Worker는 기본적으로 3(스레드 수)으로 설정됩니다. 추가 최적화가 필요한 경우 스레드 수를 늘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 6과 같이 스레드 수가 커지면 VPP를 가져올 때 CPU 사용량이 매우 높아집니다.
XenMobile 콘솔에서 Mac OS X, OS X, OSX, MACOSX 및 MacOS에 모든 참조가 macOS를 나타냅니다.
Windows 10 장치 다시 부팅. 다시 부팅 보안 동작을 보내 장치를 다시 부팅할 수 있습니다. Windows 태블릿 및 PC의 경우
"System will reboot soon(시스템이 곧 다시 부팅됩니다.)"라는 메시지가 표시되고 5분 안에 다시 부팅됩니다. Windows
Phone의 경우 경고 메시지가 표시되지 않으며 몇 분 후에 다시 부팅됩니다.

공용 REST API 변경
장치 알림 REST 서비스의 경우 이제 XenMobile에서 토큰을 보내지 않고 장치 ID를 사용하여 장치에 알림을 보낼 수 있습니다.
XenMobile 공용 REST API를 사용하여 등록 초대를 생성하는 경우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지정 PIN 지정. 등록 모드에 PIN이 필요한 경우 XenMobile Server가 임의로 생성한 PIN 대신 사용자 지정 PIN을 사용
할 수 있습니다. PIN 길이는 등록 모드에 구성된 설정과 일치해야 합니다. PIN 길이는 기본적으로 8입니다. 예를 들어 "pin":
"12345678"을 요청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여러 플랫폼 선택. 이전에는 REST API를 사용하여 등록 초대당 하나의 플랫폼만 지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platform" 필드
가 사용되지 않고 "platforms" 필드로 변경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platforms": ["iOS", "MACOSX"]를 요청에 포함할 수 있습니
다.
REST 서비스에 대한 XenMobile 공용 API에 다음 API가 포함됩니다.
컨테이너 ID로 가져오기
MDX 모바일 앱
엔터프라이즈 모바일 앱
WebLink 앱
웹/SaaS 앱
공용 스토어 앱
신규 또는 기존 컨테이너에 앱 업로드
MDX 모바일 앱
엔터프라이즈 모바일 앱
MDX 모바일 앱 및 공용 스토어 앱의 컨테이너 안에 플랫폼 세부 정보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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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추가 또는 업데이트
WebLink 앱
웹/SaaS 앱
공용 스토어 앱
모든 웹/SaaS 커넥터 가져오기 또는 커넥터 이름으로 웹/Saas 커넥터 가져오기
앱 컨테이너 삭제
MDX 모바일 앱
엔터프라이즈 모바일 앱
WebLink 앱
웹/SaaS 앱
자세한 내용은 REST 서비스에 대한 XenMobile 공용 API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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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enMobile Server 10.6의 새로운 기능
Feb 21, 20 18

메모
XenMobile Server 10.6의 전체 제품 문서는 PDF를 참조하십시오. 해당 PDF에는 이전 XenMobile Server 릴리스에서 업그레이드하는 것
과 관련된 정보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XenMobile Server 10.6 PDF에 대한 업데이트 및 수정 사항은 XenMobile Server 10.6 설명서 오류를 참조하십시오.

최신 XenMobile Server 릴리스로의 업그레이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업그레이드를 참조하십시오. XenMobile 관리 콘솔에 액
세스하려면 XenMobile Server의 FQDN(정규화된 도메인 이름) 또는 노드의 IP 주소만 사용하십시오.
XenMobile Server 10.6에는 다음과 같은 새로운 기능과 수정된 문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Important
Symantec의 TouchDown이 2017년 7월 3일에 단종되었습니다. 표준 지원, 연장 지원 및 지원 기한은 2018년 7월 2일에 종료됩니다. 자
세한 내용은 Symantec 지원 문서인 TouchDown 단종, 공급 중단 및 지원 종료 알림을 참조하십시오.

필수 앱의 배포 개선
이제 XenMobile이 관리되는 iOS 및 Android 장치에 지속적이고 즉각적으로 필수 앱을 설치합니다. 이 개선 사항은 엔터프라이
즈(XME) 모드에서 구성된 XenMobile에서 주로 발생하는 배포 문제를 해결합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보다 즉각적으로 업데
이트가 제공됩니다.
사용자가 새 앱을 업로드하고 필수 앱으로 표시합니다.
사용자가 기존 앱을 필수 앱으로 표시합니다.
사용자가 필수 앱을 삭제합니다.
Secure Hub 업데이트가 제공됩니다.

요구 사항
XenMobile Server 10.6
Secure Hub(최소 버전: iOS의 경우 10.5.15, Android의 경우 10.5.20)
MDX T oolkit 10.6
사용자 지정 서버 속성, force.server.push.required.apps.
필수 앱의 강제 배포가 기본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설정됩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도록 설정하려면 사용자 지정 키 서버
속성을 만드십시오. 키 및 표시 이름을 f orce.server.push.required.apps로 설정하고 값을 true로 설정합니다.
XenMobile Server 및 Secure Hub 업그레이드 후: 등록된 장치가 있는 사용자는 로그오프 후 Secure Hub에 로그온하여 필수
앱 배포 업데이트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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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다음 예제에는 Secure Tasks 앱을 배달 그룹에 추가한 후 배달 그룹을 배포하는 작업의 순서가 나와 있습니다.

샘플 앱인 Secure Tasks가 사용자 장치에 배포되면 Secure Hub가 앱을 설치하라는 메시지를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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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ortant
엔터프라이즈 앱과 공용 앱 스토어 앱을 포함하여 MDX를 사용하도록 설정된 필수 앱의 경우 MDX 정책에 앱 업데이트 유예 기간을 구성
하고 사용자가 앱을 나중에 업그레이드하기로 선택한 경우에도 즉시 업그레이드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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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표에서는 필수 앱에 대한 관리자 및 사용자 워크플로를 설명합니다. 표에서는 10.6 이전 버전 XenMobile Server의 동작을
버전 10.6의 동작과 비교하여 설명합니다.
첫 번째 표에서는 iOS 장치에서의 워크플로를 설명합니다. 두 번째 표에서는 Android 장치에서의 워크플로를 설명합니다.
iOS 필수 앱 워크플로

Enterprise apps
이전 버전

Public app store apps
XenMobile Server 10.6

초기 등록 중에
XenMobile App을 배포
합니다. 필수 앱이 장치

을 업데이트합니다.

동일합니다.

동일합니다.

토어를 엽니다. 스토어

XenMobile 콘솔에서 배포를 클릭하여 필

에 업데이트 아이콘이

수 앱을 배포합니다.

나타납니다.

이트됩니다.

을 배포합니다. 필수 앱이 장치

동일합니다.

에 설치됩니다.

장치에서 Secure Hub 스

스프링보드의 앱이 업데

XenMobile Server 10.6

초기 등록 중에 XenMobile App

에 설치됩니다.
XenMobile 콘솔에서 앱

이전 버전

스프링보드의 앱이 업데이트됩니다.

사용자가 스프링보드에

사용자가 스프링보드에서 앱을 엽니다.

서 앱을 엽니다. 7일 내

7일 내에 업그레이드하라는 메시지가 사

에 업그레이드하라는 메

용자에게 표시됩니다. 실제로 사용자가

시지가 사용자에게 표시

나중에를 클릭해도 앱이 업그레이드됩니

됩니다.

다.

XenMobile 콘솔에서 앱을 업데
이트합니다.

장치에서 Secure Hub 스토어를
엽니다. 스토어에 업데이트 아이
콘이 나타납니다.

동일합니다.

XenMobile 콘솔에서 배포를 클
릭하여 필수 앱을 배포합니다.

스프링보드의 앱이 업데이트됩

스프링보드의 앱이 업데이트됩

니다. 업그레이드가 자동으로 시

니다. 업그레이드가 자동으로 시

작됩니다. 사용자에게 업데이트

작됩니다. 사용자에게 업데이트

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되지 않습

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되지 않습

니다.

니다.

장치에서 앱을 엽니다. 앱이 업
그레이드됩니다. 유예 기간 이후
사용자에게 메시지가 표시되지

동일합니다.

않습니다.

사용자가 나중에를 클릭
하면 업그레이드가 시작
되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지금 업데이트

사용자가 나중에를 클릭하면 업
앱이 업그레이드됩니다.

를 클릭하면 업그레이드

그레이드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지금 업데이트를 클릭

앱이 업그레이드됩니다.

하면 업그레이드가 시작됩니다.

가 시작됩니다.

Android 필수 앱 워크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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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erprise apps

Public app store apps
XenMobile Server

XenMobile Server 10.6

이전 버전

동일합니다.

동일합니다.

동일합니다.

XenMobile 콘솔에서 앱을 업

XenMobile 콘솔에서 배포를 클릭하여

XenMobile 콘솔에서 앱을 업데이트

XenMobile 콘솔에서 앱

데이트합니다.

필수 앱을 배포합니다.

합니다.

을 업데이트합니다.

이전 버전

10.6

초기 등록 중에 XenMobile
App을 배포합니다. 필수 앱
이 장치에 설치됩니다.

장치에서 Secure Hub 스토어
를 엽니다. 스토어에 업데이
트 아이콘이 나타납니다.

앱이 업그레이드됩니다. (Nexus 장치
에서는 업데이트를 설치하라는 메시
지가 표시되지만 Samsung 장치에서
는 자동 설치됩니다.)

배포를 클릭하거나 장치
장치에서 Secure Hub 스토어를 엽니

에서 Secure Hub 스토어

다. 스토어에 업데이트 아이콘이 나타

를 입력합니다. 스토어에

납니다.

업데이트 아이콘이 나타
납니다.

사용자가 스프링보드에서 앱을 엽니

사용자는 업그레이드하려면 Secure

앱 업그레이드가 자동으

장치 스프링보드에 메시지나

다. 7일 내에 업그레이드하라는 메시

Hub 스토어에서 업데이트 아이콘을

로 시작됩니다. (Nexus 장

업데이트가 나타나지 않습니

지가 사용자에게 표시됩니다. 실제로

수동으로 클릭해야 합니다. (Nexus에

치에서는 업데이트를 설

다.

사용자가 나중에를 클릭해도 앱이 업

서는 업데이트를 설치하라는 메시지

치하라는 메시지가 표시

그레이드됩니다.

가 표시됩니다.)

됩니다.)
스프링보드에서 앱을 엽

사용자가 스프링보드에서 앱
을 엽니다. 7일 내에 업그레
이드하라는 메시지가 사용자

앱이 업그레이드됩니다.

에게 표시됩니다.

스프링보드에서 앱을 엽니다. 앱이 업

니다. 앱이 업그레이드됩

그레이드됩니다. 유예 기간 동안 사용

니다. 유예 기간 동안 사

자에게 메시지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용자에게 메시지가 표시
되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나중에를 클릭하면
업그레이드가 시작되지 않습
니다.
사용자가 지금 업데이트를
클릭하면 업그레이드가 시작
됩니다.
(Samsung 장치에서는 사용
자에게 설치하라는 메시지가

사용자가 나중에를 클릭하면 업그레
앱이 업그레이드됩니다. (Samsung 장

이드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치에서는 자동 설치가 수행됩니다.)

사용자가 지금 업데이트를 클릭합니
다. 업그레이드가 시작됩니다.

앱이 업그레이드됩니다.
(Samsung 장치에서는 자
동 설치가 수행됩니다.)

표시되지 않지만 Nexus에서
는 업데이트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XenMobile Server와 함께 사용할 온-프레미스
NetScaler Gateway를 구성합니다.
XenMobile 10.6에서는 XenMobile Server와 함께 사용할 NetScaler Gateway를 구성할 때 NetScaler Gateway에서 실행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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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enMobile에서 스크립트를 내보냅니다. 이 스크립트로 XenMobile에 필요한 NetScaler Gateway 설정을 구성합니다.
MDM 및 MAM에 필요한 NetScaler Gateway 가상 서버
NetScaler Gateway 가상 서버의 세션 정책
XenMobile Server 세부 정보
NSG 가상 서버의 인증 정책 및 동작
스크립트에 LDAP 구성 설정이 설명됩니다.
프록시 서버의 트래픽 동작 및 정책
클라이언트 없는 액세스 프로필
NetScaler의 정적 로컬 DNS 레코드
기타 바인딩: 서비스 정책, CA 인증서
다음 구성은 스크립트에서 처리되지 않습니다.
Exchange 부하 분산
ShareFile 부하 분산
ICA 프록시 구성
SSL 오프로드
NetScaler Gateway 인스턴스가 있는 경우 설정 > NetScaler Gateway 페이지에 이제 구성 스크립트 내보내기 단추가 표시됩
니다.

새 NetScaler Gateway 추가 페이지에도 구성 스크립트를 내보내는 링크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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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NetScaler Gateway 및 XenMobile을 참조하십시오.

iOS 장치 등록용 파생된 자격 증명
파생된 자격 증명은 모바일 장치를 위한 강력한 인증을 제공합니다. 이 자격 증명은 스마트 카드로부터 파생되어 카드가 아닌
모바일 장치에 상주합니다. 스마트 카드는 PIV(Personal Identity Veriﬁcation) 카드 또는 CAC(Common Access Card)입니다.
파생된 자격 증명은 UPN 같은 사용자 식별자가 포함된 등록 인증서입니다. XenMobile은 자격 증명 공급자로부터 받은 자격 증
명을 장치의 보안 저장소에 저장합니다.
XenMobile은 파생된 자격 증명을 iOS 장치 등록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파생된 자격 증명을 사용하도록 구성하면 XenMobile이
iOS 장치에 대해 등록 초대 또는 기타 등록 모드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XenMobile Server에서 등록 초대 및 기타
등록 모드를 통해 Android 장치를 등록할 수는 있습니다.
설정 > iOS용 파생된 자격 증명 페이지를 사용하여 파생된 자격 증명을 구성합니다. 기본적으로 XenMobile 콘솔에는 설정 >
파생된 자격 증명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파생된 자격 증명에 대한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려면 설정 > 서버 속성에서 서버 속성
derived.credentials.enable을 추가하고 true로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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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iOS용 파생된 자격 증명을 참조하십시오. 파생된 자격 증명의 REST API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XenMobile REST
API 참조 PDF를 참조하십시오.

등록 초대를 위한 여러 장치 플랫폼 선택
등록 초대에 대해 iOS, macOS 및 Android 장치 플랫폼의 모든 조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관리 > 등록 초대 페이지에 플랫폼
선택 설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선택한 플랫폼에 따라 표시되는 등록 모드 옵션이 결정되고 장치 정보 같은 일부 설정이 표시
됩니다.
받는 사람이 그룹인 경우 기본적으로 모든 플랫폼이 선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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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 사람이 사용자인 경우 기본적으로 플랫폼이 선택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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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한 각 플랫폼에 유효한 등록 모드 옵션만 표시됩니다. 예를 들어 모든 플랫폼을 선택한 경우 해당 조합에 유효한 등록 모드
는 사용자 이름 + 암호, 2단계 및 사용자 이름 + PIN입니다.

macOS 장치에 대한 등록 옵션 추가
이제 등록 링크뿐 아니라 등록 초대를 보내 macOS 사용자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두 방법 모두 macOS 사용자가 장치에서 직접
온라인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 초대는 macOS 장치에 대해 다음 등록 모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이름 + PIN
사용자 이름 + 암호
2단계
사용자가 등록 초대의 지침을 따르면 사용자 이름이 입력된 로그온 화면이 표시됩니다.
macOS 장치 사용자에게 등록 초대를 보내려면:
1. macOS 사용자 등록을 위한 초대를 추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용자에게 등록 초대 보내기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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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용자가 초대를 수신하고 링크를 클릭하면 다음 화면이 Safari 브라우저에 표시됩니다. XenMobile이 사용자 이름을 채웁니
다. 등록 모드에 대해 2단계를 선택한 경우 추가 필드가 표시됩니다.

3. 사용자는 필요에 따라 인증서를 설치합니다. iOS와 macOS에 공개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SSL 인증서와 공개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서명 인증서를 구성한 경우 사용자에게 인증서를 설치하라는 메시지가 XenMobile에 표시되지 않습니다. 인
증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인증서 및 인증을 참조하십시오.
4. 사용자가 요청된 자격 증명을 제공합니다.
이제 모바일 장치를 관리하듯이 XenMobile로 Mac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macOS 장치에서 설치 링크를 통한 등록을 방지하려면:
새 서버 속성인 Enable macOS OTAE(macos.otae.enable)를 f alse로 설정하여 macOS 장치에 대해 등록 링크를 사용하지 못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macOS 사용자가 등록 초대만 사용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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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dows Information Protection 장치 정책
이전의 EDP(엔터프라이즈 데이터 보호)인 WIP(Windows Information Protection)는 엔터프라이즈 데이터의 잠재적 유출을 차
단하는 Windows 10 기술입니다. 데이터 유출은 엔터프라이즈에서 보호되지 않는 앱, 앱 간 또는 조직 네트워크 외부로 엔터프
라이즈 데이터를 공유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Microsoft TechNet에서 Protect your enterprise data
using Windows Information Protection (WIP)(WIP(Windows Information Protection)를 사용하여 엔터프라이즈 데이터 보
호)를 참조하십시오.
XenMobile에서 장치 정책을 생성하여 설정한 적용 수준의 Windows Information Protection이 필요한 앱을 지정할 수 있습니
다. Windows Information Protection 정책은 Windows 10 버전 1607 이상의 감독되는 휴대폰, 태블릿 및 데스크톱을 위한 것입
니다.
사용자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적용 수준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부적절한 데이터 공유 차단
부적절한 데이터 공유에 대해 경고하고 사용자가 정책을 재정의할 수 있도록 허용
부적절한 데이터 공유를 로깅하고 허용하는 동안 WIP를 자동으로 실행
정책을 생성하려면 구성 > 장치 정책에서 Windows Inf ormation Protection 정책을 추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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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Windows Information Protection 장치 정책을 참조하십시오.

Android 장치에 대한 Citrix VPN 연결 유형
Android용 VPN 장치 정책에서 이제 Citrix VPN 구성이 지원됩니다. Citrix VPN은 클라이언트 없는 VPN 또는 ICA 프록시 모드와
달리 전체 VPN 모드에서 NetScaler Gateway에 연결하는 모바일 응용 프로그램입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려면 Secure Hub 10.6
이 필요합니다.
이제 Android의 구성 > 장치 정책 페이지에서 연결 유형 메뉴에 Citrix VPN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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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rix VPN 연결 유형에 대한 설정:
서버 이름 또는 IP 주소: NetScaler Gateway의 FQDN 또는 IP 주소를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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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이름 및 암호: 암호 또는 암호 및 인증서의 인증 유형에 대한 VPN 자격 증명을 입력합니다. 선택 사항입니다. VPN 자
격 증명을 입력하지 않으면 Citrix VPN 앱에 사용자 이름과 암호를 입력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ID 자격 증명: 인증 유형이 인증서 또는 암호 및 인증서인 경우 표시됩니다.
앱별 VPN 사용: 앱별 VPN을 사용할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앱별 VPN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모든 트래픽이 Citrix VPN 터널을
통과합니다. 앱별 VPN을 사용하는 경우 다음 설정을 지정합니다. 기본값은 꺼짐입니다.
화이트리스트 또는 블랙리스트: 한 가지 설정을 선택합니다. 화이트리스트인 경우 화이트리스트의 모든 앱이 이 VPN 터널
을 통과합니다. 블랙리스트를 선택한 경우 블랙리스트의 앱을 제외한 모든 앱이 이 VPN 터널을 통과합니다.
응용 프로그램 목록: 화이트리스트 또는 블랙리스트 앱을 지정합니다. 추가를 클릭한 다음 앱 패키지 이름의 쉼표로 구분
된 목록을 입력합니다.
사용자 지정 XML: 추가를 클릭한 다음 사용자 지정 매개 변수를 입력합니다. XenMobile은 Citrix VPN에 대해 다음 매개 변수
를 지원합니다.
disableL3Mode: 선택 사항입니다. 이 매개 변수를 사용하려면 값에 예를 입력합니다. 사용하는 경우 사용자가 추가한
VPN 연결이 표시되지 않으며 사용자가 다른 연결을 추가할 수 없습니다. 이는 글로벌 제한이며 모든 VPN 프로필에 적용
됩니다.
userAgent: 문자열 값입니다. 각 HT T P 요청에 보낼 사용자 지정 사용자 에이전트 문자열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정한
사용자 에이전트 문자열이 기존 Citrix VPN 사용자 에이전트에 추가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VPN 장치 정책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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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zure Active Directory를 IDP로 XenMobile과 통합
Azure AD(Active Directory)를 IDP(ID 공급자)로 구성하면 사용자가 Azure 자격 증명을 사용하여 XenMobile에 등록할 수 있습니
다.
iOS, Android 및 Windows 10 장치가 지원됩니다. iOS 및 Android 장치는 Secure Hub를 통해 등록됩니다.
설정 > 인증 > IDP에서 Azure를 IDP로 구성합니다. IDP 페이지는 이 버전의 XenMobile에 새롭게 추가된 페이지입니다. 이전
버전의 XenMobile에서는 설정 > Microsof t Azure에서 Azure를 추가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zure Active Directory를 IDP로 XenMobile과 통합을 참조하십시오.

앱 ID를 기반으로 장치 정책, 앱 및 스마트 동작 배포
이제 앱 ID를 기반으로 장치 정책, 앱 및 스마트 동작을 배포하도록 XenMobile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를 수행하려면 새 배포
규칙인 설치된 앱 이름을 사용합니다.
이 새로운 기능을 사용하여 엔터프라이즈 앱 스토어 배포를 공용 앱 스토어 배포로 마이그레이션할 수 있습니다.
설치된 앱 이름 규칙을 앱 제거 장치 정책과 함께 사용합니다. 이렇게 하면 공용 앱 스토어 버전이 설치된 후 XenMobile이 사
용자 장치에서 엔터프라이즈 앱을 제거합니다.
이 기능은 XenMobile Server에 엔터프라이즈 모드(XME)로 연결되어 관리되는 iOS 장치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메모
2017년 말까지 엔터프라이즈 버전 대신 공용 앱 스토어 버전의 Citrix 앱을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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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터프라이즈 앱에 대한 앱 제거 장치 정책을 구성하려면:
1. 구성 > 장치 정책에서 추가를 클릭한 다음 앱 제거를 클릭합니다.
2. 정책 이름을 지정한 다음 iOS 플랫폼을 제외한 모든 플랫폼의 확인란을 제거합니다.
3. iOS 페이지에서 이전 엔터프라이즈 앱의 앱 번들 ID를 선택한 다음 배포 규칙을 확장합니다.

4. 규칙 추가: 새 규칙을 클릭한 다음 샘플에 표시된 것과 같이 설치된 앱 이름 및 같음을 선택합니다. 공용 앱 스토어 앱의 앱 번
들 ID를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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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할당 페이지를 작성한 다음 저장을 클릭합니다.
예제에서 공용 앱 스토어 앱(com.citrix.mail.ios)이 지정된 배달 그룹의 장치에 설치되면 XenMobile이 엔터프라이즈 버전
(com.citrix.mail)을 제거합니다.

향상된 보고 기능
XenMobile 분석 > 보고 페이지의 모든 미리 정의된 보고서에 대한 설계가 개선되고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장치 기반 필터를 사용한 정렬 및 검색
날짜별 보고서 필터링
PDF 형식으로 보고서 내보내기
보고서 데이터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대화형 차트
상위 25개 앱 보고서 이름이 총 앱 배포 시도로 바뀜. 이제 이 보고서에 배포된 모든 앱과 장치에 설치를 시도한 사용자 백분
율이 나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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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십시오.

Windows 10 장치 찾기
이제 XenMobile 콘솔 관리자와 자가 지원 포털 사용자가 Windows 10 휴대폰, 데스크톱 및 태블릿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찾기
기능은 iOS 및 Android 장치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찾기 명령을 실행하면 XenMobile Server가 장치와 직접 통신합니다.
XenMobile 콘솔에서 다음과 같이 찾기 동작을 장치로 보냅니다.
1. 관리 > 장치에서 장치를 선택한 다음 보안을 클릭합니다.

2. 보안 동작에서 찾기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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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 세부 정보 페이지에 찾기 요청의 상태가 제공되고 장치를 찾은 경우 지도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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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dows 10 휴대폰 및 태블릿에 대한 장치 상태 속성 추
가
관리 > 장치 페이지에 더 많은 Windows 장치 속성이 포함됩니다. Windows 10 DeviceStatus CSP(구성 서비스 공급자)가 제공
하는 다음 속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파이웨어 방지 프로그램 서명 상태
스파이웨어 방지 프로그램 상태
바이러스 백신 서명 상태
바이러스 백신 상태
배터리 충전 중
배터리 잔량
암호화 규정 준수
방화벽 상태
IPV4 주소
IPV6 주소
MAC 주소 네트워크 연결
MAC 주소 유형
운영 체제 버전
기본 SIM 이동 통신 사업자 운영자
기본 SIM ICCID
기본 SIM 로밍 규정 준수
보안 부팅 상태

https://docs.citrix.com

© 1999-2017 Citrix Systems, Inc. All rights reserved.

p.66

T PM 버전
사용자 계정 제어 상태
이러한 속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Microsoft 문서 DeviceStatus CSP를 참조하십시오. 다음 샘플은 추가된 속성 중 일부를 보
여 줍니다.

iOS 장치의 OS 업데이트를 제어하는 장치 정책
감독되는 iOS 장치에 최신 OS 업데이트를 보내도록 XenMobile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OS 업데이트를 장치에 배포하여 사용자
가 수동으로 업데이트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거나 장치에 강제 설치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새 장치 정책을 구성하려면 구
성 > 장치 정책에서 OS 업데이트 제어를 추가합니다.

다음 옵션을 구성합니다.
OS 업데이트 옵션: 두 옵션 모두 OS 업데이트 빈도에 따라 최신 OS 업데이트를 감독되는 장치에 다운로드합니다. 장치에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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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를 설치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이 메시지는 사용자가 장치를 잠금 해제한 후 표시됩니다.
OS 업데이트 빈도(1-365일): XenMobile이 장치 OS를 확인하고 업데이트할 빈도를 결정합니다. 기본값은 7일입니다.

iOS 10+용 WiFi 정책 옵션 추가
종속 네트워크 검색 사용 안 함: 켜짐인 경우 사용자가 네트워크 액세스 전에 계약 또는 기타 정보가 필요한 네트워크에 참가
할 수 없습니다. 기본값은 꺼짐입니다.
고속 레인 QoS 표시: QoS(서비스 품질) 표시를 사용하여 특정 비즈니스 앱에 대한 네트워크 대역폭 우선 순위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Cisco 고속 레인 QoS 표시를 제한하거나 제한하지 않도록 선택합니다. Cisco 고속 레인 QoS를 지원하는 WiFi 네
트워크에 대해 QoS 표시를 제한하지 않으면 모든 앱이 L2 및 L3 표시를 사용하도록 허용 목록에 포함됩니다. QoS 표시를 제
한하는 경우 L2 및 L3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앱을 지정합니다. 기본값은 QoS 표시 제한 안 함입니다.
고속 레인 QoS 표시가 QoS 표시 제한인 경우 다음 옵션이 표시됩니다.
QoS 표시 사용: 선택 사항입니다. 꺼짐인 경우 QoS 표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기본값은 켜짐입니다.
화이트리스트 Apple 오디오/비디오 통화: 선택 사항입니다. 꺼짐인 경우 Apple 오디오 및 비디오 호출이 화이트리스트에 포
함되지 않으므로 트래픽 우선 순위가 지정되지 않습니다. 기본값은 켜짐입니다.
화이트리스트 앱: L2 및 L3 표시를 사용할 앱을 지정합니다.
iOS용 WiFi 정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pple Conﬁgurator 2 도움말을 참조하십시오.

https://docs.citrix.com

© 1999-2017 Citrix Systems, Inc. All rights reserved.

p.68

iOS에 대한 앱별 VPN 정책 옵션 추가
장치의 VPN 클라이언트가 여러 VPN 공급자를 지원하는 경우 사용되는 다음과 같은 새로운 옵션이 VPN 정책에 포함됩니다.
공급자 번들 식별자: 사용자 지정 SSL 식별자에서 지정한 앱에 동일한 유형(앱 프록시 또는 패킷 터널)의 여러 VPN 공급자가
있는 경우 이 번들 식별자를 지정합니다.
공급자 유형: 공급자가 VPN 서비스인지 프록시 서비스인지를 나타내는 공급자 유형입니다. VPN 서비스의 경우 패킷 터널을
선택합니다. 프록시 서비스의 경우 앱 프록시를 선택합니다. 이 옵션은 앱별 VPN 사용이 켜짐인 경우 표시됩니다.
앱별 VPN 옵션은 Cisco AnyConnect, Juniper SSL, F5 SSL, SonicWALL Mobile Connect, Ariba VIA, Citrix VPN 및 사용자 지정
SSL 연결 유형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앱별 VPN을 구성하려면:
1. 구성 > 장치 정책에서 VPN 정책을 생성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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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성 > 장치 정책에서 앱을 앱별 VPN 정책에 연결하는 앱 특성 정책을 생성합니다. 앱별 VPN 식별자에 대해 1단계에서 생성
한 VPN 정책의 이름을 선택합니다. 관리되는 앱 번들 ID에 대해 앱 목록에서 선택하거나 앱 번들 ID를 입력합니다. (iOS 앱
인벤토리 정책을 배포하는 경우 앱 목록에 앱이 포함됩니다.)

macOS 장치에 대한 기능 제한 옵션 추가
macOS에 대한 제한 장치 정책에 다음과 같은 제한 옵션이 추가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XenMobile은 이러한 모든 기능을 허용
합니다.
macOS 10.12.4 이상:
T ouch ID를 통한 Mac 잠금 해제 허용
iCloud 바탕 화면 및 문서 허용
macOS 10.12 이상:
iCloud 사진 허용
이 설정을 꺼짐으로 변경하면 iCloud 사진 라이브러리에서 완벽하게 다운로드되지 않은 모든 사진이 로컬 장치 스토리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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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거됩니다.
자동 잠금 해제 허용
이 옵션 및 Apple Watch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tps://support.apple.com/ko-kr/HT 206995를 참조하십시오.

VPN 장치 정책에 대한 IKEv2 매개 변수 추가
iOS 10.0
iOS 10.0의 IKEv2, AlwaysOn IKEv2 및 AlwaysOn IKEv2 이중 구성 연결 유형에 대한 매개 변수가 추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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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S 서버 IP 주소: 선택 사항입니다. DNS 서버 IP 주소의 목록입니다. 이러한 IP 주소에는 IPv4 주소 및 IPv6 주소가 혼합되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도메인 이름: 선택 사항입니다. 터널의 기본 도메인입니다.
검색 도메인: 선택 사항입니다. 단일 레이블 호스트 이름을 정규화하는 데 사용되는 도메인의 목록입니다.
추가 일치 도메인을 확인자 목록에 추가합니다: 선택 사항입니다. 보조 일치 도메인의 도메인을 확인자에 대한 검색 도메인에
추가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0은 추가를 의미하고 1은 추가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기본값은 0입니다.
보조 일치 도메인: 선택 사항입니다. DNS 서버 주소에 포함된 DNS 확인자 설정을 사용할 DNS 쿼리를 결정하는 데 사용되는 도
메인 목록입니다 이 키는 특정 도메인의 호스트만 터널의 DNS 확인자를 사용하여 확인되는 분할 DNS 구성을 생성합니다. 이
목록의 도메인 중 하나에 포함되지 않은 호스트는 시스템의 기본 확인자를 사용하여 확인됩니다.
이 매개 변수에 대해 빈 문자열을 저장하면 XenMobile이 해당 문자열을 기본 도메인으로 사용합니다. 분할 터널 구성은 이 방법
으로 먼저 모든 DNS 쿼리를 직접 VPN DNS 서버로 전달한 후 기본 DNS 서버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VPN 터널이 네트워크의 기
본 경로가 되면 나열된 DNS 서버가 기본 확인자가 됩니다. 이 경우 보조 일치 도메인 목록이 무시됩니다.
iOS 9.0
iOS 9.0의 IKEv2, AlwaysOn IKEv2 및 AlwaysOn IKEv2 이중 구성 연결 유형에 대한 매개 변수가 추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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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매개 변수는 세 가지 IKEv2 연결 유형에 모두 적용됩니다.
모바일 및 다중 홈 사용 안 함
IPv4 /IPv6 내부 서브넷 특성 사용
리디렉션 사용 안 함
PFS(Perf ect Forward Secrecy) 사용
또한 두 AlwaysOn IKEv2 연결 유형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장치가 절전 상태일 때 NAT Keepalive 사용
Keepalive 패킷에 IKEv2 연결에 대한 NAT 매핑이 유지됩니다. 칩은 장치가 활성 상태일 때 이러한 패킷을 정기적인 간격으
로 전송합니다. 이 설정이 켜짐인 경우 장치가 절전 상태일 때도 칩이 Keepalive 패킷을 전송합니다.
기본 간격은 WiFi를 사용하면 20초이고 셀룰러를 사용하면 110초입니다. 간격은 NAT keepalive 간격 매개 변수를 사용하
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NAT Keepalive 간격(초)

https://docs.citrix.com

© 1999-2017 Citrix Systems, Inc. All rights reserved.

p.73

기본값은 20초입니다.

Zebra rugged Android 기반 모바일 장치에 대한 지원
XenMobile이 이제 Zebra Android 장치 사용자를 지원합니다.
중요: XenMobile에 Zebra 장치를 등록하려면 Secure Hub 10.5.10을 설치해야 합니다.
XenMobile 콘솔에서 Zebra 장치를 관리하는 경우 관리 > 장치, 장치 세부 정보, 속성 목록에 다수의 속성이 표시됩니다.

Zebra API: 장치에 Zebra API가 포함되어 있음을 나타냅니다.
Zebra MXMF 버전: API를 공개하고 Zebra Android 기반 장치를 구성 및 관리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MXMF(MX
Management Framework)를 나타냅니다.
Zebra 패치 버전: 현재 장치에 설치된 패치 버전을 나타냅니다.
Zebra 장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Zebra Technologies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사용자 지정 XML MDM 정책도 Zebra 플랫폼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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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향상된 기능
이제 Exchange 정책을 Windows 10 태블릿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책을 추가하려면 구성 > 장치 정책으로 이동합니다.
설정은 Windows 10 휴대폰과 동일합니다. 설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Microsoft Exchange ActiveSync 장치 정책을 참조하
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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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ve Directory 사용자 이름이 소문자를 사용하여 저장됩니다. 이 릴리스부터는 XenMobile이 모든 Active Directory 사용
자 이름을 소문자를 사용하여 저장합니다. 이 변경 사항은 업그레이드된 XenMobile 데이터베이스의 Active Directory 사용
자와 최신 Active Directory 사용자에게 적용됩니다. 로컬 사용자 이름에는 이 변경 사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장치 쿼리를 로드, 필터링, 정렬 및 검색하는 페이지가 세 배 더 빨라집니다. 이 최적화는 지정된 조건에 따라 장치 목록을 쿼
리하는 동안 장치 수와 쿼리 최적화를 분리한 결과입니다. 이제 XenMobile Server가 장치 수를 동적으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iOS 장치에 대한 VPN 정책에 IPSec 연결 유형에 대한 앱별 VPN 옵션이 포함됩니다. IPSec 연결에 대한 앱별 VPN은 iOS 9.0
이상 장치에서 지원됩니다. Netskope 및 기타 CASB(Cloud Access Security Broker)는 IPSec에 대해 앱별 VPN 연결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앱별 VPN 옵션은 앱별 VPN 사용, 주문형 일치 앱 사용 및 Saf ari 도메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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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그룹별 또는 대량으로 iOS Volume Purchase Program 라이센스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제 사용자 그룹 또는 모
든 할당에 대한 Volume Purchase Program 라이센스를 연결 해제하여 대량으로 라이센스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여러 Active Directory 사용자를 한 번에 삭제할 수 있습니다. 하나 이상의 Active Directory 사용자를 선택하면 표시되는 메
뉴 표시줄에 삭제 명령이 포함됩니다. 이전에는 삭제 명령이 단일 사용자에 대한 오른쪽 클릭 메뉴에만 표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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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가 등록되어 있는 사용자를 삭제한 후 해당 장치를 재등록하려면 재등록하기 전에 해당 장치를 삭제하십시오. 장치를
삭제하려면 관리 > 장치에서 장치를 선택한 다음 삭제를 클릭합니다.
공통 SAFE 암호 필드의 편집 가능성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공통 SAFE 암호가 실수로 변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키오스
크 정책에 공통 SAFE 암호 변경이라는 새 설정이 추가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새 설정은 꺼짐입니다. 암호를 변경하려면 공
통 SAFE 암호 변경을 켜짐으로 설정한 다음 암호에 대한 값을 입력합니다.

정책을 추가할 때 장치 정책 목록을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구성 > 장치 정책 페이지에서 추가를 클릭하면 다음 페이지가 표
시됩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이름으로 정책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목록을 필터링하여 선택한 플랫폼에 대한 장치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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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새 정책 추가 페이지에 장치 정책 목록과 플랫폼 필터가 표시됩니다.

하나 이상의 플랫폼을 클릭하여 선택한 플랫폼에 대한 장치 정책 목록을 봅니다. 정책 추가를 계속하려면 정책 이름을 클
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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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일 장치 정책에 Apple Mail Drop 지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이제 iOS 9.2 이상을 실행하는 장치에서 Apple Mail Drop의 사
용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Mail Drop을 사용하면 사용자가 전자 메일 첨부 파일로 전송하기에는 너무 큰 파일을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최대 5GB의 파일을 업로드할 수 있으며 iOS 장치의 메일 앱을 사용하여 링크 또는 미리 보기를 받는 사람에게 보낼
수 있습니다.

MAM 전용 장치의 초기화 또는 잠금에 대한 장치 세부 정보가 기록됩니다. MAM 전용 장치를 초기화하거나 잠그면
XenMobile 로그에 장치 ID와 사용자 이름이 포함됩니다.
Windows 10 RS2가 지원됩니다. XenMobile 10.5.3 및 10.5.2가 Windows 10 RS2 휴대폰 및 태블릿에서 인증되었습니다.
XenMobile 10.5.1, 10.5.0, 10.4 및 10.3.x는 Windows 10 RS2 휴대폰 및 태블릿과 호환됩니다.
Windows 데스크톱 및 태블릿 장치를 전체 초기화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전체 초기화를 수행하여 Windows 데스크톱 또는
태블릿 장치에서 모든 개인 및 회사 데이터와 앱을 지울 수 있습니다. 관리 > 장치에서 Windows 데스크톱/태블릿 장치를 선
택하고 보안을 클릭한 다음 전체 초기화를 클릭합니다. 데스크톱 장치에서 원격 초기화를 실행하면 Windows의 이 PC 초기
화 명령이 모든 항목 제거 옵션과 함께 트리거됩니다.

전체 초기화를 클릭하면 장치 동작 목록에 초기화 취소가 포함됩니다. XenMobile이 초기화 요청을 배포하기 전에 초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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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자가 지원 포털에서 Windows 데스크톱 또는 태블릿 장치를 초기화할 수 있습니다.
XenMobile 로그에 초기화 및 초기화 취소 이벤트가 포함됩니다.
모든 iOS 장치 정책에 대한 제거할 때까지의 기간 옵션이 일 단위에서 시간 단위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최신 버전의
XenMobile에서는 기존 값이 시간으로 변환됩니다.
장치 쿼리 및 장치 필터 확장의 성능이 향상되었습니다. 이제 XenMobile이 장치 필터 수에 대한 쿼리를 장치 쿼리와 분리하
여 처리합니다. 관리 > 장치 페이지에서 필터를 확장하면 필터 수가 제공되기 전까지 필터 수 대신 회전자가 표시됩니다.
문제 해결 및 지원 페이지에 XenMobile Analyzer 링크가 포함됩니다.

SSL 프로토콜을 지정하는 새로운 XenMobile CLI 옵션이 추가되었습니다. 이제 CLI에서 XenMobile에 사용할 SSL 프로토콜
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허용되는 프로토콜은 다음과 같습니다.
T LSv1.2
T LSv1.1
T LSv1
기본적으로 XenMobile은 이러한 각 SSL 프로토콜을 사용합니다. SSL 프로토콜 설정을 변경하는 경우 XenMobile Server
를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프로토콜을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으려면:
1. XenMobile CLI를 열고 [2] System(시스템)을 선택한 다음 [12] Advanced Settings(고급 설정)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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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SSL protocols(SSL 프로토콜)를 선택합니다.
3. New SSL protocols to enable(사용할 새 SSL 프로토콜) 프롬프트가 표시되면 사용할 프로토콜을 입력합니다. XenMobile
은 응답에 포함되지 않은 모든 프로토콜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T LSv1을 사용하지 않으려면 TLSv1.2,TLSv1.1을 입
력한 다음 y를 입력하여 XenMobile Server를 다시 시작합니다.

수정된 문제
XenMobile 10.6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수정되었습니다. Upgrade Tool의 수정된 문제는 이 문서의 나중에 나오는
"XenMobile Upgrade Tool"에 나타납니다.
XenMobile Apps 관련 수정된 문제에 대해서는 수정된 문제를 참조하십시오.
사용자가 Azure Active Directory 계정을 통해 XenMobile에 등록하는 경우 장치가 초기화되거나 해지된 후에도 사용자가 인증
없이 다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타사 문제입니다. [#628865, CXM-23203]
XenMobile Server 10.4로 업그레이드한 후:
ShareFile 탭을 클릭하면 페이지가 로드되지 않고 정보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배달 그룹을 추가하거나 편집하려고 하면 500 Internal Server error(500 내부 서버 오류) 오류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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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3344, #663788, CXM-19085]
사용자 또는 등록 초대 테이블에 여러 개의 페이지가 있는 경우 두 번째 페이지 또는 다음 페이지의 항목을 편집하고 변경 사항
을 저장하면 XenMobile이 테이블의 첫 번째 페이지를 표시하고 업데이트를 무시합니다. [CXM-20209]
StorageZone 커넥터를 배달 그룹 A에서 배달 그룹 B로 이동한 경우 배달 그룹 A의 iOS용 ShareFile 사용자는 커넥터를 계속 사
용할 수 있습니다. [CXM-21860]
StoreFront를 XenMobile과 통합하고 HDX 앱을 배포하는 경우 Active Directory 암호를 변경한 후에 HDX 앱이 XenMobile
Store에서 사라집니다. [CXM-9859, CXM-22821]
사용자 또는 등록 초대 테이블이 여러 페이지에 걸쳐 있는 경우 두 번째 페이지 또는 다음 페이지의 항목을 편집하고 변경 사항
을 저장하면 XenMobile이 테이블의 첫 번째 페이지를 표시하고 업데이트를 무시합니다. [CXM-20209]
Active Directory 사용자를 StorageZone 커넥터에 대한 권한이 있는 그룹 밖으로 이동하는 경우 iOS용 ShareFile 사용자는 연결
된 네트워크 공유에 계속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iOS용 ShareFile 앱을 다시 설치하십시오. [CXM-21859]
XenMobile CLI를 사용하여 지원 번들을 만들 수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XenMobile 콘솔을 사용합니다. 지원 > 지원
번들 만들기로 이동한 다음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CXM-23091]
XenMobile 콘솔에서 여러 페이지가 있는 장치 테이블의 경우: 두 번째 페이지 또는 다음 페이지의 항목에 대한 편집을 저장한 후
XenMobile이 테이블의 첫 번째 페이지만 표시하고 업데이트를 무시합니다. [CXM-23143]
iOS 및 Android 장치에 대한 MAM 배포용 앱 다운로드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CXM-23280]
서버 속성 StorageZone Connectors supported(StorageZone 커넥터 지원됨) 값이 NOT SUPPORTED(지원되지 않음)이고
XenMobile 콘솔에서 ShareFile을 구성한 경우: 다른 페이지로 이동한 다음 구성 > ShareFile 페이지로 돌아가면 구성이 저장되
었음에도 ShareFile 페이지에 구성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서버 속성 ShareFile conﬁguration
type(ShareFile 구성 유형)을 ENTERPRISE(엔터프라이즈)로 변경하십시오. [CXM-23337]
Windows Information Protection 장치 정책을 구성하고 등록 취소할 때 WIP 인증서 해지 설정을 사용하는 경우: Windows 10
태블릿 계정을 선택적으로 초기화한 후 사용자가 보안 파일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파일이 예상대로 암호화되지 않습니
다. 이 상황은 Windows 10 RS1 태블릿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CXM-23362]
클러스터 노드에 연결되는 장치의 경우: 다른 클러스터 노드에서 정책 및 앱을 배포하면 클러스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CXM23737]
sAMAccountName이 Active Directory의 UPN 접두사와 다른 사용자가 초대 URL을 사용하여 장치를 등록하려는 경우:
XenMobile이 sAMAccountName@domainname을 UPN으로 확인하려고 하고 등록이 실패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XenMobile 콘솔에서 그룹이 아닌 사용자별로 초대를 생성합니다. [CXM-24223]
XenMobile이 Active Directory에 사용자 그룹을 쿼리하고 오류 없이 빈 응답이 수신되는 경우: XenMobile은 이 응답을 Active
Directory에서 해당 그룹이 삭제된 것으로 해석합니다. 이후 XenMobile이 데이터베이스에서 사용자 그룹을 삭제하여 사용자가
액세스할 수 없게 됩니다. [CXM-24228]
Syslog 서버가 앱 다운로드를 위한 앱 이름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CXM-24620]
앰퍼샌드(&)가 포함된 RBAC 역할 이름을 생성하면 이 기호가 인코딩되고 이름을 편집할 수 없습니다. [CXM-24621]
XenMobile 웹 클립 장치 정책의 경우: 이름과 URL에 앰퍼샌드(&) 같은 HT ML 특수 문자가 포함되면 XenMobile이 이 문자를 인
코딩합니다. 그 결과 관리되는 장치에 정책을 배포할 때 URL이 중단됩니다. [CXM-24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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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 Google Play Store 앱을 XenMobile 콘솔에서 추가하는 경우: 앱 검색 기능이 예상대로 프록시를 전달하지 않고 검색에서
올바른 앱이 반환되지 않습니다. [CXM-24894]
XenMobile 콘솔의 관리 > 장치 페이지에서: 테이블의 비활성 일 수 및 마지막 액세스 열로 정렬하면 오류가 발생합니다. [CXM24895]
장치 초기 설정 중에 Azure Active Directory를 통해 등록한 Windows 10 장치의 경우: XenMobile 콘솔에서 장치에 대한 선택적
초기화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는 Microsoft 제한으로 인한 것입니다. [CXM-24899]
일부 VPP 토큰을 XenMobile 10의 새 설치에 업로드하거나 일부 VPP 토큰을 XenMobile 9에서 10.5로 마이그레이션할 때 문제
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CXM-25268]
장치 정책 또는 RBAC 역할 이름에 앰퍼샌드(&)를 포함하면 XenMobile이 & 대신 &로 이름을 저장합니다. 예를 들어
policya&b가 policya&b로 저장됩니다. [CXM-25630]
장치를 다른 DEP 계정에 할당한 후 XenMobile이 이러한 장치를 데이터베이스에서 제거합니다. [CXM-25692]
VPN 장치 정책에 대한 구성 > 장치 정책 페이지에서 DNS 서버 IP 주소, 검색 도메인, 보조 일치 도메인 등의 설정이 선택 사항인
것으로 표시되지만 콘솔 페이지에는 필수(*)인 것으로 표시됩니다. [CXM-25767]
VPP 토큰을 XenMobile에 추가하고, 장치를 연결하여 VPP 라이센스를 사용하고, 토큰을 삭제한 다음 동일한 토큰을 추가하는
경우: 구성 > 앱 설정 페이지의 VPP ID 할당 테이블에서 연결된 장치 열에 장치 일련 번호 대신 숨김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CXM-25907]
XenMobile에서 등록된 macOS 장치의 모든 장치 속성이 등록된 장치에 배달 그룹이 연결되어 있고 정책과 같은 리소스가 배포
된 경우에만 채워집니다. [CXM-25917]
구성 > 장치 정책 페이지에서 추가를 클릭한 후 XenMobile이 정책 목록 및 검색 결과를 선택한 플랫폼으로 필터링하지 않습니
다. 첫 번째 5개 검색 결과만 표시됩니다. [CXM-26354]
VMware 콘솔의 일반 속성에 게스트 OS가 64비트가 아닌 32비트 OS로 잘못 표시됩니다. 이 문제는 업데이트된 VMware(.ova)
파일을 설치하면 해결됩니다. [CXM-28048]
사용자가 XenMobile 콘솔에서 앱을 삭제한 경우 해당 앱이 데이터베이스에 유지됩니다. 그 결과 콘솔이 데이터베이스와 동기
화되지 않습니다. [CXM-29613]
분석 > 보고 페이지에서 보고서를 날짜로 필터링하면 일정 아이콘을 클릭한 후 마지막 액세스 아래 일정이 열리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값 필드를 클릭하여 날짜 선택기를 엽니다. [CXM-29748]
XenMobile 콘솔에서 배달 그룹 역할을 편집할 때 배달 그룹 이름과 다음 단추가 간헐적으로 표시되지 않습니다. [CXM-30010]
XenMobile 콘솔의 연결된 구성을 사용하여 XenApp 및 XenDesktop 리소스를 집계하고 Secure Hub에 배포한 후: 사용자가 앱
을 시작하면 HDX 앱 아이콘이 스토어에 표시되지 않고 오류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XenApp - 응용
프로그램 세부 정보를 얻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다시 시도하십시오. [CXM-30737]
XenMobile 10.5 콘솔에서 자동화된 동작을 구성하고 저장하면 기본 또는 고급 배포 규칙이 저장되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모든
플랫폼에서 발생합니다. [CXM-30742]
클러스터 구성의 일부 XenMobile Server 환경에서 모든 노드에 메모리 할당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문제가 발생하면 서버가 응
답하지 않습니다. [CXM-31283]
VPP 앱 라이센스 사용 현황 대시보드 위젯에 대한 CSV 파일을 내보내면 데이터베이스 서버의 CPU 사용률이 증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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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XM-31917]
경우에 따라 XenMobile Server 인스턴스에서 메모리 사용 급증 및 메모리 부족 오류가 발생합니다. 이 문제가 발생하면
XenMobile Server가 응답하지 않습니다. [CXM-31959]
설정 > Apple Conﬁgurator 장치 등록 페이지에서 설정을 변경하고 저장을 클릭하면 내부 서버 오류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XenMobile에는 변경 사항이 저장됩니다. [CXM-32446]
XenMobile 설정 > Google Play 자격 증명 페이지에서: 설정을 입력하고 저장을 클릭한 후 "전자 메일 또는 암호가 올바르지 않
음" 메시지가 간헐적으로 표시됩니다. 이 오류는 Google 업데이트로 인한 것입니다. [CXM-32847]

XenMobile Upgrade Tool
XenMobile 9에서 XenMobile 10.4로 업그레이드한 후 Windows 장치가 MAM+MDM 모드가 아닌 MDM 모드입니다. 또한
XenMobile Store가 열리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사용자가 마이그레이션된 장치를 다시 등록할 수 있습니다. [CXM18532]
일부 VPP 토큰을 XenMobile 10의 새 설치에 업로드하거나 일부 VPP 토큰을 XenMobile 9에서 10.5로 마이그레이션할 때 문제
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CXM-25268]
XenMobile 9에서 10.x로 업그레이드한 후 인증서 갱신 기간 변환 문제로 인해 인증서가 갱신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CXM25637]
PostgreSQL을 XenMobile 9에서 사용하는 경우: PostgreSQL JDBC 드라이버가 가져오기 크기를 무시하여 XenMobile 9에서
10.x로의 업그레이드가 간헐적으로 실패할 수 있습니다. [CXM-25638]

알려진 문제
XenMobile 10.6에는 다음과 같은 알려진 문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Upgrade Tool의 수정된 문제는 이 문서의 "XenMobile
Upgrade Tool" 제목 아래에 나타납니다.
XenMobile Apps 관련 알려진 문제에 대해서는 알려진 문제를 참조하십시오.
Android용 엔터프라이즈 앱 중 일부는 MDM 또는 엔터프라이즈(XME) 모드로 구성된 XenMobile 콘솔에 업로드하지 않습니다.
[CXM-22377]
Windows Information Protection 장치 정책을 구성하고 등록 취소할 때 WIP 인증서 해지 설정을 사용하는 경우: Windows 10
태블릿 계정을 선택적으로 초기화한 후 사용자가 보안 파일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파일이 예상대로 암호화되지 않습니
다. 이 문제는 Windows 10 RS1 태블릿과 관련된 Microsoft 문제입니다. [CXM-23362]
장치 초기 설정 중에 Azure Active Directory를 통해 등록한 Windows 10 장치의 경우: XenMobile 콘솔에서 장치를 해지할 수 없
습니다. 이 문제는 Microsoft 제한으로 인한 것입니다. [CXM-24897]
XenMobile 콘솔에서 일부 Android 앱의 난독 처리된 APK 파일을 업데이트한 후: 세부 정보에 이전 버전이 표시되고 업데이트된
버전이 장치에 배포되지 않습니다. [CXM-25629]
Windows 10 RS2 휴대폰의 경우: 관리 > 장치에서 장치 벨 울림 동작을 실행하면 벨 울림 명령이 실패하고 장치에 배포되지 않
습니다. 이것은 타사 문제입니다. [CXM-25888]
Windows 10 RS2 휴대폰 및 태블릿의 경우: 재등록 시 사용자에게 서버 URL을 입력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이 문제
를 해결하려면 장치를 다시 시작하십시오. 또는 전자 메일 주소 화면에서 서비스에 연결하는 중 맞은 편에 있는 X를 눌러 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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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L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것은 타사 문제입니다. [CXM-25900]
XenMobile이 MAM 전용 모드인 경우 다음 단계 후에 등록이 실패합니다. [CXM-26481]
1. 사용자가 일회용 PIN 초대를 통해 iOS 장치를 등록합니다.
2. 사용자가 Secure Hub에서 계정을 제거합니다.
3. 사용자가 다른 유형의 일회용 PIN 초대를 통해 다시 등록합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등록 모드는 높은 수준의 보안이고 두 번
째 등록 모드는 초대 URL + PIN입니다. 등록은 NetScaler 사용 세션 재사용 시간 초과 값(기본값은 2분) 내에서 수행됩니다.
XenMobile Server에서 파생된 자격 증명을 사용하는 경우 자가 지원 포털에서 iOS용 등록 초대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CXM29679]
Windows 10 RS2 휴대폰: Internet Explorer를 사용하지 않는 사용자 지정 XML 정책 또는 제한 정책을 휴대폰에 배포한 후 브라
우저가 사용되는 상태로 유지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휴대폰을 다시 시작하십시오. 이것은 타사 문제입니다. [CXM30053]
Windows 10 휴대폰에서 OneDrive가 허용된 앱으로 구성된 Windows Information Protection 장치 정책을 배포하면 다음 문제
가 발생합니다. 장치를 선택적으로 초기화하는 경우 사용자가 OneDrive를 열면 OneDrive가 충돌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Windows Information Protection 장치 정책에서 OneDrive를 예외 앱으로 구성합니다. [CXM-30618]
XenMobile이 파생된 자격 증명을 iOS 장치 등록에 사용한 후: 나중에 설정 > 파생된 자격 증명을 공급자가 제공하지 않은 인증
서로 업데이트하면 XenMobile이 파생된 자격 증명을 계속 iOS 장치 등록에 사용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설정 > 파생된
자격 증명에서 다른 인증서를 선택하고 설정 > 인증서에서 파생된 자격 증명 인증서를 삭제합니다. [CXM-31540]
XenMobile Server에 등록되고 배포된 Exchange 계정에 로그인한 Windows RS2 태블릿 장치에서: XenMobile 콘솔을 사용하여
장치를 관리되지 않는 장치로 설정하면(전체 초기화 제외) Exchange 계정이 등록된 장치에 유지됩니다. [CXM-31697]
사용되지 않는 엔터프라이즈 데이터 보호 정책을 구성하고 최신 버전의 XenMobile로 업그레이드하면 XenMobile 콘솔에 다음
오류가 표시됩니다. "A conﬁguration error has occurred. Please try again.(구성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다시 시도하십시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XenMobile Server를 업그레이드하기 전에 EDP 정책을 삭제합니다. [CXM-32132]
XenMobile 콘솔에서 Google Play Store의 앱을 검색하면 "Error logging in with Google Play credentials(Google Play 자격 증명
으로 로그인하는 중 오류 발생)" 메시지가 간헐적으로 표시됩니다. 오류 메시지를 닫고 앱 검색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CXM32441]
미국 외 지역의 XenMobile Cloud 배포만 해당: XenMobile 콘솔에서 공용 앱 스토어 앱을 검색하면 "Error searching app from
store platform: windows_phone(스토어 플랫폼에서 앱을 검색하는 중 오류 발생: windows_phone)"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CXM-32444]
독일어, 한국어 및 중국어(간체) 버전의 XenMobile 콘솔에서: VPN 장치 정책에 대한 Android 플랫폼 페이지에서 Citrix VPN 연결
유형에 대한 다음 레이블이 번역되지 않았습니다.
Password and Certiﬁcate(인증 유형 옵션)
Application List, App Package Name [CXM-33640]

XenMobile Server 10.6 설명서 오류
다음 항목은 마지막 발행 이후 문서에서 확인된 오류입니다. 이러한 오류는 XenMobile Server 사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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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락이나 오류 같은 콘텐츠 문제입니다.
XenMobile Server 10.6은 VMWare ESXi 5.5를 지원합니다.
106페이지의 포트 요구 사항 아래에 다음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XenMobile 10.x와 통신하려면 장치 및 앱에 대해 다음 포트를 열어야 합니다.
포트: 30001
설명: HT T PS 서비스의 초기 스테이징을 위한 관리 API
원본: 내부 LAN
대상: XenMobile Server

관련 정보
XenMobile Support Knowledge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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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된 문제
Feb 21, 20 18

XenMobile 10.8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수정되었습니다.
XenMobile Apps 관련 수정된 문제에 대해서는 수정된 문제를 참조하십시오.
.ipa 엔터프라이즈 앱을 XenMobile Server에 업로드할 때 경우에 따라 업로드가 실패합니다. 업로드된 모바일 앱이 잘못되었다
는 오류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응용 프로그램 아이콘이 없습니다. [#662026][CXM-43032]
XenMobile Server 버전 10.5 이상으로 업그레이드 후: 장치 등록이 실패하고 GPKI(제네릭 PKI)를 사용한 설정의 디버그 로그에
"CSR을 서명할 수 없음" 오류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이 문제는 GPKI 프로토콜이 서명된 사용자 인증서를 검색하지 못하기 때문
에 발생합니다. [#690361]
iOS 사용자가 Citrix Receiver를 버전 7.2.3으로 업데이트할 수 없습니다. 업데이트 확인을 클릭하면 이전 버전이 있는 경우에도
"앱이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된 상태입니다"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691529, CXM-38114]
구성 > 앱 목록에서 Secure Mail 또는 Android용 Citrix Secure Web을 마우스 왼쪽 단추로 클릭하고 자세히 표시를 클릭하면 다
음 오류 메시지가 표시될 수 있습니다. "구성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다시 시도하십시오." 앱 등급 섹션에서 Android 탭이 비어 있
습니다. [#692848]
XenMobile Server에서 SSL 수신기 인증서를 업로드할 때 "인증서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라는 오류가 표시됩니다. [#692965]
iOS 장치를 XenMobile Server에 등록할 때 등록이 간헐적으로 실패하고 "연결할 수 없음" 오류가 표시됩니다. [#693175]
일부 APK 파일을 XenMobile 콘솔에 업로드할 때 "500 내부 서버 오류"와 함께 작업이 실패할 수 있습니다. [#693978, CXM40333]
다른 노드에서 알림이 전송된 경우 지정된 푸시에 대해 이미 초기화된 노드에서 보안 동작이 수행되지 않습니다. [#695573,
CXM-40418]
Android 장치에서 XenMobile Server API 호출 중에 관리되는 앱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695647]
관리 > 장치에서 내보낼 수 있는 보고서에 레이블이 "ASM DEP 장치 유형"인 열이 두 개 있습니다. [#695366, #695895]
VPN 연결 이름에 공백 또는 영숫자가 아닌 기타 문자가 있는 경우 XenMobile이 장치에 정책을 배포하지 않습니다. [CXM32538]
사용자가 iBooks 앱에서 서적을 제거한 후 서적이 자동으로 다시 설치되지 않습니다. 서적을 다시 다운로드하려면 iBooks 안에
서 다운로드 아이콘을 누르십시오. [CXM-34281]
분실 모드 활성화 보안 동작을 Secure Hub가 없는 감독되는 iOS 장치에 보내는 경우 장치에 찾기 단추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CXM-36106]
APFS(Apple File System)이 포함된 macOS High Sierra(10.13 베타 3)를 실행하는 등록된 장치에서 전체 초기화 보안 동작이 실패
합니다. [CXM-36397]
관리 > 장치 > 앱 페이지의 인벤토리에 Boeing Toolbox Mobile Library의 버전 번호가 올바르게 표시되지 않습니다. [CXM37514]
관리 > 장치 > 속성 페이지에서: 암호 정책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않는 Samsung 장치에 대한 암호 규정 준수 속성이 예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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됩니다. [CXM-37948]
MDM에서 등록된 iOS 11 장치의 경우 MDM 또는 MDM+MAM 모드로 클러스터 설정에서 XenMobile을 배포하는 경우 MDM
명령이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MDM 정책을 푸시하거나 앱을 배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iOS 11 장치에 대해 잠금 또는 초기화와 같은 보안 동작을 수행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장치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앱의 설치 시도가 계속됨
VPN 또는 WiFi 구성이 설치되지 않음
잠금 같은 보안 동작이 반복적으로 발생함
자세한 내용과 필요한 동작은 이 Citrix Knowledge Center 문서(https://support.citrix.com/article/CT X227406)를 참조하십시
오. [CXM-38331]
RBAC 역할에 앱 초기화 및 앱 잠금 동작에 대한 액세스 권한이 없는 경우: 해당 역할의 사용자가 자가 지원 포털에 로그인하여
앱 초기화 및 앱 잠금 동작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CXM-38348]
"로컬 사용자 및 그룹 추가/편집/삭제" RBAC 권한이 있는 로컬 및 Active Directory 사용자가 관리자 계정도 삭제할 수 있습니
다. 이러한 사용자가 XenMobile 콘솔에 로그인하면 관리 > 사용자 페이지에 관리자 계정에 대한 편집 및 삭제 단추가 포함됩니
다. [CXM-38350]
다수의 트랜잭션 로그로 디스크 공간 제한이 초과되어 예약된 데이터베이스 정리가 실패합니다. [CXM-38439]
자동화된 동작의 트리거가 장치 속성의 null 값에 기반하는 경우 동작이 해당 장치에 대해 수행됩니다. 예를 들어 플랫폼이 iOS
가 아닌 경우 장치를 초기화하도록 설정된 동작이 iOS 장치를 초기화합니다. [CXM-38470]
RBAC에서 PKI 엔터티 및 자격 증명 공급자 역할만 있는 관리자의 경우: 관리자가 PKI 엔터티 또는 자격 증명 공급자를 추가할
때 XenMobile 콘솔에서 로그아웃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RBAC 역할을 가진 관리자에게 인증서 권한을 추가하십시오.
[CXM-38713]
https:// /services/zdmservice 같은 보안 연결을 통해 XenMobile Server에 MSP(모바일 서비스 공급자)를 구성하면 연결이 실패
하고 다음 오류가 표시됩니다. "메시지에 대한 보안을 확인하는 동안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CXM-39048]
구성 > 장치 정책 > 앱 잠금 정책에서: 정책 이름을 입력하고 iOS 페이지로 이동한 후 앱 번들 ID 메뉴에 번들 ID가 표시되지 않
습니다. Android와 iOS를 전환하면 앱 번들 ID가 표시됩니다. [CXM-39302]
갱신된 SSL 수신기 인증서를 XenMobile로 가져올 때 "인증서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XenMobile
Server를 다시 시작한 후에도 인증서 페이지와 XenMobile 데이터베이스가 계속해서 이전 인증서를 참조합니다. 그러나 웹 브라
우저에는 새 인증서가 표시됩니다. [CXM-39409]
Secure Hub가 설치되지 않은 장치를 규정 위반으로 표시하는 동작의 경우: Secure Hub가 있는 장치도 규정 위반으로 표시됩니
다. 이 수정 사항은 다음 패턴을 가진 동작에 적용됩니다. 트리거: 설치된 앱 이름이 <앱 이름>이 아닌 경우 또는 설치된 앱 이름
에 <앱 이름>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 동작: <5~10>분의 지연 후에 <동작>을 수행합니다. [CXM-39410]
관리자가 XenMobile Server 콘솔에 로그인한 후 라이센스 서버 문제가 발생하여 클러스터된 XenMobile Server가 다시 시작됩
니다. [CXM-39411]
설정 > 라이센스 페이지에 표시되는 XenMobile 라이센스 수에 최근 설치된 영구 라이센스만 포함되고 연간 라이센스는 포함되
지 않습니다. [CXM-39412]
구성 > 앱 목록에서 Secure Mail 또는 Android용 Secure Web을 마우스 왼쪽 단추로 클릭하고 자세히 표시를 클릭하면 다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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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메시지가 표시될 수 있습니다. "구성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다시 시도하십시오." 앱 등급 섹션에서 Android 탭이 비어 있습
니다. [CXM-40334]
관리 > 장치에서 내보낼 수 있는 보고서에 레이블이 "ASM DEP 장치 유형"인 열이 두 개 있습니다. [CXM-40872]
RBAC 관리자가 XenMobile Server 콘솔에서 관리되는 장치를 볼 수 없습니다. 500 서버 내부 오류가 발생합니다. [CXM-41147]
XenMobile Store에서 XenApp 및 XenDesktop Apps에 대한 앱 설명이 "원격 사무소\도구" 대신 "원격 사무소 XA%3D%3D도
구"로 표시됩니다. [CXM-41575]
Secure Hub APK 파일을 XenMobile 콘솔로 다운로드하는 동안 '500 서버 내부 오류'가 발생합니다. [CXM-41855]
iOS에 대한 앱 구성 장치 정책을 구성할 때: 사전 내용에 "&" 구분 기호가 포함되어 있으면 장치에서 XML 코드가 작동하지 않습
니다. 로그의 XML 유효성 검사 오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엔터티 "name"에 대한 참조는 ';' 구분 기호로 끝나야 합니다.' [CXM41883]
대시보드에 표시되는 보류 중인 선택적 초기화의 수가 분석 탭에 표시되는 수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CXM-42020]
콘솔 로그 파일에 기록되는 NAC 동작으로 인해 큰 파일이 생성됩니다. [CXM-42071]
Windows 인증을 사용하는 Microsoft JDBC(Java Database Connectivity) 드라이버로 전환할 때 XenMobile Server 데이터베이
스 연결 확인이 실패합니다. [CXM-42271]
ps 유틸리티 관련 문제로 인해 XenMobile Server 노드가 다시 부팅됩니다. [CXM-42305]
XenMobile Server 10.6에서 XenMobile Server 10.7로 업그레이드하는 경우 MAM 전용 모드에서 등록된 장치가 MDX 앱을 다운
로드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CXM-42345]
특정 버전 관리 시나리오에서 앱 업데이트 확인 기능이 올바르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CXM-42388]
Samsung SAFE에 대한 제한 장치 정책의 경우: 브라우저, YouTube 및 Google Play/Marketplace 옵션이 더 이상 사용되지 않
습니다. 이러한 기능을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으려면 응용 프로그램 사용 안 함 옵션을 사용합니다. [CXM-43043]
XenMobile Server를 10.7 RP 1 또는 RP 2로 업그레이드하는 경우 서버 속성 ios.ssl.proxy.disable을 추가하고 클러스터된 모든
XenMobile Server를 다시 시작하기 전까지 장치 등록이 중지됩니다. [CXM-43419, CXM-44293]
Android for Work에 대해 구성된 환경에서: 장치를 등록하고 앱을 추가한 후 장치의 Google Play에 앱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엔
터프라이즈를 등록 취소하고 재등록한 후 앱을 추가하면 Google Play에 아무 앱도 표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CXM-43424]
지원 번들에 포함된 기본 백업 아카이브 수로 인해 매우 큰 파일이 생성됩니다. [CXM-43598]
다음 로그 메시지와 함께 등록이 실패합니다. com.zenprise.zdm.enroll.EnrollmentException:
com.hazelcast.core.OperationT imeoutException: 작업 하트비트 시간 초과로 인해 QueryPartitionOperation 호출을 완료하지
못했습니다. [CXM-43779]
터널 및 웹 클립 장치 정책이 있는 Android 장치에서: 웹 클립을 열고 브라우저에서 여러 번 뒤로 가면 Secure Hub가 중단됩니
다. [CXM-43812]
OS 업데이트 제어 장치 정책을 iOS 장치에 배포한 후: XenMobile의 ActiveSync ID가 장치의 ActiveSync ID와 일치하지 않습니
다. 따라서 사용자가 전자 메일에 액세스할 수 없습니다. [CXM-43958]
XenMobile 콘솔을 사용하여 사용자 또는 장치를 검색할 때 속도가 느려집니다. [CXM-44120]
클러스터된 XenMobile Server를 10.7 RP2로 업그레이드한 후 시간 초과 예외와 함께 등록이 실패합니다. [CXM-45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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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솔 로그 파일에 기록되는 NAC(네트워크 액세스 제어) 동작으로 인해 큰 파일이 생성됩니다. [XMHELP-817]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EWDEPLOY_HISTO이 주기적으로 정리되지 않아 테이블 크기가 커집니다. [XMHELP-827]

관련 정보
XenMobile Support Knowledge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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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진 문제
Feb 21, 20 18

XenMobile 10.8에는 다음과 같은 알려진 문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XenMobile Apps 관련 알려진 문제에 대해서는 알려진 문제를 참조하십시오.
macOS 장치에 대한 등록 초대는 macOS 대신 MACOSX를 참조하십시오. [CXM-32370]
RBAC 관리자가 신규 또는 기존 사용자에게 기본 관리자 역할을 할당할 수 있습니다. 기본 관리자 역할 할당은 슈퍼 관리자로 제
한되어야 합니다. [CXM-37805]
XenMobile Server 10.7 이상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장치를 등록한 후: XenMobile 콘솔에 표시되는 라이센스 수가 실제 등록된 장
치 수보다 훨씬 큽니다. 이 문제는 타사 구성 요소로 인한 것입니다. [CXM-40533]
XenMobile Server가 FIPS(Federal Information Processing Standard) 모드에서 설치된 경우 SQL 인증을 사용하는 Microsoft
JDBC(Java Database Connectivity) 드라이버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Windows 인증을 사용하는 JDBC 드라이버로의 전환은 실패
합니다. [CXM-42619]
SQL Server가 하위 도메인에 배포되거나 하위 도메인 데이터베이스 로그인이 사용되는 경우 Windows 인증을 사용하는
Microsoft JDBC(Java Database Connectivity)가 실패합니다. [CXM-42969]
구성 > 장치 정책 및 구성 > 앱 페이지에서: 유형 열로 목록을 정렬하면 항목이 올바른 순서로 표시되지 않습니다. [CXM43565]
공유 장치에 등록되지 않은 사용자가 장치에 로그인하는 경우: 자가 지원 포털에 선택적 초기화 및 전체 초기화 명령이 활성 상
태로 표시됩니다. 공유 장치에 등록되지 않은 사용자에게 이러한 명령은 비활성 상태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CXM-45365]
Safari에서 분석 > 보고 페이지를 사용할 때 그래프를 PDF로 내보낼 수 없습니다. [CXM-45716]
구성 > 앱에서 최신 Chrome의 .apk 파일(com.android.chrome_v64.0.3282.137-328213700_Android-4.1)을 XenMobile에 업로
드하면 500 서버 내부 오류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CXM-45722]
macOS 장치에 대한 무선 등록이 Safari 및 Chrome 브라우저에서만 지원됩니다. [CXM-45872]
XenMobile Server 10.7 및 10.8이 원격 PostgreSQL 10.1.3과 호환되지 않습니다. 원격 PostgreSQL 9.5.1 또는 9.5.11을 사용해야
합니다. [CXM-46253]
XenMobile이 Android for Work의 자체 호스트된 응용 프로그램의 관리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이 기능은 XenMobile Server 10.8
의 새로운 기능이 아닙니다. Google에서 수행한 변경 사항으로 인해 모든 신규 및 기존 서버에서 이 기능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CXM-46413]

관련 정보
XenMobile Support Knowledge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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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키텍처
Feb 21, 20 18

조직의 장치 또는 앱 관리 요구 사항에 따라 XenMobile 참조 아키텍처에서 배포할 XenMobile 구성 요소를 선택합니다.
XenMobile의 구성 요소는 모듈식이며 상호 기반하여 구축됩니다. 예를 들어 조직의 사용자에게 모바일 앱에 대한 원격 액세스
를 제공하고 사용자 장치 유형을 추적하려면 XenMobile과 함께 NetScaler Gateway를 배포합니다. XenMobile은 앱 및 장치를
관리하는 데 사용되고 NetScaler Gateway는 사용자가 조직의 네트워크에 연결할 때 사용됩니다.
XenMobile 구성 요소 배포: XenMobile을 배포하여 사용자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내부 네트워크의 리소스에 연결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내부 네트워크로의 연결. 원격 사용자의 경우 NetScaler Gateway를 통해 VPN 또는 마이크로 VPN 연결을 사용하여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 연결은 내부 네트워크의 앱 및 데스크톱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합니다.
장치 등록. 사용자가 XenMobile에서 모바일 장치를 등록할 수 있으므로 네트워크 리소스에 연결하는 장치를 XenMobile 콘
솔에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웹, SaaS 및 모바일 앱. 사용자는 XenMobile에서 Secure Hub를 통해 웹, SaaS 및 모바일 앱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Windows 기반 앱 및 가상 데스크톱. 사용자는 Citrix Receiver 또는 웹 브라우저에 연결하여 StoreFront 또는 Web Interface
에서 Windows 기반 앱 및 가상 데스크톱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온-프레미스 XenMobile Server에 대해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려면 XenMobile 구성 요소를 다음 순서로 배포하는 것이 좋습니
다.
NetScaler Gateway. Quick Configuration(빠른 구성) 마법사를 통해 NetScaler Gateway의 설정을 구성하여 XenMobile,
StoreFront 또는 Web Interface와의 통신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NetScaler Gateway에서 Quick Configuration(빠른 구성)
마법사를 사용하기 전에 XenMobile, StoreFront 또는 Web Interface 중 하나를 설치하여 통신을 설정해야 합니다.
XenMobile. XenMobile을 설치한 후 XenMobile 콘솔에서 사용자의 모바일 장치 등록을 허용하는 정책 및 설정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바일, 웹 및 SaaS 앱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앱에는 Apple App Store 또는 Google Play 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MDX T oolkit을 사용하여 래핑되고 콘솔에 업로드된 모바일 앱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MDX T oolkit. MDX T oolkit을 사용하면 조직 내부 또는 회사 외부에서 만들어진 모바일 앱을 안전하게 래핑할 수 있습니다.
앱을 래핑한 후에는 XenMobile 콘솔을 사용하여 앱을 XenMobile에 추가하고 필요에 따라 정책 구성을 변경합니다. 또한 앱
범주를 추가하고, 워크플로를 적용하고, 배달 그룹에 앱을 배포할 수 있습니다. MDX T oolkit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StoreFront(선택 사항). Receiver 연결을 통해 StoreFront의 Windows 기반 앱 및 가상 데스크톱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ShareFile Enterprise(선택 사항). ShareFile을 배포하는 경우 XenMobile을 통해 엔터프라이즈 디렉터리를 통합하여
SAML(Security Assertion Markup Language) ID 공급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ShareFile에 대한 ID 공급자 구성에 대한 자세
한 내용은 ShareFile 지원 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XenMobile은 XenMobile 콘솔을 통해 장치 관리 및 앱 관리를 제공합니다. 이 섹션에서는 XenMobile 배포의 참조 아키텍처를
설명합니다.
프로덕션 환경에서는 확장성 및 서버 중복성을 위해 XenMobile 솔루션을 클러스터 구성으로 배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NetScaler SSL 오프로드 기능을 사용하면 XenMobile Server의 부하가 줄고 처리량이 늘어납니다. NetScaler에 부하 분산을 위
한 가상 IP 주소 2개를 구성하여 XenMobile 클러스터를 설정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클러스터링을 참조하십시오.
재해 복구 배포용으로 XenMobile을 구성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포 안내서의 Disaster Recovery(재해 복구)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이 문서에는 아키텍처 다이어그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XenMobile 배포의 다양한 참조 아키텍처를 설명합니다. 참조 아키텍처 다이어그램은 XenMobile 배포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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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인 Reference Architecture for On-Premises Deployments(온-프레미스 배포의 참조 아키텍처) 및 Reference Architecture
for Cloud Deployments(클라우드 배포의 참조 아키텍처)를 참조하십시오. 전체 포트 목록은 포트 요구 사항(온-프레미스) 및 포
트 요구 사항(클라우드)을 참조하십시오.
MDM(모바일 기기 관리) 모드

Important
MDM 모드를 구성하고 나중에 ENT 모드로 변경하는 경우 동일한 인증(Active Directory)을 사용해야 합니다. XenMobile은 사용자 등록
후의 인증 모드 변경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XenMobile 10 MDM Edition에서 Enterprise Edition으로 업그레이드를 참조하
십시오.

XenMobile MDM Edition은 모바일 기기 관리를 제공합니다. 플랫폼 지원은 지원되는 장치 운영 체제를 참조하십시오.
XenMobile의 MDM 기능만 사용하려는 경우 XenMobile을 MDM 모드로 배포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장치 정책 및 앱 배포
자산 인벤토리 검색
장치에서 장치 초기화와 같은 동작 수행
권장 모델에서 XenMobile Server는 DMZ에 배치되며 XenMobile의 보호를 개선하는 NetScaler를 선택적으로 그 앞에 배포할
수 있습니다.
MAM(모바일 앱 관리) 모드
MAM 또는 MAM 전용 모드는 모바일 앱 관리를 제공합니다. 플랫폼 지원은 지원되는 장치 운영 체제를 참조하십시오.
XenMobile의 MAM 기능만 사용하고 MDM에 장치를 등록하지 않으려는 경우 XenMobile을 MAM 모드로 배포합니다. 예를 들
어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BYO 모바일 장치의 앱 및 데이터 보안
엔터프라이즈 모바일 앱 제공
앱 잠금 및 데이터 초기화
장치를 MDM에 등록할 수 없습니다.
이 배포 모델에서 XenMobile Server는 XenMobile의 보호를 개선하는 NetScaler Gateway 다음에 배치됩니다.
MDM+MAM 모드
MDM과 MAM 모드를 함께 사용하면 모바일 앱 및 데이터 관리 기능과 모바일 기기 관리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 지
원은 지원되는 장치 운영 체제를 참조하십시오. XenMobile의 MDM 기능과 MAM 기능을 사용하려는 경우 XenMobile을
ENT (엔터프라이즈) 모드로 배포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MDM을 사용하여 회사에서 발급한 장치 관리
장치 정책 및 앱 배포
자산 인벤토리 검색
장치 초기화
엔터프라이즈 모바일 앱 제공
장치의 앱 잠금 및 데이터 초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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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장 배포 모델에서 XenMobile Server는 DMZ에 배치되며 XenMobile의 보호를 개선하는 NetScaler Gateway를 그 앞에 배포
합니다.
내부 네트워크의 XenMobile - 다른 배포 옵션은 온-프레미스 XenMobile Server를 DMZ가 아닌 내부 네트워크에 배치하는 것
입니다. 이 배포는 보안 정책에 따라 DMZ에 네트워크 장비만 배치해야 하는 경우 사용됩니다. 이 배포에서 XenMobile Server는
DMZ에 배치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DMZ의 SQL Server 및 PKI 서버에 대한 액세스를 허용하기 위해 내부 방화벽의 포트를 열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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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요구 사항 및 호환성
Feb 21, 20 18

추가 요구 사항 및 호환성 정보는 다음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XenMobile 호환성
지원되는 장치 운영 체제
포트 요구 사항
확장성
라이센스
FIPS 140-2 준수
언어 지원
XenMobile 10.8을 실행하려면 다음과 같은 최소 시스템 요구 사항이 필요합니다.
다음 중 하나:
XenServer(지원되는 버전: 6.5.x, 7.0, 7.1, 7.2, 7.3). 자세한 내용은 XenServer를 참조하십시오.
VMware(지원되는 버전: ESXi 5.5, ESXi 6.0 또는 ESXi 6.5.0). 자세한 내용은 VMware를 참조하십시오.
Hyper-V(지원되는 버전: Windows Server 2012 R2 또는 Windows Server 2016). 자세한 내용은 Hyper-V를 참조하십시오.
듀얼 코어 프로세서
가상 CPU 4개
프로덕션 환경의 경우 8GB RAM. POC 및 테스트 환경의 경우 4GB RAM
50GB의 디스크 공간
Citrix 라이센스 서버 11.14.x 이상

NetScaler Gateway 시스템 요구 사항
XenMobile 10.8과 함께 NetScaler Gateway를 실행하려면 다음과 같은 최소 시스템 요구 사항이 필요합니다.
NetScaler Gateway(온-프레미스). 지원되는 버전: 12.0, 11.1
또한 Active Directory와 통신하기 위한 서비스 계정이 있어야 합니다. 쿼리 및 읽기 권한만 있으면 됩니다.

XenMobile 10.8 데이터베이스 요구 사항
XenMobile에는 다음 데이터베이스 중 하나가 필요합니다.
Microsoft SQL Server
XenMobile 저장소는 다음과 같은 지원되는 버전 중 하나에서 실행되는 Microsoft SQL Server 데이터베이스를 지원합니
다. Microsoft SQL Server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Microsoft SQL Server를 참조하십시오.
Microsoft SQL Server 2016
Microsoft SQL Server 2014 SP1
Microsoft SQL Server 2012 R2 SP3
Microsoft SQL Server 2012
XenMobile은 데이터베이스 고가용성을 위한 SQL Basic 가용성 그룹(Always On 가용성 그룹) 및 SQL 클러스터링을 지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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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soft SQL은 원격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XenMobile에 사용할 SQL Server 서비스 계정에 DBcreator 역할 권한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SQL Server 서비스 계
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Microsoft Developer Network 사이트에서 다음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이러한 링크는 SQL
Server 2014에 대한 정보를 가리킵니다. 다른 버전을 사용하는 경우 Other Versions(다른 버전) 목록에서 서버 버전을 선
택하십시오.
서버 구성 - 서비스 계정
Windows 서비스 계정 및 권한 구성
서버 수준 역할
PostgreSQL(테스트 환경 전용). PostgreSQL은 XenMobile에 포함되어 있으며 테스트 환경에서 로컬 또는 원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테스트 환경에서 만든 데이터베이스를 프로덕션 환경으로
이동할 수 없습니다.
참고: 모든 XenMobile 버전은 Windows용 원격 PostgreSQL 9.5.1 및 9.5.11을 지원하며, 최대 300개 장치만 지원하는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장치 개수가 300개가 넘을 경우 온-프레미스 SQL Server를 사용하십시오. 클러스터링은 지원되지 않습
니다.

StoreFront 호환성
StoreFront 3.13
StoreFront 3.12
StoreFront 3.0.5000.1
XenApp 및 XenDesktop 7.16
XenApp 및 XenDesktop 7.15 LT SR(Long Term Service Release)
XenApp 및 XenDesktop 7.6 LT SR CU5

기타 호환성
XenMobile Mail Manager 10.1.1.149
XenMobile NetScaler Connector 8.5.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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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enMobile 호환성
Feb 21, 20 18

새로운 기능, 수정 사항 및 정책 업데이트를 사용하려면 Citrix 권장 사항에 따라 MDX Toolkit, Secure Hub 및 XenMobile Apps의
최신 버전을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MDX Toolkit 대신 MDX Service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Important
2017년 12월 31일에 XenMobile 생산성 앱에 대한 엔터프라이즈 배포 지원이 종료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Citrix Product Matrix(Citrix
제품 매트릭스)를 참조하십시오. 이제 Citrix는 공용 앱 스토어 배포만 지원합니다.

이 문서에서는 통합이 가능한 지원되는 XenMobile 구성 요소의 버전을 요약하여 보여 줍니다.

지원되는 버전 및 업그레이드 경로
Secure Hub, MDX Toolkit 및 XenMobile Apps의 최신 버전은 XenMobile Server의 최신 버전 및 두 이전 버전과 호환됩니다.
최신 버전의 XenMobile Apps에는 최신 버전의 Secure Hub가 필요합니다. 이전 두 버전의 앱은 최신 Secure Hub와 호환됩니다.

XenMobile Server(온-프레미스)
이전 두 버전의 XenMobile Server에서 업그레이드할 수 있습니다.
최신 버전의 XenMobile Server:
XenMobile Server 10.8
업그레이드 원본:
XenMobile Server 10.7.x
XenMobile Server 10.6.x

MDX Toolkit
MDX Toolkit 10.7.10은 XenMobile Apps의 래핑을 지원하는 마지막 릴리스입니다. 사용자는 공용 앱 스토어에서 XenMobile
Apps 버전 10.7.5 이상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버전 6.5 이후 사용자는 공용 앱 스토어에서 XenMobile용 ShareFile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MDX T oolkit의 최신 릴리스 3개(n.n.n)가 지원됩니다.
최신 T oolkit 버전은 MDX T oolkit 10.7.20입니다(iOS 및 Android용). Citrix Enterprise Secure Apps를 래핑할 때는 이 버전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MDX T oolkit 10.7.10, MDX T oolkit 10.6.20(iOS) 및 MDX T oolkit 10.6.20(Android)에서 MDX T oolkit 10.7.20으로 업그레이
드할 수 있습니다.
Secure Mail 및 Secure Web 등 Citrix Enterprise Secure Apps의 래핑에 지원되는 마지막 T oolkit 버전은 MDX T oolkit
10.7.10(iOS 및 Android)입니다.
MDX T oolkit 10.7.5에서 MDX T oolkit 10.7.10으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습니다.

공용 스토어의 XenMobile 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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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공용 앱 스토어에서 XenMobile Apps 버전 10.7.5 이상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버전 6.5 이후 사용자는 공용 앱 스토
어에서 XenMobile용 ShareFile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이전 두 버전에서 업그레이드할 수 있습니다.
자동 업데이트를 사용하도록 설정한 사용자는 앱 스토어에서 최신 버전을 받습니다.
최신 앱은 이전의 두 MDX 파일을 지원합니다.
iOS 및 Android용 Secure Hub, Secure Mail 및 Secure Web의 최신 버전:
10.7.30
10.7.25
10.7.20
업그레이드 원본:
Secure Hub 10.7.15 또는 10.7.10
Secure Mail 10.7.15 또는 10.7.10
Secure Web 10.7.15 또는 10.7.10
Citrix Enterprise Secure Apps의 경우
다음 표에 MDX Toolkit 10.7.10으로 래핑할 수 있는 최종 Citrix Enterprise Secure Apps 버전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1

XenMobile App

iOS 버전

Android 버전

Secure Forms

10.7.0.13, 10.7.0.67

-

Secure Mail

10.7.20, 10.7.25, 10.7.30

10.7.20, 10.7.25, 10.7.30

Secure Notes

10.7.0

10.6.20

Secure Tasks

10.7.0

10.6.20

Secure Web

10.7.20, 10.7.25, 10.7.30

10.7.20, 10.7.25, 10.7.30

QuickEdit

6.15

6.16

ScanDirect

1.3.6

-

ShareConnect

3.5

3.5

ShareFile1

6.6

6.6

ShareFile은 10.7.10 버전 이후의 MDX Toolkit 버전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브라우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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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enMobile 10.8은 다음과 같은 브라우저를 지원합니다.
Internet Explorer(버전 9 이하 제외)
Chrome
Firefox
자가 지원 포털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장치의 Safari
XenMobile 10.8은 최신 버전의 브라우저와 호환되며 현재 버전 이전 버전과 호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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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되는 장치 운영 체제
Feb 21, 20 18

XenMobile은 앱, 장치 관리 등 엔터프라이즈 모바일 관리를 위한 다음 플랫폼 및 운영 체제를 실행하는 장치를 지원합니다. 플
랫폼 제한 및 보안 기능으로 인해 XenMobile에서 일부 플랫폼의 일부 기능이 지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문서의 지원되는 장치 플랫폼 정보는 XenMobile Mail Manager 및 XenMobile NetScaler Connector에도 적용됩니다.

메모
Citrix는 최소한 각 주요 운영 체제 플랫폼의 현재 및 이전 버전을 지원합니다. 최신 XenMobile 버전의 일부 기능은 이전 플랫폼 릴리스에
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문서에는 각 운영 체제에 대해 Citrix가 지원하는 항목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또한 Citrix가 테스트한
장치 모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른 장치 모델과 관련된 문제는 Citrix 지원으로 문의하십시오.

Android
Android O(버전 8) 릴리스 관련 사항:
Android 5는 XenMobile에서 지원되는 최소 버전이 되었습니다.
XenMobile Apps의 버전 10.6.20 공용 앱 스토어 릴리스부터 Android 4.4x에 대한 지원이 종료되었습니다.
XenMobile 10.x
모든 모드에 대해 지원되는 운영 체제: Android 5.x, 6.x, 7.x, 8
MDM 전용 모드에 대해 지원되는 운영 체제: Android 4.4, 5.x, 6.x, 7.x, 8
XenMobile 앱 및 MDX 래핑된 앱은 ARM 기반 프로세서를 탑재한 Android 장치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Intel x86 또는 x64 기
반 Android 장치에서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MDM+MAM(엔터프라이즈) 모드의 XenMobile 10.x에서 테스트된 Android 장치 및 운영 체제
Google Nexus 9 T ablet(운영 체제 7.0)
Google Nexus 5(운영 체제 6.0.1)
Google Nexus 5X(운영 체제 7.1.1 및 8.0)
Google Nexus 9 T ab(운영 체제 5.0.1)
Google Nexus 9 T ab(운영 체제 5.1.1)
Google Nexus 6P(운영 체제 7.1.1 및 8.0)
Google Nexus 6(운영 체제 6.0.1 및 7.0)
Google Nexus 5(운영 체제 8.0)
Google Pixel(운영 체제 7.0 및 8.0)
Google Pixel C(운영 체제 8.0)
Google Pixel XL(운영 체제 8.0)
Google Pixel 2(운영 체제 8.0)
Google Pixel 2 XL(운영 체제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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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laxy S8(운영 체제 7.1.1)
Galaxy S7(운영 체제 7.0)
Galaxy S6(운영 체제 6.0.1, 5.0)
Galaxy T ab A(운영 체제 6.0)
Galaxy Note3 모델 SM-N900(운영 체제 5.0)
Galaxy S6 Edge, SM-G925F(운영 체제 6.0.1)
Galaxy S5 SM-G900F(운영 체제 6.0.1)
Galaxy S5 SM-G900H(운영 체제 6.0.1)
Huawei P10 Lite
Huawei P10
Huawei P8 Lite 2017
Moto T urbo(운영 체제 6.0.1)
OnePlus(운영 체제 5, 6, 7, 8)
Sony Xperia, 모델: SGP311(운영 체제 5.0.1)
Zebra(모든 모델 및 운영 체제)
MDM 전용 모드의 XenMobile 10.x에서 테스트된 Android 장치 및 운영 체제
Google Nexus 7 T ablet(운영 체제 4.4.4)
Google Nexus 9 T ablet(운영 체제 7.0)
Google Nexus 5(운영 체제 6.0.1)
Google Nexus 5X(운영 체제 7.1.1 및 8.0)
Google Pixel(운영 체제 7.0 및 8.0)
Google Pixel C(운영 체제 8.0)
Google Pixel XL(운영 체제 8.0)
Google Pixel 2(운영 체제 8.0)
Galaxy S7(운영 체제 7.0)
Galaxy S8(운영 체제 7.1.1)
Galaxy S6(운영 체제 6.0.1, 5.0)
Galaxy T ab A(운영 체제 6.0)
Galaxy Note3 모델 SM-N900(운영 체제 5.0)
Galaxy S6 Edge, SM-G925F(운영 체제 6.0.1)
Galaxy S5 SM-G900F(운영 체제 6.0.1)
Galaxy S5 SM-G900H(운영 체제 6.0.1)
Huawei Nexus 6(운영 체제 6.0.1 및 7.0)
Huawei P10 Lite
Huawei P10
Huawei P8 Lite 2017
Nexus 9 T ab(운영 체제 5.0.1)
Nexus 9 T ab(운영 체제 5.1.1)
Nexus 7(운영 체제 4.4)
Nexus 5(운영 체제 8.0)
OnePlus(운영 체제 5, 6, 7, 8)
Sony Xperia, 모델: SGP311(운영 체제 5.0.1)
Zebra(모든 모델 및 운영 체제)
또한 다음 장치 유형은 Secure Mail로 테스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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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ice type

Operating system

Google Pixel

7.0 및 8.0

Samsung S8

7.0

Samsung S7

7.0

Samsung S6

6.0.1

Samsung S5

5

Samsung Tab A

6.0.1

Google Pixel 2

8.0

SAFE 및 KNOX
호환되는 Samsung 장치에서 XenMobile 10.x는 SAFE(Samsung for Enterprise) 및 Samsung KNOX 정책을 지원하고 확장합니
다. XenMobile에서 SAFE 정책 및 제한을 배포하려면 먼저 SAFE API를 사용하도록 설정해야 합니다. 이 작업을 수행하려면 기
본 제공 Samsung ELM(Enterprise License Management) 키를 장치에 배포합니다. Samsung KNOX API를 사용하도록 설정하려
면:
1. Samsung KLMS(KNOX License Management System)를 사용하여 Samsung KNOX 라이센스를 구입합니다.
2. Samsung ELM 키를 배포합니다.
HTC 관련 정책의 경우 XenMobile은 HTC API 버전 0.5.0을 지원합니다. Sony 관련 정책의 경우 XenMobile은 Sony Enterprise
SDK 2.0을 지원합니다.

iOS
iOS 11 릴리스 관련 사항:
XenMobile의 iOS 8 장치 지원이 종료되었습니다.
2017년 10월 31일에 XenMobile Apps를 실행하는 iOS 9 장치에 대한 XenMobile 지원이 종료되었습니다.
MDM 모드의 iOS 9 장치에 대한 XenMobile의 지원은 계속됩니다.
Secure Hub는 iOS 11을 실행하는 장치에서 더 이상 SHA-1 인증서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관련 문제를 방지하려면 장치를 iOS
11로 업그레이드하기 전에 Secure Hub 10.6.10 이상으로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이 변경 사항 안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XenMobile iOS 11 and Android O Support(XenMobile iOS 11 및 Android O 지원)의 Knowledge Center 문서를 참조하십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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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enMobile 10.6 및 10.7
iOS 11.x
iOS 10.x
iOS 9.x(MDM에만 해당)
XenMobile 10.6 및 10.7이 지원하는 일부 iOS 장치:
iPhone X
iPhone 8, 8 Plus
iPhone 7 Plus 10.2.1(XenMobile 10.5 이상)
iPhone 6, 6 Plus, 6S Plus, 6S+, 5s
iPhone 5, 5c(iOS 9.x에만 해당)
iPad 2, 3
iPad Air, iPad Air-2, iPad Mini-4, Mini-3, Mini-2
iPad Pro

macOS
XenMobile 10.7
macOS 10.11 El Capitan
macOS 10.12 Sierra
macOS 10.13 High Sierra
XenMobile 10.6
macOS 10.10 Yosemite
macOS 10.11 El Capitan
macOS 10.12 Sierra

Windows Phone 및 태블릿
XenMobile 10.5, 10.6 및 10.7
Windows 10 RS1/RS2/RS3 Phone 및 태블릿
XenMobile이 MAM 전용 모드에 있는 경우 지원되지 않습니다.
Windows Phone 10
Windows Phone 8.1
MDM 모드만 해당
Windows Mobile/CE
XenMobile이 MAM 전용 모드에 있는 경우 지원되지 않습니다.

Symbian
XenMobile 10.6 및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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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목록에는 XenMobile 10.5, 10.6, 10.7이 지원하는 일부 Symbian 장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Symbian 3
Symbian S60 5th Edition
Symbian S60 3rd Edition, Feature Pack 2
Symbian S60 3rd Edition, Feature Pack 1
Symbian S60 3rd Edition
Symbian S60 2nd Edition, Feature Pack 3
Symbian S60 2nd Edition, Feature Pack 2

BlackBerry
BlackBerry 장치의 관리는 XenMobile Mail Manager를 통해 제공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XenMobile Mail Manager를 참조하십
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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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트 요구 사항
Feb 21, 20 18

장치 및 앱에서 XenMobile과 통신할 수 있도록 하려면 방화벽에서 특정 포트를 열어야 합니다. 열어야 하는 포트가 다음 표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XenMobile Service의 포트 요구 사항은 포트 요구 사항을 참조하십시오.

NetScaler Gateway 및 XenMobile의 앱 관리를 위한 포트 열기
Citrix Secure Hub, Citrix Receiver 및 NetScaler Gateway 플러그인 사용자가 NetScaler Gateway를 통해 다음 구성 요소에 연결
할 수 있도록 하려면 다음 포트를 열어야 합니다.
XenMobile
StoreFront
XenDesktop
XenMobile NetScaler Connector
인트라넷 웹 사이트와 같은 다른 내부 네트워크 리소스
NetScaler에서 Launch Darkly로의 트래픽을 활성화하려면 이 Support Knowledge Center 문서에 나와 있는 IP 주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NetScaler Gateway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NetScaler Gateway 설명서에서 Conﬁguration Settings for your XenMobile
Environment(XenMobile 환경에 대한 설정 구성)를 참조하십시오. NetScaler가 소유한 IP 주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NetScaler
설명서에서 How a NetScaler Communicates with Clients and Servers(NetScaler가 클라이언트 및 서버와 통신하는 방법)를 참
조하십시오. NSIP(NetScaler IP), VIP(가상 서버 IP) 및 SNIP(서브넷 IP) 주소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TCP port

Description

Source

Destination

21 또는 22

FT P 또는 SCP 서버로 지원 번들을 보내는 데 사용됩니다.

XenMobile

FT P 또는 SCP 서버

3(TCP 및
UDP)

NetScaler Gateway
DNS 연결에 사용됩니다.

DNS 서버
XenMobile

NetScaler Gateway가 두 번째 방화벽을 통해 VPN 연결을 내부 네트워크 리소
80

스에 전달합니다. 이 상황은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NetScaler Gateway 플러그

NetScaler Gateway

인트라넷 웹 사이트

인으로 로그온한 경우 발생합니다.
StoreFront 및 Web
80 또는

열거, 티켓 생성 및 인증에 사용되는 XML 및 STA(Secure T icket Authority) 포트

Interface XML 네트

8080

입니다.

워크 트래픽

포트 443을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NetScaler Gateway

__________
443

XenDesktop 또는
XenApp

STA

123(TCP 및
UDP)

NetScaler Gateway
NT P(Network T ime Protocol) 서비스에 사용됩니다.

NT P 서버
XenMobile
NetScaler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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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Scaler Gateway
389

보안되지 않은 LDAP 연결에 사용됩니다.

TCP port

Description

는 Microsoft
XenMobile
Source

Citrix Receiver의 StoreFront 연결 또는 Receiver for Web의

인터넷

XenApp/XenDesktop 연결에 사용됩니다.

인터넷

웹, 모바일 및 SaaS 앱 제공을 위해 XenMobile에 연결할 때 사용됩니다.

XenMobile

일반 장치와 XenMobile Server의 통신에 사용됩니다.

인터넷

등록을 위해 모바일 장치에서 XenMobile에 연결할 때 사용됩니다.

XenMobile

XenMobile에서 XenMobile NetScaler Connector에 연결할 때 사용됩니다.

XenMobile
NetScaler

XenMobile NetScaler Connector에서 XenMobile에 연결할 때 사용됩니다.

Connector
XenMobile

인증서 인증을 사용하지 않는 배포의 콜백 URL에 사용됩니다.

514

XenMobile과 syslog 서버 간의 연결에 사용됩니다.

636

보안 LDAP 연결에 사용됩니다.

1812

2598

내부 네트워크의 Windows 기반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ICA 연결에 사용됩니
다. 이 포트는 열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RADIUS 연결에 사용됩니다.

세션 안정성을 사용한 내부 네트워크의 Windows 기반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연결에 사용됩니다. 이 포트는 열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3269

30001

9443

45000

XenMobile
XenMobile
NetScaler
Connector
XenMobile
NetScaler

LDAP 인증 서버 또
는 Active

NetScaler Gateway

NetScaler Gateway

NetScaler Gateway

Directory
XenApp 또는
XenDesktop
RADIUS 인증 서버

XenApp 또는
XenDesktop
LDAP 인증 서버 또
는 Active

XenMobile

Directory

NetScaler Gateway

LDAP 인증 서버 또

Microsoft 글로벌 카탈로그의 보안 LDAP 연결에 사용됩니다.

다.

XenMobile

NetScaler Gateway

Microsoft 글로벌 카탈로그의 보안되지 않은 LDAP 연결에 사용됩니다.

NetScaler와 XenMobile NetScaler Connector 간의 HT T P 트래픽에 사용됩니

Gateway

Syslog 서버

는 Active
XenMobile

9080

NetScaler

XenMobile

NetScaler Gateway
3268

Gateway

Gateway

XenMobile

1494

Active Directory
Destination
NetScaler

아래 각 항목은 오른쪽 열의 동일한 항목에 대응됩니다.

443

LDAP 인증 서버 또

Directory
XenMobile

NetScaler

NetScaler
Connector

HT T PS 서비스의 초기 스테이징을 위한 관리 API

NetScaler와 XenMobile NetScaler Connector 간의 HT T PS 트래픽에 사용됩니
다.

내부 LAN

XenMobile Server
XenMobile

NetScaler

NetScaler
Connector

클러스터에 배포된 두 XenMobile VM 간의 통신에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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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______
80
TCP port

클러스터에 배포된 두 XenMobile VM 간의 통신에 사용됩니다.
포트 80은 노드 간 통신 및 SSL 오프로드에 사용됩니다.
Description

XenMobile

XenMobile

Source

Destination

XenMobile
NetScaler
8443

Gateway

등록, XenMobile Store 및 MAM(모바일 앱 관리)에 사용됩니다.

장치

XenMobile

인터넷

4443

관리자가 브라우저를 통해 XenMobile 콘솔에 액세스할 때 사용됩니다.

액세스 지점(브

모든 XenMobile 클러스터 노드의 로그 및 지원 번들을 한 노드에서 다운로

라우저)

드하는 데 사용됩니다.

XenMobile

XenMobile

Citrix License

27000

외부 Citrix License Server에 액세스할 때 사용되는 기본 포트입니다.

XenMobile

7279

들어오고 나가는 Citrix 라이센스를 확인할 때 사용되는 기본 포트입니다.

XenMobile

161

UDP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SNMP 트래픽에 사용됩니다.

SNMP 관리자

XenMobile

XenMobile

SNMP 관리자

162

XenMobile의 SNMP 트랩 알림을 SNMP 관리자로 보내는 데 사용됩니다. 원본
은 XenMobile이고 대상은 SNMP 관리자입니다.

Server
Citrix 공급업체 데
몬

장치 관리를 위한 XenMobile 포트 열기
XenMobile이 네트워크에서 통신할 수 있도록 하려면 다음 포트를 엽니다.

TCP
port

25

Description

XenMobile 알림 서비스의 기본 SMT P 포트입니다. SMT P 서버가 다른 포트를
사용하는 경우 방화벽이 해당 포트를 차단하지 않는지 확인하십시오.

Source

Destination

XenMobile

SMT P 서버

Apple iT unes App
Store(ax.itunes.apple.com 및
*.mzstatic.com)
Apple Volume Purchase

Apple iTunes App Store(ax.itunes.apple.com), Google Play(80을 사용해야
80 및

함) 또는 Windows Phone 스토어에 대한 엔터프라이즈 앱 스토어 연결입니다.

443

iOS의 Citrix Mobile Self-Serve, Android용 Secure Hub 또는 Windows Phone

Program(vpp.itunes.apple.com)
XenMobile

Windows Phone의 경우:
login.live.com 및

용 Secure Hub를 통해 앱 스토어의 앱을 게시할 때 사용됩니다.

*.notify.windows.com
Google Play(play.google.com)

80 또
는

XenMobile과 Nexmo SMS 알림 릴레이 간의 아웃바운드 연결에 사용됩니다.

XenMobile

Nexmo SMS 릴레이 서버

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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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
TCP
389
port

보안되지
않은 LDAP 연결에 사용됩니다.
Description

XenMobile
Source
인터넷

Android 및 Windows Mobile의 등록 및 에이전트 설정에 사용됩니다.

1433

2195

2196

5223

8081

인터넷

Android 및 Windows 장치, XenMobile 웹 콘솔 및 MDM 원격 지원 클라이

443

LAN 및

언트의 등록 및 에이전트 설정에 사용됩니다.

원격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대한 연결에 기본적으로 사용됩니다(선택 사항).
APNs(Apple 푸시 알림 서비스)에서 iOS 장치 알림 및 장치 정책 푸시를 위해
gateway.push.apple.com에 아웃바운드로 연결할 때 사용됩니다.

LDAP 인증 서버 또는 Active
Destination
Directory

XenMobile

Wi-Fi

XenMobile

XenMobile

SQL Server
인터넷(공용 IP 주소 17.0.0.0/8을 사
용하는 APNs 호스트)

APNs에서 iOS 장치 알림 및 장치 정책 푸시를 위해 feedback.push.apple.com
에 아웃바운드 연결할 때 사용됩니다.

Wi-Fi 네트워크의 iOS 장치에서 *.push.apple.com에 대한 APNs의 아웃바운드
연결에 사용됩니다.

Wi-Fi 네트
워크의 iOS
장치

선택적 MDM 원격 지원 클라이언트의 앱 터널에 사용됩니다. 기본값은 8081
입니다.

인터넷(공용 IP 주소 17.0.0.0/8을 사
용하는 APNs 호스트)

원격 지원
클라이언

XenMobile

트
인터넷

8443

iOS 및 Windows Phone 장치의 등록에 사용됩니다.

LAN 및
Wi-Fi

Auto Discovery Service 연결을 위한 포트 요구 사항
이 포트 구성은 Android용 Secure Hub로부터 연결되는 Android 장치가 내부 네트워크 내에서 Citrix ADS(Auto Discovery
Service)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합니다. ADS를 통해 제공되는 보안 업데이트를 다운로드하려면 ADS에 액세스할 수 있어야 합니
다.
참고: ADS 연결에서 프록시 서버가 지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ADS 연결이 프록시 서버를 우회할 수 있게
허용합니다.
인증서 고정을 사용하려는 경우 다음 사전 요구 사항을 수행합니다.
XenMobile 서버 및 NetScaler 인증서를 수집합니다. 인증서는 PEM 형식이어야 하고 공용 인증서여야 하며 개인 키가 아니
어야 합니다.
Citrix 지원 팀에 연락하여 인증서 고정을 사용하기 위한 요청을 제출하십시오. 이 과정에서 인증서를 요구받게 됩니다.
인증서 고정을 사용하려면 장치 등록 전에 장치가 ADS에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장치를 등록하는 환경에 대한 최신 보
안 정보가 Secure Hub에 제공됩니다. Secure Hub에서 장치를 등록하려면 장치가 ADS에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부 네
트워크 내에서 ADS 액세스를 열어야 장치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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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oid용 Secure Hub에서 ADS에 액세스할 수 있게 하려면 다음 FQDN 및 IP 주소에 대해 포트 443을 엽니다.

FQDN

IP address

Port

IP and port usage

discovery.mdm.zenprise.com

52.5.138.94

443

Secure Hub - ADS 통신

discovery.mdm.zenprise.com

52.1.30.122

443

Secure Hub - ADS 통신

ads.xm.cloud.com*

34.194.83.188

443

Secure Hub - ADS 통신

ads.xm.cloud.com*

34.193.202.23

443

Secure Hub - ADS 통신

* SecureHub 버전 10.6.15 이상에서는 ads.xm.cloud.com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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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성 및 성능
Feb 21, 20 18

XenMobile 인프라의 규모를 이해하는 것은 XenMobile을 어떻게 배포하고 구성할지 결정하는 데 있어 중요합니다. 이 문서에는
확장성 테스트 데이터와 소규모에서 대규모에 이르는 온-프레미스 XenMobile 엔터프라이즈 배포의 성능과 확장성을 위한 인프
라 요구 사항을 결정하는 지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확장성은 배포에 이미 등록된 장치가 해당 배포에 동시에 다시 연결되는 능력의 관점에서 정의됩니다.

확장성은 배포에 등록된 최대 장치 수로 정의됩니다.
로그인 속도는 기존 장치가 배포에 다시 연결될 수 있는 최대 속도로 정의됩니다.
이 문서에 나온 데이터는 10,000~75,000개 장치 규모의 배포에 대한 테스트 결과입니다. 알려진 작업 부하를 사용하여 모바일
장치를 테스트했습니다.
XenMobile Enterprise Edition에서 모든 테스트를 수행했습니다.
테스트는 NetScaler Gateway 8200을 사용하여 수행되었습니다. 비슷하거나 더 큰 용량의 NetScaler 장비에서는 비슷한 수준
또는 더 뛰어난 확장성과 성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표에는 확장성 테스트 결과가 요약되어 있습니다.
확장성

최대 75,000개 장치

로그인 속도

기존 사용자의 다시 연결 속도

시간당 최대 9,375개 장치

구성

NetScaler Gateway

MPX 8200

XenMobile Enterprise Edition

XenMobile Server 7노드 클러스터

데이터베이스

Microsoft SQL Server 외부 데이터베이스

장치 모집단 및 하드웨어 구성을 사용한 테스트 결과
이 표에는 테스트한 배포 장치 모집단과 하드웨어 구성의 확장성 테스트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장치 수

12,500

30,000

60,000

75,000

시간당 기존 장치의 다시 연

1,250

3,750

7,500

9,375

결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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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enMobile Server - 모드

독립 실행형

클러스터

클러스터

클러스터

XenMobile Server - 클러스

해당 없음

3

5

7

XenMobile Server - 가상 장

메모리 = 8GB

메모리 = 16GB

메모리 = 24GB RAM

메모리 = 24GB RAM

비

RAM

RAM

vCPU = 8

vCPU = 8

vCPU = 4

vCPU = 6

메모리 = 4GB

메모리 = 8GB RAM

메모리 = 16GB RAM

메모리 = 16GB RAM

vCPU = 4

vCPU = 4

vCPU = 4

메모리 = 24GB RAM

메모리 = 24GB RAM

vCPU = 16

vCPU = 16

터

Active Directory

RAM
vCPU = 2

Microsof t SQL Server 외부

메모리 = 8GB

메모리 = 16GB

데이터베이스

RAM

RAM

vCPU = 4

vCPU = 8

확장성 프로필
다음 표에는 이 문서의 데이터를 도출하는 데 사용된 테스트 프로필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Active Directory 구성

사용된 프로필

사용자

100,000

그룹

200,000

중첩 수준

5

XenMobile Server 구성

합계

사용자당

정책

20

20

앱

270

50

공용 앱

20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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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X

50

30

웹 및 SaaS

20

20

동작

50

배달 그룹

20

배달 그룹당 Active Directory 그룹

10

SQL
1

데이터베이스 개수

장치 연결 및 앱 작업
이러한 확장성 테스트를 통해 배포에 등록된 장치가 8시간 내에 다시 연결될 수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이 테스트에서 시뮬레이션한 다시 연결 간격 동안에는 다시 연결되는 장치에 모든 해당 보안 정책이 적용되기 때문에
XenMobile Server 노드의 부하 상태가 일반적인 수준보다 높아집니다. 이후에 다시 연결할 때에는 변경된 정책 또는 새로운 정
책만 iOS 장치로 푸시되므로 XenMobile Server 노드의 부하가 줄어듭니다.
이러한 테스트에서는 iOS 장치와 Android 장치를 50%씩 섞어서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테스트에서는 다시 연결되는 Android 장치가 사전 GCM 알림을 받은 것으로 가정합니다.
8시간의 테스트 기간 동안 다음과 같은 앱 관련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권한이 부여된 앱을 열거하기 위해 Secure Hub가 한 번 열림
2개의 SAML 웹 앱이 열림
4개의 MAM 앱이 다운로드됨
Secure Mail에서 사용하도록 1개의 ST A가 생성됨
micro-VPN을 통한 Secure Mail 다시 연결 이벤트당 하나씩 240개의 ST A 티켓 유효성 검사가 수행됨

참조 아키텍처
이러한 확장성 테스트에 사용되는 배포의 참조 아키텍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Reference Architecture for On-Premises
Deployments(온-프레미스 배포를 위한 참조 아키텍처)의 "Core MAM+MDM Reference Architecture(코어 MAM + MDM 참조
아키텍처)"를 참조하십시오.

주의 사항 및 제한 사항
이 문서에 나온 확장성 테스트 결과를 고려할 때 다음 사항에 유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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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dows 플랫폼은 테스트되지 않았습니다.
iOS와 Android 장치에 대한 정책 푸시를 테스트했습니다.
각 XenMobile Server 노드는 동시에 최대 12,000개의 장치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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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센스
Feb 21, 20 18

XenMobile Service 및 XenMobile Server의 라이센스 차이점:
Citrix Cloud Ops가 XenMobile Service에 대한 라이센스를 처리합니다.
XenMobile Server 및 NetScaler Gateway를 사용하려면 라이센스가 필요합니다.
NetScaler Gateway 라이센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NetScaler Gateway 설명서에서 Licensing(라이센스)을 참조하십시
오. XenMobile은 Citrix Licensing을 사용하여 라이센스를 관리합니다. Citrix Licensing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T he Citrix
Licensing System(Citrix Licensing 시스템)을 참조하십시오.
XenMobile Server를 구입하면 라이센스 활성화 지침이 포함된 주문 확인 전자 메일 메시지가 전송됩니다. 신규 고객은 주
문을 제출하기 전에 라이센스 프로그램에 등록해야 합니다. XenMobile 라이센스 모델 및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XenMobile licensing(XenMobile 라이센스)을 참조하십시오.
각 XenMobile 버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 XenMobile 기능이 나와 있는 데이터시트를 보려면 이 PDF를 참조하십시오.
XenMobile 라이센스를 다운로드하기 전에 Citrix Licensing을 설치해야 합니다. 라이센스 파일을 생성하려면 Citrix Licensing을
설치한 서버의 이름이 필요합니다. XenMobile을 설치하면 Citrix Licensing이 기본적으로 이 서버에 설치됩니다. 또는 기존 Citrix
Licensing 배포를 사용하여 XenMobile 라이센스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Citrix Licensing 설치, 배포 및 관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
은 Licensing Your Product(제품 라이센스)를 참조하십시오.

메모
최신 버전의 XenMobile Server 10.8로 업데이트하기 전에 Citrix 라이센스 서버를 11.14.x 이상으로 업데이트하십시오. 이전 라이센스 서
버 버전은 최신 버전의 XenMobile에서 작동하지 않습니다.

Important
XenMobile의 노드 또는 인스턴스를 클러스터하려는 경우 원격 서버에서 Citrix Licensing을 사용해야 합니다.

받은 모든 라이센스 파일의 로컬 복사본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성 파일의 백업 복사본을 저장하면 모든 라이센스 파일이
백업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구성 파일을 먼저 백업하지 않고 XenMobile을 다시 설치하는 경우 원래 라이센스 파일이 필요합니
다.

XenMobile 라이센스 고려 사항
라이센스가 없는 경우 평가 모드에서 30일의 유예 기간 동안 XenMobile의 모든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평가 모드는 한
번만 사용할 수 있으며 XenMobile을 설치한 날부터 30일간 유효합니다. 유효한 XenMobile 라이센스가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
이 XenMobile 웹 콘솔에 대한 액세스는 차단되지 않습니다. XenMobile 콘솔에서 평가 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
습니다.
XenMobile에서 다수의 라이센스를 업로드할 수 있지만 한 번에 하나의 라이센스만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XenMobile 라이센스가 만료되면 더 이상 장치 관리 기능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새 사용자 또는 장치를 등록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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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등록된 장치에 배포한 앱 및 구성을 업데이트할 수 없습니다. XenMobile 라이센스 모델 및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XenMobile licensing(XenMobile 라이센스)을 참조하십시오.

XenMobile 콘솔에서 라이센스 페이지를 찾으려면
XenMobile을 설치한 후 라이센스 페이지가 처음으로 나타날 때 라이센스는 기본 30일 평가 모드로 설정되고 아직 구성되지 않
은 상태로 표시됩니다. 이 페이지에서 라이센스를 추가하고 구성할 수 있습니다.

1. XenMobile 콘솔에서 오른쪽 위 모서리의 기어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설정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2. 라이센스를 클릭합니다. 라이센스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로컬 라이센스를 추가하려면
새 라이센스를 추가하면 테이블에 새 라이센스가 나타납니다. 추가한 첫 번째 라이센스가 자동으로 활성화됩니다. 동일한 범주
(예: Enterprise)와 유형의 여러 라이센스를 추가하는 경우 이러한 라이센스가 테이블의 한 행에 나타납니다. 이 경우 공통 라이센
스의 결합된 양이 총 라이센스 수 및 사용된 수에 반영됩니다. 만료 날짜에는 공통 라이센스 중에서 가장 빠른 만료 날짜가 표시
됩니다.
모든 로컬 라이센스는 XenMobile 콘솔을 통해 관리합니다.
1. Simple License Service에서 License Administration Console을 통해 라이센스 파일을 가져오거나 Citrix.com 계정에서 직접 가
져옵니다. 자세한 내용은 Obtain your license ﬁles(라이센스 파일 받기)를 참조하십시오.
2. XenMobile 콘솔에서 오른쪽 위 모서리의 기어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설정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3. 라이센스를 클릭합니다. 라이센스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4. 라이센스 구성을 켜짐으로 설정합니다. 라이센스 유형 목록, 추가 단추 및 라이센스 테이블이 표시됩니다. 라이센스 테이블에
는 XenMobile에서 사용한 라이센스가 포함됩니다. Citrix 라이센스를 추가하지 않은 경우 테이블이 비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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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라이센스 유형이 로컬 라이센스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추가를 클릭합니다. 새 라이센스 추가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6. 새 라이센스 추가 대화 상자에서 파일 선택을 클릭하고 라이센스 파일의 위치를 찾습니다.
7. 업로드를 클릭합니다. 라이센스가 로컬로 업로드되고 테이블에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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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라이센스 페이지의 테이블에 나타난 라이센스를 활성화합니다. 테이블의 첫 번째 라이센스인 경우 해당 라이센스가 자동으
로 활성화됩니다.

원격 라이센스를 추가하려면
원격 Citrix Licensing 서버를 사용하는 경우 Citrix Licensing 서버를 사용하여 모든 라이센스 작업을 관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Licensing Your Product(제품 라이센스)를 참조하십시오.
1. 라이센스 서버 인증서를 XenMobile Server로 가져옵니다(설정 > 인증서).
2. 기본적으로 호스트 이름 유효성 검사는 Microsoft PKI 서버를 제외한 발신 연결에 대해 활성화됩니다. 호스트 이름 유효성 검
사로 인해 배포가 중단되는 경우 서버 속성 disable.hostname.veriﬁcation을 true로 변경하십시오. 이 속성의 기본값은
f alse입니다.
호스트 이름 유효성 검사가 실패하면 서버 로그에 다음과 같은 오류가 포함됩니다. “Unable to connect to the VPP Server:
Host name '192.0.2.0' does not match the certiﬁcate subject provided by the peer(VPP 서버에 연결할 수 없습니다. 호스트 이
름 '192.0.2.0'은 피어가 제공한 인증서 주체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3. 라이센스 페이지에서 라이센스 구성을 켜짐으로 설정합니다. 라이센스 유형 목록, 추가 단추 및 라이센스 테이블이 표시됩니
다. 라이센스 테이블에는 XenMobile에서 사용한 라이센스가 포함됩니다. Citrix 라이센스를 추가하지 않은 경우 테이블이 비어
있습니다.
4. 라이센스 유형을 원격 라이센스로 설정합니다. 추가 단추가 라이센스 서버 및 포트 필드와 연결 테스트 단추로 바뀝니다.

5. 다음 설정을 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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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센스 서버: 원격 라이센스 서버의 IP 주소 또는 FQDN(정규화된 도메인 이름)을 입력합니다.
포트: 기본 포트를 사용하거나 라이센스 서버와의 통신에 사용할 포트 번호를 입력합니다.
6. 연결 테스트를 클릭합니다. 연결이 성공적인 경우 XenMobile이 라이센스 서버에 연결하고 라이센스 테이블이 사용 가능한
라이센스로 채워집니다. 테이블에 라이센스가 하나만 있는 경우 자동으로 활성화됩니다.
연결 테스트를 클릭하면 XenMobile이 다음을 확인합니다.
XenMobile에서 라이센스 서버와 통신할 수 있습니다.
라이센스 서버의 라이센스가 유효합니다.
라이센스 서버가 XenMobile과 호환됩니다.
연결이 실패한 경우 표시된 오류 메시지를 검토하고 필요한 사항을 수정한 후 연결 테스트를 클릭합니다.

서로 다른 라이센스를 활성화하려면
라이센스가 여러 개인 경우 활성화할 라이센스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에 하나의 라이센스만 활성화할 수 있습니
다.
1. 라이센스 페이지의 라이센스 테이블에서 활성화할 라이센스의 행을 클릭합니다. 활성화 확인 대화 상자가 행 옆에 나타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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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활성화를 클릭합니다. 활성화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3. 활성화를 클릭합니다. 선택한 라이센스가 활성화됩니다.

Important
선택한 라이센스를 활성화하면 현재 라이센스가 비활성화됩니다.

만료 알림을 자동화하려면
원격 또는 로컬 라이센스를 활성화한 후 라이센스 만료 날짜가 가까워질 때 알림을 보내도록 XenMobile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1. 라이센스 페이지에서 만료 알림을 켜짐으로 설정합니다. 새 알림 관련 필드가 나타납니다.

2. 다음 설정을 구성합니다.
알림 간격: 유형:
알림을 보낼 빈도(예: 7일마다)입니다.
알림 전송을 시작할 시기(예: 라이센스 만료 60일 전)입니다.
받는 사람: 자신의 전자 메일 주소 또는 라이센스 담당자의 전자 메일 주소를 입력합니다.
내용: 받는 사람이 알림에서 볼 만료 알림 메시지를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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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저장을 클릭합니다. 설정을 기반으로 XenMobile이 내용에 입력된 텍스트가 포함된 전자 메일 메시지를 받는 사람에 입력된
받는 사람에게 보내기 시작합니다. 알림은 설정한 빈도로 전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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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PS 140-2 준수
Feb 21, 20 18

미국 NIST (표준 기술 연구소)에서 발행한 FIPS(Federal Information Processing Standard)는 보안 시스템에 사용되는 암호화 모
듈의 보안 요구 사항을 지정합니다. FIPS 140-2는 이 표준의 두 번째 버전입니다. NIST 에서 검증한 FIPS 140 모듈에 대한 자세
한 내용은 http://csrc.nist.gov/groups/ST M/cmvp/documents/140-1/140sp/140sp1747.pdf를 참조하십시오.
중요: FIPS 지원은 XenMobile Server의 온-프레미스 설치에만 제공됩니다. XenMobile FIPS 모드는 초기 설치 중에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 XenMobile 모바일 기기 관리 전용, XenMobile 모바일 앱 관리 전용 및 XenMobile Enterprise는 모두 HDX 앱을 사용하지
않는 한 FIPS를 준수합니다.
iOS의 모든 저장 데이터 및 전송 중 데이터 암호화 작업에는 OpenSSL 및 Apple에서 제공하는 FIPS 인증 암호화 모듈이 사용됩
니다. Android에서 모든 저장 데이터 암호화 작업과 모바일 장치에서 NetScaler Gateway로 전송되는 모든 전송 중 데이터 암호
화 작업에는 OpenSSL에서 제공하는 FIPS 인증 암호화 모듈이 사용됩니다.
지원되는 Windows 장치의 MDM(모바일 기기 관리)에 대한 모든 저장 데이터 및 전송 중 데이터 암호화 작업에는 Microsoft가
제공하는 FIPS 인증 암호화 모듈이 사용됩니다.
XenMobile Device Manager의 모든 저장 데이터 및 전송 중 데이터 암호화 작업에는 OpenSSL에서 제공하는 FIPS 인증 암호화
모듈이 사용됩니다. 위에 설명된 모바일 장치에 대한 암호화 작업 및 모바일 장치와 NetScaler Gateway 간의 암호화 작업과 함
께 MDM 흐름에 대한 모든 저장 데이터 및 전송 중 데이터에는 FIPS 준수 암호화 모듈이 전체적으로 사용됩니다.
iOS, Android 및 Windows 모바일 장치와 NetScaler Gateway 간의 모든 전송 중 데이터 암호화 작업에는 FIPS 인증 암호화 모듈
이 사용됩니다. XenMobile은 인증된 FIPS 모듈이 장착된 DMZ 호스트 NetScaler FIPS 버전 장비를 사용하여 이러한 데이터를
보호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NetScaler FIPS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MDX 앱은 Windows Phone에서 지원되며 Windows Phone의 FIPS 준수 암호화 라이브러리 및 API를 사용합니다. Windows
Phone에 있는 MDX 앱의 모든 저장 데이터 및 Windows Phone 장치와 NetScaler Gateway 간의 모든 전송 중 데이터는 이러한
라이브러리 및 API를 사용하여 암호화됩니다.
MDX Vault는 iOS 및 Android 장치의 MDX 래핑된 앱 및 연관된 저장 데이터를 OpenSSL에서 제공하는 FIPS 인증 암호화 모듈
을 사용하여 암호화합니다.
각 사례에 사용되는 특정 모듈을 포함한 전체 XenMobile FIPS 140-2 준수 명세서는 Citrix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https://docs.citrix.com

© 1999-2017 Citrix Systems, Inc. All rights reserved.

p.122

언어 지원
Feb 21, 20 18

XenMobile 앱 및 XenMobile 콘솔은 영어 이외의 언어로 사용하기 적합합니다. 앱이 사용자의 기본 설정 언어로 현지화되지 않
은 경우에도 영어 이외의 문자 및 키보드 입력이 지원됩니다. 모든 Citrix 제품의 국제화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tp://support.citrix.com/article/CT X119253을 참조하십시오.
이 문서에서는 XenMobile의 최신 릴리스에서 지원되는 언어를 나열합니다.

XenMobile 콘솔 및 자가 지원 포털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일본어
한국어
포르투갈어
중국어(간체)

XenMobile 앱
X는 해당 언어로 앱을 사용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Secure Forms 앱은 현재 영어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 버전 10.4 릴리스부터 Worx 모바일 앱의 이름이 XenMobile 앱으로 바뀌었습니다. 대부분의 개별 XenMobile 앱도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bout XenMobile Apps(XenMobile 앱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iOS 및 Android
Secure Hub

Secure Mail

Secure Web

Secure Notes

Secure Tasks

QuickEdit

일본어

X

X

X

X

X

X

중국어(간

X

X

X

X

X

X

X

X

X

X

X

X

프랑스어

X

X

X

X

X

X

독일어

X

X

X

X

X

X

스페인어

X

X

X

X

X

X

체)

중국어(번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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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X

X

X

X

X

X

포르투갈어

X

X

X

X

X

X

네덜란드어

X

X

X

X

X

X

이탈리아어

X

X

X

X

X

X

덴마크어

X

X

X

X

X

X

스웨덴어

X

X

X

X

X

X

히브리어

X

X

X

X

X

iOS만 해당

아랍어

X

X

X

X

X

X

러시아어

X

X

X

X

X

X

터키어

X

X

Android만 해당

Windows
Secure Hub

Secure Mail

Secure Web

프랑스어

X

X

X

독일어

X

X

X

스페인어

X

X

X

이탈리아어

X

X

X

덴마크어

X

X

X

스웨덴어

X

X

X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는 언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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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표는 각 앱의 중동 언어 텍스트 지원을 요약한 것입니다. X는 해당 플랫폼에서 기능을 사용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Windows 장치에서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는 언어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iOS

Android

Secure Hub

X

X

Secure Mail

X

X

Secure Web

X

X

Secure Tasks

X

X

X

X

X

X

Secure Notes

QuickE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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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및 구성
Feb 21, 20 18

시작하기 전에 다음을 수행하십시오.
다음 사전 설치 체크리스트를 사용하여 XenMobile을 설치하기 위한 사전 요구 사항과 설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작업 또는
메모에는 요구 사항이 적용되는 구성 요소 또는 기능을 나타내는 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XenMobile 배포를 계획할 때는 많은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전체 XenMobile 환경에 대한 권장 사항, 일반적인 질문 및 사용
사례는 XenMobile Deployment Handbook(XenMobile 배포 안내서)을 참조하십시오.
설치 단계는 이 문서 뒷부분의 XenMobile 설치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사전 설치 체크리스트
기본 네트워크 연결
다음은 XenMobile 솔루션에 필요한 네트워크 설정입니다.
설
사전 요구 사항 또는 설정

원격 사용자가 연결하는 FQDN(정규화된 도메인 이름)을 적어 둡니다.

구성 요소
또는 기능

XenMobile
NetScaler
Gateway

공용 및 로컬 IP 주소를 적어 둡니다.

XenMobile

NAT (Network Address Translation)를 설정하도록 방화벽을 구성하려면 이러한 IP 주소가 필요합니

NetScaler

다.

Gateway

서브넷 마스크를 적어 둡니다.

XenMobile
NetScaler
Gateway

DNS IP 주소를 적어 둡니다.

XenMobile
NetScaler
Gateway

WINS 서버 IP 주소를 적어 둡니다(해당하는 경우).

NetScaler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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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메
모

NetScaler Gateway 호스트 이름을 파악하고 적어 둡니다.
참고: 이 항목은 FQDN이 아닙니다. FQDN은 가상 서버에 바인딩되어 있고 사용자가 연결하는 서명

NetScaler
Gateway

된 서버 인증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NetScaler Gateway에서 설치 마법사를 사용하여 호스트 이름
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XenMobile의 IP 주소를 적어 둡니다.

XenMobile

XenMobile의 인스턴스 하나를 설치하는 경우 IP 주소 하나를 예약합니다.
클러스터를 구성하는 경우 필요한 IP 주소를 모두 적어 둡니다.

NetScaler Gateway에 구성된 공용 IP 주소 하나

NetScaler

NetScaler Gateway용 외부 DNS 항목 하나

Gateway

웹 프록시 서버 IP 주소, 포트, 프록시 호스트 목록, 관리자 사용자 이름 및 암호를 적어 둡니다. 이러한
설정은 네트워크에서 프록시 서버를 배포하는 경우의(해당 시) 선택 사항입니다.
참고: 웹 프록시의 사용자 이름을 구성할 때 sAMAccountName 또는 UPN(사용자 계정 이름)을 사용

XenMobile
NetScaler
Gateway

할 수 있습니다.

기본 게이트웨이 IP 주소를 적어 둡니다.

XenMobile
NetScaler
Gateway

시스템 IP(NSIP) 주소 및 서브넷 마스크를 적어 둡니다.

NetScaler
Gateway

서브넷 IP(SNIP) 주소 및 서브넷 마스크를 적어 둡니다.

NetScaler
Gateway

인증서에서 NetScaler Gateway 가상 서버 IP 주소 및 FQDN을 적어 둡니다.
여러 가상 서버를 구성하는 경우 인증서에서 모든 가상 IP 주소와 FQDN을 적어 둡니다.

사용자가 NetScaler Gateway를 통해 액세스할 수 있는 내부 네트워크를 적어 둡니다.

NetScaler
Gateway

NetScaler
Gateway

예: 10.10.0.0/24
분할 터널링이 켜짐으로 설정된 상태에서 사용자가 Secure Hub 또는 NetScaler Gateway 플러그인
을 사용하여 연결하는 경우 액세스해야 하는 모든 내부 네트워크 및 네트워크 세그먼트를 입력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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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enMobile 서버, NetScaler Gateway, 외부 Microsoft SQL Server 및 DNS 서버 간의 네트워크 연결

XenMobile

을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NetScaler
Gateway

라이센스
XenMobile을 사용하려면 NetScaler Gateway 및 XenMobile에 대한 라이센스 옵션을 구입해야 합니다. Citrix Licensing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T he Citrix Licensing System(Citrix Licensing 시스템)을 참조하십시오.

사전 요구 사항

구성 요소

Citrix 웹 사이트에서 범용 라이센스를 구입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NetScaler Gateway 설명서

NetScaler

에서 Licensing(라이센스)를 참조하십시오.

Gateway

위치
메모

XenMobile
Citrix
License
Server

인증서
XenMobile 및 NetScaler Gateway를 사용자 장치의 다른 Citrix 제품 및 앱과 연결하려면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XenMobile 설명서의 인증서 및 인증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사전 요구 사항
필요한 인증서를 얻어서 설치합니다.

구성 요소

참고

XenMobile
NetScaler Gateway

포트
XenMobile 구성 요소와 통신할 수 있도록 포트를 엽니다.
사전 요구 사항
XenMobile 포트를 엽니다.

구성 요소

참고

XenMobile
NetScaler Gateway

데이터베이스
XenMobile에 데이터베이스 연결을 구성해야 합니다. XenMobile 저장소에는 시스템 요구 사항 및 호환성에 명시된 지원되는 버
전 중 하나에서 실행되는 Microsoft SQL Server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합니다. Microsoft SQL은 원격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
다. XenMobile에 포함된 PostgreSQL은 테스트 환경에서만 로컬 또는 원격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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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XenMobile은 jDT S 데이터베이스 드라이버를 사용합니다. XenMobile Server의 온-프레미스 설치에 Microsoft
JDBC 드라이버를 사용하려면 SQL Server 드라이버를 참조하십시오.
사전 요구 사항

구성 요소

Microsoft SQL Server, IP 주소 및 포트

설정 메모

XenMobile

XenMobile에 사용할 SQL Server 서비스 계정에
DBcreator 역할 권한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Active Directory 설정

사전 요구 사항

구성 요소

주 서버와 보조 서버의 Active Directory IP 주소 및 포트를 적어 둡니다.

XenMobile

포트 636을 사용하는 경우 XenMobile에서 CA의 루트 인증서를 설치하고 보안 연결 사용 옵션을

NetScaler

예로 변경합니다.

Gateway

Active Directory 도메인 이름을 적어 둡니다.

XenMobile

설정
메모

NetScaler
Gateway

Active Directory 서비스 계정 정보(사용자 ID, 암호 및 도메인 별칭)를 적어 둡니다.

XenMobile

Active Directory 서비스 계정은 XenMobile이 Active Directory를 쿼리하는 데 사용하는 계정입니

NetScaler

다.

Gateway

사용자 기본 DN을 적어 둡니다.

XenMobile

사용자가 있는 디렉터리 수준(예: cn=users,dc=ace,dc=com)입니다. NetScaler Gateway 및

NetScaler

XenMobile은 이 DN을 사용해 Active Directory를 쿼리합니다.

Gateway

그룹의 기본 DN을 적어 둡니다.

XenMobile

그룹이 있는 디렉터리 수준입니다.

NetScaler

NetScaler Gateway 및 XenMobile은 이 DN을 사용해 Active Directory를 쿼리합니다.

Gateway

XenMobile과 NetScaler Gateway 간 연결
사전 요구 사항
XenMobile 호스트 이름을 적어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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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enMobile의 FQDN 또는 IP 주소를 적어 둡니다.

XenMobile

사용자가 액세스할 수 있는 앱을 파악합니다.

NetScaler Gateway

콜백 URL을 적어 둡니다.

XenMobile

사용자 연결: XenDesktop, XenApp 및 Citrix Secure Hub 액세스
NetScaler의 Quick Conﬁguration(빠른 구성) 마법사를 사용하여 XenMobile과 NetScaler Gateway 간의 연결 설정 및
XenMobile과 Secure Hub 간의 연결 설정을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가상 서버를 생성하여 Citrix Receiver와 웹 브라우
저에서 사용자 연결을 사용하도록 설정합니다. 이러한 연결은 XenApp 및 XenDesktop에 있는 Windows 기반 응용 프로그램과
가상 데스크톱에 대한 연결입니다. 이러한 설정도 NetScaler의 Quick Conﬁguration(빠른 구성) 마법사를 사용하여 구성하는 것
이 좋습니다.

사전 요구 사항
NetScaler Gateway 호스트 이름 및 외부 URL을 적어 둡니다.

구성 요소

설정
메모

XenMobile

외부 URL은 사용자가 연결하는 웹 주소입니다.

NetScaler Gateway 콜백 URL을 적어 둡니다.

XenMobile

가상 서버의 IP 주소와 서브넷 마스크를 적어 둡니다.

NetScaler
Gateway

Program Neighborhood Agent 또는 XenApp Services 사이트의 경로를 적어 둡니다.

NetScaler
Gateway
XenMobile

STA(Secure T icket Authority)를 실행하는 XenApp 또는 XenDesktop 서버의 FQDN 또는 IP

NetScaler

주소를 적어 둡니다(ICA 연결에만 해당).

Gateway

XenMobile의 공용 FQDN을 적어 둡니다.

NetScaler
Gateway

Secure Hub의 공용 FQDN을 적어 둡니다.

NetScaler
Gateway

XenMobile 배포 순서도
https://docs.citri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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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순서도에서는 XenMobile을 배포하는 주요 단계를 안내합니다. 각 단계에 대한 항목으로 연결되는 링크가 그림 다음에 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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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스템 요구 사항 및 호환성
2: 설치 및 구성
3 및 4: 사전 설치 체크리스트(이 문서)
5: 명령 프롬프트 창에서 XenMobile 구성(이 문서)
6: 웹 브라우저에서 XenMobile 구성(이 문서)
7: Conﬁguring Settings for Your XenMobile Environment(XenMobile 환경에 대한 설정 구성)
8: 포트 요구 사항
순서도는 PDF 형식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PDF

XenMobile 배포 순서도

XenMobile 설치
XenMobile VM(가상 컴퓨터)은 Citrix XenServer, VMware ESXi 또는 Microsoft Hyper-V에서 실행됩니다. XenCenter 또는
vSphere 관리 콘솔을 사용하여 XenMobile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메모
NT P 서버 또는 수동 구성을 사용하여 하이퍼바이저에 정확한 시간이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XenMobile에서 해당 시간을 사용합
니다.XenMobile 시간을 하이퍼바이저와 동기화할 때 표준 시간대 관련 문제가 나타나는 경우 XenMobile이 NT P 서버를 가리키도록 하
면 이 문제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CLI 옵션에 나온 대로 XenMobile CLI를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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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enServer 또는 VMware ESXi 관련 사전 요구 사항: XenServer 또는 VMware ESXi에 XenMobile를 설치하기 전에 다음을 수행
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XenServer 또는 VMware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적절한 하드웨어 리소스가 있는 컴퓨터에 XenServer 또는 VMware ESXi를 설치합니다.
XenCenter 또는 vSphere를 별도의 컴퓨터에 설치합니다. XenCenter 또는 vSphere를 호스트하는 컴퓨터는 네트워크를 통해
XenServer 또는 VMware ESXi 호스트에 연결합니다.
Hyper-V 관련 사전 요구 사항: Hyper-V에 XenMobile을 설치하기 전에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Hyper-V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적절한 시스템 리소스가 있는 컴퓨터에 Windows Server 2008 R2, Windows Server 2012 또는 Windows Server 2012 R2를 설
치하고 Hyper-V와 역할을 사용하도록 설정합니다. Hyper-V 역할을 설치할 때 Hyper-V에서 가상 네트워크를 만드는 데 사용
할 서버에서 NIC(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를 지정해야 합니다. 일부 NIC는 호스트용으로 남겨 둘 수 있습니다.
Virtual Machines/.xml 파일을 삭제합니다.
Legacy/.exp 파일을 Virtual Machines로 이동합니다.
Windows Server 2008 R2 또는 Windows Server 2012를 설치하는 경우 다음을 수행합니다.
VM 구성을 나타내는 Hyper-V 매니페스트 파일에 두 가지 버전(.exp 및 .xml)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단계가 필요합니다.
Windows Server 2008 R2 및 Windows Server 2012 릴리스는 .exp만 지원합니다. 이러한 릴리스의 경우 설치 전에 .exp 매니페
스트 파일만 있어야 합니다.
Windows Server 2012 R2에서는 이러한 추가 단계가 필요 없습니다.
FIPS 14 0-2 모드: XenMobile 서버를 FIPS 모드로 설치하려는 경우 FIPS 구성에 나온 일련의 사전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
다.

XenMobile 제품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Citrix 웹 사이트에서 제품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먼저 사이트에 로그온한 후에 Citrix 웹 페이지에 있는
Download(다운로드) 링크를 사용하여 다운로드할 소프트웨어가 있는 페이지로 이동해야 합니다.

XenMobile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하려면
1. Citrix 웹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2. Search(검색) 상자 옆에 있는 Log On(로그온)을 클릭하여 계정에 로그온합니다.
3. Downloads(다운로드) 탭을 클릭합니다.
4. Downloads(다운로드) 페이지의 제품 선택 목록에서 XenMobile을 클릭합니다.

5. Go(실행)를 클릭합니다. XenMobile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6. XenMobile Server를 확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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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Product Sof tware(제품 소프트웨어)를 확장합니다.
8. XenMobile Server 10을 클릭합니다.
9. Jump to Download(다운로드로 이동) 메뉴를 클릭하고 XenMobile을 설치할 때 사용할 가상 이미지를 선택합니다. 또는 페
이지를 아래로 스크롤하여 설치할 이미지에 대한 Download File(파일 다운로드) 단추를 찾습니다.
10. 화면의 지침을 따라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합니다.

NetScaler Gateway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하려면
NetScaler Gateway 가상 장비 또는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기존 NetScaler Gateway 장비에 다운로드하려면 다음 절차를
사용합니다.
1. Citrix 웹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2. Citrix 웹 사이트에 아직 로그온하지 않은 경우 Search(검색) 상자 옆에 있는 Log On(로그온)을 클릭하여 계정에 로그온합니
다.
3. Downloads(다운로드) 탭을 클릭합니다.
4. Downloads(다운로드) 페이지의 제품 선택 목록에서 NetScaler Gateway를 클릭합니다.
5. Go(실행)를 클릭합니다. NetScaler Gateway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6. NetScaler Gateway 페이지에서 실행 중인 NetScaler Gateway 버전을 확장합니다.
7. Firmware(펌웨어) 아래에서 다운로드할 장비 소프트웨어 버전을 클릭합니다.
참고: 또는 Virtual Appliances(가상 장비)를 클릭하여 NetScaler VPX를 다운로드할 수도 있습니다. 이 옵션을 선택하면 각 하
이퍼바이저에 대한 가상 컴퓨터용 소프트웨어 목록이 나타납니다.
8. 다운로드하려는 장비 소프트웨어 버전을 클릭합니다.
9. 다운로드하려는 버전의 장비 소프트웨어 페이지에서 해당 가상 장비에 대해 Download(다운로드)를 클릭합니다.
10. 화면의 지침을 따라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합니다.

처음 사용을 위한 XenMobile 구성
1. XenCenter 또는 vSphere 명령줄 콘솔을 사용하여 XenMobile에 대한 IP 주소와 서브넷 마스크, 기본 게이트웨이, DNS 서버 등
을 구성합니다.

메모
vSphere 웹 클라이언트를 사용하는 경우 Customize template(사용자 지정 템플릿) 페이지에서 OVF 템플릿을 배포할 때 네트워킹 속
성을 구성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고가용성 구성에서 복제 후 두 번째 XenMobile 가상 컴퓨터를 다시 시작할 때 발생하는
IP 주소 관련 문제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2. XenMobile Server의 정규화된 도메인 이름 또는 노드의 IP 주소를 통해서만 XenMobile 관리 콘솔에 액세스합니다.
3. 로그온한 후 초기 로그온 화면의 단계를 수행합니다.

명령 프롬프트 창에서 XenMobile 구성
1. XenMobile 가상 컴퓨터를 Citrix XenServer, Microsoft Hyper-V 또는 VMware ESXi로 가져옵니다. 자세한 내용은 XenServer,
Hyper-V 또는 VMware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2. 하이퍼바이저에서, 가져온 XenMobile 가상 컴퓨터를 선택하고 명령 프롬프트 보기를 시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하이
퍼바이저의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3. 하이퍼바이저의 콘솔 페이지에서 명령 프롬프트 창에 관리자의 사용자 이름 및 암호를 입력하여 XenMobile의 관리자 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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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만듭니다.
중요:
명령 프롬프트 관리자 계정, PKI(공개 키 인프라) 서버 인증서 및 FIPS의 암호를 만들거나 변경하는 경우 XenMobile 외부에서
암호가 관리되는 Active Directory 사용자를 제외한 모든 사용자에 대해 다음 규칙이 적용됩니다.
암호는 8자 이상이어야 하며 다음 복잡성 기준 중 최소 3개를 충족해야 합니다.
대문자(A ~ Z)
소문자(a ~ z)
숫자(0 ~ 9)
특수 문자(!, #, $, %)

참고: 새 암호를 입력할 때 별표와 같은 문자는 표시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표시되지 않습니다.
4. 다음 네트워크 정보를 입력한 후 y를 입력하여 설정을 적용합니다.
1. XenMobile 서버의 IP 주소
2. 넷마스크
3. 기본 게이트웨이 - DMZ에 있는 기본 게이트웨이의 IP 주소
4. 주 DNS 서버 - DNS 서버의 IP 주소
5. 보조 DNS 서버(선택 사항)

참고: 이 이미지와 다음 이미지에 표시된 주소는 작동하지 않으며 단지 예시용으로 사용된 것입니다.
5. 무작위 암호화 암호를 생성하여 보안을 강화하려면 y를 입력하고 고유한 암호를 제공하려면 n을 입력합니다. y를 입력하여
무작위 암호를 생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암호는 중요한 데이터를 보호하는 데 사용되는 암호화 키의 보호 차원에서 사용됩니
다. 데이터의 암호화 및 암호 해독 시 서버 파일 시스템에 저장된 암호 해시를 사용하여 키가 검색됩니다. 암호는 볼 수 없습니
다.
참고: 환경을 확장하고 추가 서버를 구성하려는 경우 고유한 암호를 제공합니다. 무작위 암호를 선택하는 경우 암호를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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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필요한 경우 FIPS(Federal Information Processing Standard)를 사용하도록 설정합니다. FIPS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IPS를
참조하십시오. 또한 FIPS 구성에 설명된 대로 일련의 사전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7. 데이터베이스 연결을 구성하려면 다음 정보를 제공합니다.

1. 데이터베이스는 로컬 또는 원격일 수 있습니다. 로컬인 경우 l을 입력하고 원격인 경우 r을 입력합니다.
2. 데이터베이스 유형을 선택합니다. Microsoft SQL인 경우 mi를 입력하고 PostgreSQL인 경우 p를 입력합니다.
중요:
Microsoft SQL은 원격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XenMobile에 포함된 PostgreSQL은 테스트 환경에서만 로컬 또
는 원격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테스트 환경에서 만든 데이터베이스를 프로덕션 환경으로 이동할
수 없습니다.
3. 필요한 경우 y를 입력하여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SSL 인증을 사용합니다.
4. XenMobile을 호스트하는 서버의 FQDN(정규화된 도메인 이름)을 입력합니다. 이 하나의 호스트 서버에서 장치 관리와 앱
관리 서비스를 모두 제공합니다.
5. 기본 포트 번호와 다른 경우 해당 데이터베이스 포트 번호를 입력합니다. Microsoft SQL의 기본 포트는 1433이고
PostgreSQL의 기본 포트는 5432입니다.
6. 데이터베이스 관리자의 사용자 이름을 입력합니다.
7. 데이터베이스 관리자의 암호를 입력합니다.
8. 데이터베이스 이름을 입력합니다.
9. Enter 키를 눌러 데이터베이스 설정을 적용합니다.
8. 필요한 경우 y를 입력하여 XenMobile 노드 또는 인스턴스의 클러스터를 사용하도록 설정합니다.
중요: XenMobile 클러스터를 사용하도록 설정하는 경우 시스템 구성이 완료된 후 클러스터 구성원 간의 실시간 통신이 가능
하도록 포트 80을 열어야 합니다. 모든 클러스터 노드에 대해 이 설정을 완료합니다.
9. XenMobile 서버의 FQDN(정규화된 도메인 이름)을 입력합니다.

10. Enter 키를 눌러 설정을 적용합니다.
11. 통신 포트를 확인합니다. 포트와 용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포트 요구 사항을 참조하십시오.
참고: Enter(Mac의 경우 Return) 키를 눌러 기본 포트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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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XenMobile을 처음으로 설치하는 것이므로 이전 XenMobile 릴리스에서 업그레이드하는 방법에 대한 다음 질문은 건너뜁니
다.
13. 각 PKI(공개 키 인프라) 인증서에 동일한 암호를 사용하려면 y를 입력합니다. XenMobile PKI 기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인증
서 업로드를 참조하십시오.

중요: XenMobile의 노드 또는 인스턴스를 함께 클러스터링하려는 경우 후속 노드에 동일한 암호를 제공해야 합니다.
14. 새 암호를 입력한 다음, 확인을 위해 새 암호를 다시 입력합니다.
참고: 새 암호를 입력할 때 별표와 같은 문자는 표시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표시되지 않습니다.
15. Enter 키를 눌러 설정을 적용합니다.
16. 웹 브라우저를 사용하여 XenMobile 콘솔에 로그온하는 데 사용할 관리자 계정을 만듭니다. 나중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이 자격
증명을 저장해야 합니다.

참고: 새 암호를 입력할 때 별표와 같은 문자는 표시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표시되지 않습니다.
17. Enter 키를 눌러 설정을 적용합니다. 초기 시스템 구성이 저장됩니다.
18. 새로운 설치이므로 이 설치가 업그레이드인지 묻는 메시지가 나타나면 n을 입력합니다.
19. 화면에 표시되는 전체 URL을 복사하여 웹 브라우저에서 이 초기 XenMobile 구성을 계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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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브라우저에서 XenMobile 구성
하이퍼바이저 명령 프롬프트 창에서 XenMobile 구성의 초기 부분을 완료한 후 웹 브라우저에서 프로세스를 완료합니다.
1. 웹 브라우저에서, 명령 프롬프트 창 구성의 마지막 부분에 제공된 위치로 이동합니다.
2. 명령 프롬프트 창에서 만든 XenMobile 콘솔 관리자 계정의 사용자 이름 및 암호를 입력합니다.

3. 시작 페이지에서 시작을 클릭합니다. 라이센스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4. 라이센스를 구성합니다. 라이센스를 업로드하지 않는 경우 30일 동안 유효한 평가 라이센스를 사용합니다. 라이센스를 추가
및 구성하고 만료 알림을 구성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라이센스를 참조하십시오.
중요: XenMobile의 클러스터 노드 또는 인스턴스를 추가하여 XenMobile 클러스터링을 사용하려는 경우 원격 서버에서 Citrix
Licensing을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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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증서 페이지에서 가져오기를 클릭합니다. 가져오기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6. 해당 APNs 및 SSL 수신기 인증서를 가져옵니다. iOS 장치를 관리하는 경우 APNs 인증서만 필요합니다. 인증서 사용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인증서를 참조하십시오.
참고: 이 단계를 수행하려면 서버를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7. 환경에 해당되는 경우 NetScaler Gateway를 구성합니다. NetScaler Gateway를 구성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NetScaler Gateway 및 XenMobile과 Conﬁguring Settings for Your XenMobile Environment(XenMobile 환경에 대한 설정 구
성)를 참조하십시오.
참고:
내부 네트워크 경계(또는 인트라넷)에 NetScaler Gateway를 배포할 수 있습니다. 이 배포는 내부 네트워크에 잇는 서버, 앱
및 기타 네트워크 리소스에 대한 안전한 단일 지점 액세스를 제공합니다. 이 배포에서는 모든 원격 사용자가 내부 네트워크의
리소스에 액세스하기 위해 먼저 NetScaler Gateway에 연결해야 합니다.
NetScaler Gateway는 선택적인 설정이지만 이 페이지에서 데이터를 입력한 후에 페이지에서 나가려면 모든 필수 필드를 지
우거나 작성해야 합니다.
8. Active Directory에서 사용자 및 그룹에 액세스하려면 LDAP 구성을 완료합니다. LDAP 연결을 구성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LDAP 구성을 참조하십시오.
9. 사용자에게 메시지를 보낼 수 있도록 알림 서버를 구성합니다. 알림 서버 구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알림.
사후 요구 사항: XenMobile 서버를 다시 시작하여 인증서를 활성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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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enMobile를 사용하여 FIPS 구성
Feb 21, 20 18

메모
XenMobile Service의 서버 측 구성 요소는 FIPS 140-2를 준수하지 않습니다.

XenMobile에서 FIPS(Federal Information Processing Standards) 모드는 모든 암호화 작업에 FIPS 140-2 인증 라이브러리만 사
용하도록 서버를 구성함으로써 미국 연방 정부 고객을 지원합니다. FIPS 모드를 사용하여 XenMobile 서버를 설치하면
XenMobile 클라이언트와 서버 모두에서 저장된 모든 데이터와 전송 중인 데이터가 FIPS 140-2를 완벽하게 준수합니다.
FIPS 모드로 XenMobile Server를 설치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사전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XenMobile 데이터베이스에 외부 SQL Server 2012 또는 SQL Server 2014를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보안 SSL 통신을 사용하
도록 SQL Server를 구성해야 합니다. SQL Server에 대한 보안 SSL 통신을 구성하는 지침은 SQL Server 온라인 설명서를 참조
하십시오.
보안 SSL 통신을 사용하려면 SQL Server에 SSL 인증서를 설치해야 합니다. SSL 인증서는 상용 CA의 공용 인증서이거나 내부
CA의 자체 서명된 인증서가 될 수 있습니다. SQL Server 2014에는 와일드카드 인증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SQL
Server FQDN을 사용하여 SSL 인증서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SQL Server에 대한 자체 서명된 인증서를 사용하는 경우 자체 서명된 인증서를 발급한 루트 CA 인증서의 복사본이 필요합니
다. 설치하는 동안 루트 CA 인증서를 XenMobile 서버로 가져와야 합니다.

FIPS 모드 구성
FIPS 모드는 XenMobile 서버를 처음 설치하는 동안에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설치가 완료된 후에는 FIPS를 사용하도록 설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FIPS 모드를 사용하려는 경우 처음부터 FIPS 모드로 XenMobile 서버를 설치해야 합니다. 또한 XenMobile
클러스터가 있는 경우 모든 클러스터 노드에 FIPS를 사용하도록 설정해야 합니다. 동일한 클러스터에서 FIPS와 비 FIPS
XenMobile 서버를 함께 사용할 수 없습니다.
XenMobile 명령줄 인터페이스에 Toggle FIPS mode(FIPS 모드 전환)가 있지만 이는 프로덕션 용도가 아닙니다. 이 옵션은 비
프로덕션 및 진단 용도로 제공되며 프로덕션 XenMobile 서버에서 지원되지 않습니다.
1. 초기 설정 시 FIPS 모드를 사용하도록 설정합니다.
2. SQL Server에 대한 루트 CA 인증서를 업로드합니다. SQL Server에서 공용 인증서가 아닌 자체 서명된 SSL 인증서를 사용한
경우 이 옵션에 예를 선택한 후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a. CA 인증서를 복사하여 붙여 넣습니다.
b. CA 인증서를 가져옵니다. CA 인증서를 가져오려면 XenMobile 서버에서 HT T P URL을 통해 액세스할 수 있는 웹 사이트
에 인증서를 게시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XenMobile에 인증서 업로드를 참조하십시오.
3. SQL Server의 서버 이름 및 포트, SQL Server에 로그인하는 데 사용할 자격 증명, XenMobile에 대해 만들 데이터베이스 이름
을 지정합니다.
참고: SQL 로그온 또는 Active Directory 계정을 사용하여 SQL Server에 액세스할 수 있지만 사용하는 로그온 계정이 DBcreator

https://docs.citrix.com

© 1999-2017 Citrix Systems, Inc. All rights reserved.

p.140

역할을 가져야 합니다.
4. Active Directory 계정을 사용하려면 도메인\사용자 이름 형식으로 자격 증명을 입력합니다.
5. 이러한 단계를 완료한 후에는 XenMobile 초기 설정을 진행합니다.
FIPS 모드가 성공적으로 구성되었는지 확인하려면 XenMobile 명령줄 인터페이스에 로그온합니다. 로그온 배너에 In FIPS
Compliant Mode(FIPS 준수 모드)가 표시됩니다.

인증서 가져오기
다음 절차는 인증서를 가져와 XenMobile에서 FIPS를 구성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이는 VMware 하이퍼바이저를 사용하는 데
필요합니다.

SQL 사전 요구 사항
1. XenMobile에서 SQL 인스턴스로의 연결은 보안되어야 하며 SQL Server 2012 또는 SQL Server 2014 버전이어야 합니다. 연결
보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Microsoft Management Console을 사용하여 SQL Server 인스턴스에 대해 SSL 암호화를 활성화하
는 방법을 참조하십시오.
2. 서비스가 제대로 다시 시작되지 않으면 다음을 확인합니다. Services.msc를 엽니다.
a. SQL Server 서비스에 사용되는 로그온 계정 정보를 복사합니다.
b. SQL Server에서 MMC.exe를 엽니다.
c. 파일 > 스냅인 추가/제거로 이동한 후 해당 인증서 항목을 두 번 클릭하여 인증서 스냅인을 추가합니다. 마법사의 두 페
이지에서 컴퓨터 계정과 로컬 컴퓨터를 선택합니다.
d. 확인을 클릭합니다.
e. 인증서(로컬 컴퓨터) > 개인 > 인증서를 확장하여 가져온 SSL 인증서를 찾습니다.
f. 가져온 인증서를 마우스 오른쪽 단추으로 클릭한 후(SQL Server 구성 관리자에서 선택) 모든 작업 > 개인 키 관리를 클릭
합니다.
g. 그룹 또는 사용자 이름 아래에서 추가를 클릭합니다.
h. 앞 단계에서 복사한 SQL 서비스 계정 이름을 입력합니다.
i. 모든 권한 허용 옵션을 선택 취소합니다. 기본적으로 서비스 계정은 모든 권한과 읽기 권한을 둘 다 갖지만 개인 키를 읽
는 권한만 필요합니다.
j. MMC를 닫고 SQL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3. SQL 서비스가 제대로 시작되는지 확인합니다.

IIS(인터넷 정보 서비스) 사전 요구 사항
1. rootcert(base 64)를 다운로드합니다.
2. rootcert를 IIS 서버의 기본 사이트(C:\inetpub\wwwroot)로 복사합니다.
3. 기본 사이트에 대해 인증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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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익명을 사용으로 설정합니다.
5. 실패한 요청 추적 규칙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6. .cer이 차단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7. 로컬 서버의 Internet Explorer 브라우저에서 .cer 위치(http://localhost/certname.cer)로 이동합니다. 루트 인증서 텍스트가
브라우저에 표시될 것입니다.
8. Internet Explorer 브라우저에 루트 인증서가 표시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이 IIS 서버에서 ASP를 사용하도록 설정되어 있는
지 확인합니다.
a. 서버 관리자를 엽니다.
b. 관리 > 역할 및 기능 추가에서 마법사로 이동합니다.
c. 서버 역할에서 웹 서버(IIS), 웹 서버, 응용 프로그램 개발을 차례로 확장한 후 ASP를 선택합니다.
d. 설치가 완료될 때까지 다음을 클릭합니다.
9. Internet Explorer를 열고 http://localhost/cert.cer로 이동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웹 서버(IIS)를 참조하십시오.

메모
이 절차에 CA의 IIS 인스턴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초기 FIPS 구성 시 루트 인증서 가져오기
명령줄 콘솔에서 처음으로 XenMobile 구성 단계를 완료하는 경우 다음 설정을 완료하여 루트 인증서를 가져와야 합니다. 설치
단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XenMobile 설치를 참조하십시오.
Enable FIPS: Yes
Upload Root Certificate: Yes
Copy(c) or Import(i): i
Enter HT T P URL to import: http:// IIS 서버의 FQDN/cert.cer
Server: SQL Server의 FQDN
Port: 1433
User name: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서비스 계정(도메인\사용자 이름)
Password: 서비스 계정의 암호
Database Name: 선택한 이름

모바일 장치에서 FIPS 모드 사용
기본적으로 모바일 장치에서는 FIPS 모드가 사용되지 않습니다. FIPS 모드를 사용하려면 설정 > 클라이언트 속성으로 이동하
고 FIPS 모드 사용 속성을 편집하여 값을 true로 설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클라이언트 속성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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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러스터링 구성
Feb 21, 20 18

클러스터링을 구성하려면 NetScaler에 다음 두 부하 분산 가상 IP 주소를 구성합니다.
MDM(모바일 기기 관리) 부하 분산 가상 IP 주소: 클러스터로 구성된 XenMobile 노드와 통신하기 위해 MDM 부하 분산 가
상 IP 주소가 필요합니다. 이 부하 분산은 SSL 브리지 모드에서 수행됩니다.
MAM(모바일 앱 관리) 부하 분산 가상 IP 주소: 클러스터로 구성된 XenMobile 노드와 통신하기 위해 NetScaler Gateway에
MAM 부하 분산 가상 IP 주소가 필요합니다. XenMobile에서는 기본적으로 NetScaler Gateway의 모든 트래픽이 포트 8443
의 부하 분산 가상 IP 주소로 전달됩니다.
이 문서에 나와 있는 절차는 새로운 XenMobile VM(가상 컴퓨터)을 만들고 새 VM을 기존 VM에 연결하여 클러스터를 구성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사전 요구 사항
필요한 XenMobile 노드가 완전히 구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모든 클러스터 노드와 XenMobile 데이터베이스에 NT P를 구성합니다. 이러한 모든 서버의 시간이 동일하지 않으면 클러스터
링이 올바르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MDM 부하 분산 장치용 공용 IP 주소 하나와 MAM용 사설 IP 주소 하나
서버 인증서
NetScaler Gateway 가상 IP 주소에 사용할 가용 IP 주소 하나
클러스터 설치 및 MDM 전용 또는 엔터프라이즈 모드(MDM+MAM)에서 XenMobile을 배포한 경우: 모든 NetScaler MDM
부하 분산 장치, 즉 포트 8443 및 443에 대해 설정된 가상 서버에 Source IP persistence(소스 IP 지속성)를 사용하도록
NetScaler 부하 분산 장치를 구성해야 합니다. 이 구성은 사용자 장치를 iOS 11로 업그레이드하기 전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Citrix Knowledge Center 문서(https://support.citrix.com/article/CT X227406)를 참조하십시오.
iOS 11 장치의 XenMobile Store에서 앱을 설치하려면 XenMobile Server에서 포트 80을 사용하도록 설정해야 합니다.
클러스터링된 구성의 XenMobile 10.x에 대한 참조 아키텍처 다이어그램은 아키텍처를 참조하십시오.

XenMobile 클러스터 노드 설치
필요한 노드 수에 따라 새 XenMobile VM을 만듭니다. 새 VM이 동일한 데이터베이스를 가리키도록 하고 동일한 PKI 인증서 암
호를 제공합니다.
1. 새 VM의 명령줄 콘솔을 열고 관리자 계정의 새 암호를 입력합니다.

2. 다음 그림과 같이 네트워크 구성 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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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데이터 보호를 위해 기본 암호를 사용하려면 y를 입력합니다. 또는 n을 입력한 후 새 암호를 입력합니다.

4. FIPS를 사용하려면 y를 입력하고 그렇지 않으면 n을 입력합니다.

5. 이전의 완전히 구성된 VM이 가리킨 데이터베이스를 동일하게 가리키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합니다. "Database already
exists"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6. 첫 번째 VM에 대해 입력한 인증서 암호를 동일하게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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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를 입력하면 두 번째 노드에 대한 초기 구성이 완료됩니다.

7. 구성이 완료되면 서버가 다시 시작되고 로그온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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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로그온 대화 상자가 첫 번째 VM의 로그온 대화 상자와 동일합니다. 두 대화 상자가 일치하는 것을 통해 두 VM이 동일한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사용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8. XenMobile의 FQDN(정규화된 도메인 이름)을 사용하여 웹 브라우저에서 XenMobile 콘솔을 엽니다.
9. XenMobile 콘솔에서 오른쪽 위 모서리의 렌치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지원 페이지가 열립니다.
10. 고급 아래에서 클러스터 정보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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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러스터 구성원, 장치 연결 정보, 작업 등을 포함하여 클러스터에 대한 모든 정보가 나타납니다. 이제 새 노드가 클러스터의 구
성원이 됩니다.

동일한 단계를 수행하여 다른 노드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노드에 추가된 첫 번째 클러스터는 OLDEST 역할을 갖습니다. 그 후
에 추가된 클러스터에는 NONE 또는 null 역할이 표시됩니다.

NetScaler에서 XenMobile 클러스터에 대한 부하 분산을 구성하려면
필요한 노드를 XenMobile 클러스터의 구성원으로 추가한 후에는 노드가 클러스터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부하를 분산해야 합니
다. 부하 분산을 수행하려면 NetScaler 10.5.x에서 사용할 수 있는 XenMobile 마법사를 실행합니다. 이 절차의 단계를 따라 마법
사를 실행하여 XenMobile의 부하를 분산할 수 있습니다.
1. NetScaler에 로그온합니다.

2. Configuration(구성) 탭에서 XenMobile을 클릭하고 Get Started(시작)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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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ccess through NetScaler Gateway(NetScaler Gateway를 통해 액세스) 확인란과 Load Balance XenMobile
Servers(XenMobile Server 부하 분산) 확인란을 선택한 후 Continue(계속)를 클릭합니다.

4. NetScaler Gateway의 IP 주소를 입력하고 Continue(계속)를 클릭합니다.

5.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서버 인증서를 NetScaler Gateway 가상 IP 주소에 바인딩한 후 Continue(계속)를 클릭합니다.
Use existing certificate(기존 인증서 사용)에서, 목록에서 해당 서버 인증서를 선택합니다.
Install Certificate(인증서 설치) 탭을 클릭하여 새 서버 인증서를 업로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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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인증 서버 세부 정보를 입력하고 Continue(계속)를 클릭합니다.

참고: Server Logon Name Attribute(서버 로그온 이름 특성)가 XenMobile LDAP 구성에서 지정한 것과 동일해야 합니다.
7. XenMobile settings(XenMobile 설정) 아래에서 Load Balancing FQDN for MAM(MAM의 FQDN 부하 분산)을 입력하고
Continue(계속)를 클릭합니다.

참고: MAM 부하 분산 가상 IP 주소의 FQDN과 XenMobile의 FQDN이 동일해야 합니다.
8. SSL 브리지 모드(HT T PS)를 사용하려는 경우 HT T PS communication to XenMobile Server(XenMobile 서버에 대한 HT T PS
통신)를 선택합니다. 그러나 SSL 오프로드를 사용하려는 경우 앞의 그림에 나온 것처럼 HT T P communication to XenMobile
Server(XenMobile Server에 대한 HT T P 통신)를 선택합니다. 이 문서에서는 SSL 브리지 모드(HT T PS)를 선택했습니다.
9. 서버 인증서를 MAM 부하 분산 가상 IP 주소에 바인딩한 후 Continue(계속)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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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XenMobile Servers 아래에서 Add Server(서버 추가)를 클릭하고 XenMobile 노드를 추가합니다.

11. XenMobile 노드의 IP 주소를 입력하고 Add(추가)를 클릭합니다.

12. 10-11단계를 반복하여 XenMobile 클러스터의 일부인 XenMobile 노드를 추가합니다. 추가된 모든 XenMobile 노드가 표시됩
니다. Continue(계속)를 클릭합니다.

13. Load Balance Device Manager Servers(부하 분산 장치 관리자 서버)를 클릭하여 MDM 부하 분산 구성을 계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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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MDM 부하 분산 IP 주소에 사용할 IP 주소를 입력하고 Continue(계속)를 클릭합니다.

15. XenMobile 노드가 목록에 표시되면 Continue(계속)를 누른 다음 Done(완료)을 클릭하여 프로세스를 마칩니다.

XenMobile 페이지에 가상 IP 주소 상태가 표시됩니다.

16. 가상 IP 주소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Configuration(구성) 탭을 클릭하고 T raffic Management(트래픽 관리) >
Load Balancing(부하 분산) > Virtual Servers(가상 서버)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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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Scaler의 DNS 항목이 MAM 부하 분산 가상 IP 주소를 가리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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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복구 가이드
Feb 21, 20 18

재해 복구를 위해 활성/수동 장애 조치(failover) 전략을 사용하여 여러 사이트가 포함된 XenMobile 배포를 설계하고 구성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XenMobile 배포 안내서 Disaster Recovery(재해 복구)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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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록시 서버 사용
Feb 21, 20 18

아웃바운드 인터넷 트래픽을 제어하려는 경우 XenMobile에서 해당 트래픽을 처리할 프록시 서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
려면 CLI(명령줄 인터페이스)를 통해 프록시 서버를 설정해야 합니다. 프록시 서버를 설정하려면 시스템을 다시 시작해야 합니
다.
1. XenMobile CLI 메인 메뉴에서 2를 입력하여 시스템 메뉴를 선택합니다.
2. 시스템 메뉴에서 6을 입력하여 프록시 서버 메뉴를 선택합니다.

3. 프록시 구성 메뉴에서 1을 입력하여 SOCKS를 선택하거나 2를 입력하여 HT T PS를 선택하거나 3을 입력하여 HT T P를 선택합
니다.

4. 프록시 서버 IP 주소, 포트 번호 및 대상을 입력합니다. 각 프록시 서버 유형에 대해 지원되는 대상 유형은 다음 표를 참조하십
시오.
프록시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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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KS

APNS

HT T P

APNS, 웹. PKI

HT T PS

웹, PKI

인증을 사용하는 HT T P

웹, PKI

인증을 사용하는 HT T PS

웹, PKI

5. HT T P 또는 HT T PS 프록시 서버 인증에 사용할 사용자 이름과 암호를 구성하도록 선택하는 경우 y를 입력한 후 사용자 이름
과 암호를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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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y를 입력하여 프록시 서버 설정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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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QL Server 드라이버
Feb 21, 20 18

XenMobile Service는 jT DS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SQL Server에 연결합니다. Microsoft JDBC 드라이버로 전환하려면 Citrix
Cloud 운영 팀에 문의하십시오.[KP(1]
온-프레미스 XenMobile Server에서 SQL Server에 연결할 때 기본 드라이버인 jT DS 또는 Microsoft JDBC(Java Database
Connectivity) 드라이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XenMobile Server를 온-프레미스로 설치하거나 jT DS 드라이버를 사용하도록 구
성된 XenMobile Server로 업그레이드하는 경우 jT DS 드라이버가 기본 드라이버입니다.
XenMobile은 두 드라이버에 대해 SQL Server 인증 또는 Windows 인증을 지원합니다. 이러한 인증 및 드라이버 조합에 대해
SSL을 켜거나 끌 수 있습니다.
Windows 인증과 함께 Microsoft JDBC 드라이버를 사용하는 경우 드라이버에 Kerberos 통합 인증이 사용됩니다. XenMobile은
Kerberos에 접속하여 Kerberos KDC(키 배포 센터) 세부 정보를 가져옵니다. 필요한 세부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 XenMobile
CLI에 Active Directory 서버의 IP 주소를 입력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jT DS 드라이버를 JDBC 드라이버로 전환하려면 모든 XenMobile Server 노드에 SSH로 연결한 후 XenMobile CLI를 사용하여 구
성합니다. 단계는 다음과 같이 현재 jT DS 드라이버 구성에 따라 다릅니다.

Microsoft JDBC로 전환(SQL Server 인증)
이러한 단계를 완료하려면 SQL Server 사용자 이름과 암호가 필요합니다.
1. 모든 XenMobile Server 노드에 SSH로 연결합니다.
2. XenMobile CLI 메인 메뉴에서 2를 입력하여 시스템 메뉴를 선택합니다.
3. 12를 입력하여 고급 설정을 선택합니다.
4. 7을 입력하여 JDBC 드라이버 전환을 선택한 후 m을 입력하여 Microsoft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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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메시지가 표시되면 y를 입력하여 SQL 인증을 선택하고 SQL Server 사용자 이름과 암호를 입력합니다.
6. 각 XenMobile Server 노드에 대해 단계를 반복합니다.
7. 각 XenMobile Server 노드를 다시 시작합니다.

Microsoft JDBC로 전환(SSL 꺼짐, Windows 인증)
이러한 단계를 완료하려면 Active Directory 사용자 이름 및 암호 Kerberos KDC 영역 및 KDC 사용자 이름이 필요합니다.
1. 모든 XenMobile Server 노드에 SSH로 연결합니다.
2. XenMobile CLI 메인 메뉴에서 2를 입력하여 시스템 메뉴를 선택합니다.
3. 12를 입력하여 고급 설정을 선택합니다.
4. 7을 입력하여 JDBC 드라이버 전환을 선택한 후 m을 입력합니다.
5. SQL Server 인증의 사용 여부를 묻는 메시지가 표시되면 n을 입력합니다.
6. 메시지가 표시되면 SQL Server에 구성된 Active Directory 사용자 이름과 암호를 입력합니다.
7. XenMobile에서 Kerberos KDC 영역이 자동으로 검색되지 않으면 SQL Server FQDN을 비롯한 KDC 세부 정보를 묻는 메시지
가 표시됩니다.
8. SSL 사용 여부를 묻는 메시지가 표시되면 n을 입력합니다. XenMobile 구성 XenMobile에서 오류로 인해 구성이 저장되지 않
으면 오류 메시지와 입력한 세부 정보가 표시됩니다.
9. 각 XenMobile Server 노드에 대해 단계를 반복합니다.
10. 각 XenMobile Server 노드를 다시 시작합니다.

https://docs.citrix.com

© 1999-2017 Citrix Systems, Inc. All rights reserved.

p.158

서버 속성
Feb 21, 20 18

XenMobile에는 서버 전체 작업에 적용되는 다수의 속성이 있습니다. 이 문서에서는 여러 서버 속성을 설명하고 서버 속성을 추
가, 편집 또는 삭제하는 방법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일부 속성은 사용자 지정 키입니다. 사용자 지정 키를 추가하려면 추가를 클릭한 다음 키에서 사용자 지정 키를 선택합니다.
일반적으로 구성되는 속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XenMobile 가상 안내서에서 서버 속성을 참조하십시오.

서버 속성 정의
항상 장치 추가:
true인 경우 XenMobile이 등록에 실패한 장치도 XenMobile 콘솔에 추가합니다. 따라서 등록을 시도한 장치를 볼 수 있습니
다. 기본값은 f alse입니다.
AG 클라이언트 인증서 발급 제한 간격:
인증서 생성 사이의 유예 기간입니다. 이 간격은 XenMobile이 짧은 기간에 장치용 인증서를 여러 개 생성하는 것을 방지합니
다. 이 값은 변경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값은 30분입니다.
감사 로그 정리 실행 시간:
감사 로그 정리를 시작하는 시간이며 HH:MM AM/PM 형식을 사용합니다. 예: 04:00 AM. 기본값은 02:00 AM입니다.
감사 로그 정리 간격(일):
XenMobile에 감사 로그가 유지되는 일 수입니다. 기본값은 1입니다.
Audit Logger(감사 로거):
False인 경우 UI(사용자 인터페이스) 이벤트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기본값은 False입니다.
감사 로그 보존(일):
XenMobile에 감사 로그가 유지되는 일 수입니다. 기본값은 7입니다.
auth.ldap.connect .timeout 및 auth.ldap.read.timeout:
느린 LDAP 응답을 보완하려면 다음 사용자 지정 키의 서버 속성을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키: 사용자 지정 키
키: auth.ldap.connect .timeout
값: 60000
표시 이름: auth.ldap.connect .timeout=60000
설명: LDAP connection timeout
키: 사용자 지정 키
키: auth.ldap.read.time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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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 60000
표시 이름: auth.ldap.read.timeout=60000
설명: LDAP read timeout
인증서 갱신(초):
XenMobile이 인증서 갱신을 시작하는 인증서가 만료되기 전의 시간(초)입니다. 예를 들어 인증서가 12월 30일에 만료될 예정
이고 이 속성이 30일로 설정된 경우 장치가 12월 1일에서 12월 30일 사이에 연결하면 XenMobile이 인증서 갱신을 시작합니
다. 기본값은 2592000초(30일)입니다.
연결 시간 제한:
XenMobile이 장치에 대한 T CP 연결을 종료하기 전까지의 세션 비활성 시간 제한(분)입니다. 세션은 열린 상태로 유지됩니다.
Android 및 Windows CE 장치와 원격 지원에 적용됩니다. 기본값은 5분입니다.
Microsof t 인증 서버에 대한 연결 시간 제한:
XenMobile이 인증서 서버의 응답을 대기하는 시간(초)입니다. 인증서 서버가 느리고 트래픽이 많은 경우 이 값을 60초 이상
으로 늘립니다. 120초 후에 응답하지 않는 인증서 서버는 유지 관리가 필요합니다. 기본값은 15000밀리초(15초)입니다.
기본 배포 채널:
XenMobile이 리소스를 장치에 배포하는 방법을 사용자 수준(DEFAULT_TO_USER) 또는 장치 수준에서 결정합니다. 기본값
은 DEFAULT_TO_DEVICE입니다.
배포 로그 정리(일):
XenMobile에 배포 로그가 유지되는 일 수입니다. 기본값은 7입니다.
호스트 이름 확인 사용 안 함:
기본적으로 호스트 이름 유효성 검사는 Microsoft PKI 서버를 제외한 발신 연결에 대해 활성화됩니다. 호스트 이름 유효성 검
사가 실패하면 서버 로그에 다음과 같은 오류가 포함됩니다. “Unable to connect to the VPP Server: Host name '192.0.2.0'
does not match the certificate subject provided by the peer(VPP 서버에 연결할 수 없습니다. 호스트 이름 '192.0.2.0'은 피
어가 제공한 인증서 주체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호스트 이름 유효성 검사로 인해 배포가 중단되는 경우 이 속성을 true로 변
경하십시오. 기본값은 f alse입니다.
SSL 서버 확인 사용 안 함:
True인 경우 다음 모든 조건이 충족되면 SSL 서버 인증서 확인이 사용되지 않습니다.
- XenMobile Server에서 인증서 기반 인증을 사용합니다.
- Microsoft CA 서버가 인증서 발급자입니다.
- XenMobile Server가 루트를 신뢰하지 않는 내부 CA에서 인증서를 서명했습니다.
기본값은 True입니다.
콘솔 사용:
true인 경우 사용자가 자가 지원 포털 콘솔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기본값은 true입니다.
Enable Crash Reporting(충돌 보고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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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ue인 경우 Citrix는 iOS 및 Android용 Secure Hub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충돌 보고서 및 진단을 수집합니다.
f alse인 경우 데이터가 수집되지 않습니다. 기본값은 true입니다.
진단에 대해 Hibernate Statistics 로깅 사용/사용 안 함:
True인 경우 Hibernate 통계 로깅을 사용하여 응용 프로그램 성능 문제 해결을 지원합니다. Hibernate는 XenMobile에서
Microsoft SQL Server에 연결할 때 사용되는 구성 요소입니다. 기본적으로 로깅은 응용 프로그램 성능에 영향을 미치므로 사
용하지 않도록 설정됩니다. 매우 큰 로그 파일이 만들어지는 것을 방지하려면 짧은 기간 동안만 로깅을 사용하십시오.
XenMobile은 /opt/sas/logs/hibernate_stats.log에 로그를 기록합니다. 기본값은 False입니다.
Enable macOS OTAE(macOS OTAE 사용):
f alse인 경우 macOS 장치에 대한 등록 링크의 사용을 차단합니다. 즉, macOS 사용자는 등록 초대를 통해서만 등록할 수 있
습니다. 기본값은 true입니다.
알림 트리거 사용:
Secure Hub 클라이언트 알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도록 설정합니다. true 값은 알림을 사용합니다. 기본값은 true입니
다.
f orce.server.push.required.apps:
다음과 같은 경우에 Android 및 iOS 장치에서 필수 앱의 강제 배포를 사용하도록 설정합니다.
사용자가 새 앱을 업로드하고 필수 앱으로 표시합니다.
사용자가 기존 앱을 필수 앱으로 표시합니다.
사용자가 필수 앱을 삭제합니다.
Secure Hub 업데이트가 제공됩니다.
필수 앱의 강제 배포는 기본적으로 f alse로 설정됩니다. 강제 배포를 사용하도록 설정하려면 사용자 지정 키를 만들고
값을 true로 설정하십시오. 강제 배포 동안, 엔터프라이즈 앱과 공용 앱 스토어 앱을 포함하여 MDX를 사용하도록 설정된
필수 앱의 경우 MDX 정책에 앱 업데이트 유예 기간을 구성하고 사용자가 앱을 나중에 업그레이드하기로 선택한 경우에
도 즉시 업그레이드하십시오.
키: 사용자 지정 키
키: f orce.server.push.required.apps
값: f alse
표시 이름: f orce.server.push.required.apps
설명: Force required apps to deploy
ActiveSync가 허용 및 거부된 사용자 전체 목록 끌어오기:
XenMobile이 ActiveSync가 허용 및 거부한 사용자의 전체 목록(기준)을 가져오는 간격(초)입니다. 기본값은 28800초입니다.
hibernate.c3p0.idle_test_period
XenMobile 서버 속성인 사용자 지정 키는 연결 유효성이 자동으로 검사되기까지의 유휴 시간(초)을 결정합니다. 다음과 같이
키를 구성합니다. 기본값은 30입니다.
키: 사용자 지정 키
키: hibernate.c3p0. idle_test_period
값: 30
표시 이름: hibernate.c3p0. idle_test_period = n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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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Hibernate 유휴 테스트 기간
hibernate.c3p0.max_size:
이 사용자 지정 키는 XenMobile에서 SQL Server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열 수 있는 최대 연결 수를 결정합니다. XenMobile은
이 사용자 지정 키에 지정한 값을 상한으로 사용합니다. 필요한 경우에만 연결이 열립니다. 데이터베이스 서버의 용량에 따라
설정을 결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T uning XenMobile Operations(XenMobile 작업 조정)를 참조하십시오. 다음과 같이 키를
구성합니다. 기본값은 1000입니다.
키: hibernate.c3p0.max_size
값: 1000
표시 이름: hibernate.c3p0.max_size= nnn
설명: SQL에 대한 DB 연결
hibernate.c3p0.min_size:
이 사용자 지정 키는 XenMobile에서 SQL Server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여는 최소 연결 수를 결정합니다. 다음과 같이 키를 구
성합니다. 기본값은 100입니다.
키: hibernate.c3p0.min_size
값: 100
표시 이름: hibernate.c3p0.max_size= nnn
설명: SQL에 대한 DB 연결
hibernate.c3p0.timeout:
이 사용자 지정 키는 유휴 시간 초과(초)를 결정합니다. 기본값은 120입니다.
키: 사용자 지정 키
키: hibernate.c3p0.timeout
값: 120
표시 이름: hibernate.c3p0.timeout= nnn
설명: 데이터베이스 유휴 시간 초과
원격 분석의 사용 여부를 식별합니다:
원격 분석(사용자 환경 개선 프로그램 또는 CEIP)이 사용되는지 여부를 식별합니다. XenMobile을 설치하거나 업그레이드할
때 CEIP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XenMobile서 15번 연속으로 업로드에 실패할 경우 원격 분석이 사용되지 않습니다. 기본값은
f alse입니다.
비활성 시간 제한(분):
웹 서비스 시간 제한 유형 서버 속성이 INACTIVITY_TIMEOUT인 경우: 이 속성은 XenMobile이 다음을 수행하지 않은 비활성
관리자를 로그아웃하기 전의 시간(분)을 정의합니다.
REST 서비스에 대한 XenMobile 공용 API를 사용한 XenMobile 콘솔 액세스
REST 서비스에 대한 XenMobile 공용 API를 사용하여 타사 앱에 액세스. 시간 제한이 0인 경우 비활성 사용자가 로그인한
상태로 유지됩니다.
기본값은 5입니다.
iOS 장치 관리 등록 자동 설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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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ue인 경우 이 속성은 장치 등록 시 필요한 사용자 상호 작용의 수를 줄입니다. 사용자는 Root CA install(루트 CA 설치)(필
요한 경우) 및 MDM Prof ile install(MDM 프로필 설치)을 클릭해야 합니다.
iOS 장치 관리 등록 첫 번째 단계 지연:
장치 등록 시 사용자가 자격 증명을 입력한 후 루트 CA에 대한 메시지에 응답하기까지 대기해야 하는 시간을 지정합니다. 이
속성은 네트워크 대기 시간 또는 속도 문제가 있는 경우에만 편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경우 5000밀리초(5초)를 초과하는
값을 설정하지 마십시오. 기본값은 1000밀리초(1초)입니다.
iOS 장치 관리 등록 마지막 단계 지연:
이 속성 값은 장치 등록 중에 MDM 프로필이 설치된 후 장치의 에이전트가 시작되기까지 대기해야 하는 시간을 지정합니다.
이 속성은 네트워크 대기 시간 또는 속도 문제가 있는 경우에만 편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경우 5000밀리초(5초)를 초과하
는 값을 설정하지 마십시오. 기본값은 1000밀리초(1초)입니다.
iOS 장치 관리 ID 배달 모드:
XenMobile이 장치에 MDM 인증서를 배포할 때 SCEP(보안상의 이유로 권장됨) 또는 PKCS12를 사용할지 여부를 지정합니다.
PKCS12 모드에서는 서버에 키 쌍이 생성되고 협상이 수행되지 않습니다. 기본값은 SCEP입니다.
iOS 장치 관리 ID 키 크기:
MDM ID, iOS 프로필 서비스 및 XenMobile iOS 에이전트 ID에 대한 개인 키의 크기를 정의합니다. 기본값은 1024 입니다.
iOS 장치 관리 ID 갱신(일):
XenMobile이 인증서 갱신을 시작하는 인증서가 만료되기 전의 시간(일)을 지정합니다. 예를 들어 인증서가 10일 후에 만료되
고 이 속성이 10일인 경우 장치가 만료 9일 전에 연결하면 XenMobile이 새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기본값은 30일입니다.
iOS MDM APNS 개인 키 암호:
이 속성에는 XenMobile에서 Apple 서버로 알림을 푸시할 때 필요한 APNs 암호가 포함됩니다.
장치 연결 해제 전까지의 비활성 기간:
XenMobile이 연결을 해제하기 전에 장치가 마지막 인증부터 비활성 상태로 있을 수 있는 시간을 지정합니다. 기본값은 7일
입니다.
MAM Only Device Max(MAM 전용 장치 최대값):
이 사용자 지정 키는 각 사용자가 등록할 수 있는 MAM 전용 장치의 수를 제한합니다. 다음과 같이 키를 구성합니다. 값이 0이
면 장치를 무제한 등록할 수 있습니다.
키 = number.of.mam.devices.per.user
값=5
표시 이름 = MAM Only Device Max
설명 = Limits the number of MAM devices each user can enroll.
MaxNumberOf Worker:
많은 수의 VPP 라이센스를 가져올 때 사용되는 스레드 수입니다. 기본값은 3입니다. 추가 최적화가 필요한 경우 스레드 수를
늘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 6과 같이 스레드 수가 커지면 VPP를 가져올 때 CPU 사용량이 매우 높아진다는 점에 유의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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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Scaler Single Sign-On:
False인 경우 NetScaler에서 XenMobile로의 SSO 중에 XenMobile 콜백 기능이 사용되지 않습니다. NetScaler Gateway 구
성에 콜백 URL이 포함되는 경우 XenMobile이 콜백 기능을 사용하여 NetScaler Gateway 세션 ID를 확인합니다. 기본값은
False입니다.
연속 업로드 실패 수:
CEIP(사용자 환경 개선 프로그램) 업로드 중에 연속적으로 실패한 횟수를 표시합니다. 업로드가 실패하면 값이 증가합니다.
업로드가 15회 실패하면 XenMobile이 원격 분석이라고도 하는 CEIP를 사용하지 않도록 설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격 분
석의 사용 여부를 식별합니다 서버 속성을 참조하십시오. 업로드가 성공하면 값이 0으로 재설정됩니다.
장치당 사용자 수:
동일한 장치를 MDM에 등록할 수 있는 사용자의 최대 수입니다. 0 값은 무제한의 사용자가 동일한 장치를 등록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기본값은 0입니다.
허용 및 거부된 사용자에 대한 증분 변경 내용 끌어오기:
XenMobile이 PowerShell 명령을 실행하여 ActiveSync 장치의 델타를 가져올 때 도메인의 응답을 대기하는 시간(초)입니다.
기본값은 60초입니다.
Microsof t 인증 서버에 대한 읽기 시간 제한:
XenMobile이 읽기를 수행할 때 인증서 서버의 응답을 대기하는 시간(초)입니다. 인증서 서버가 느리고 트래픽이 많은 경우 이
값을 60초 이상으로 늘릴 수 있습니다. 120초 후에 응답하지 않는 인증서 서버는 유지 관리가 필요합니다. 기본값은 15000밀
리초(15초)입니다.
REST Web Services(REST 웹 서비스):
REST 웹 서비스를 사용합니다. 기본값은 true입니다.
지정된 크기의 청크로 장치 정보를 검색합니다:
이 값은 장치 내보내기 중 내부적으로 다중 스레드 처리에 사용됩니다. 값이 클수록 단일 스레드가 더 많은 장치를 구문 분석
합니다. 값이 작을수록 더 많은 스레드가 장치를 가져옵니다. 값을 줄이면 내보내기 및 장치 목록 가져오기 성능이 향상되지
만 사용 가능한 메모리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기본값은 1000입니다.
세션 로그 정리(일):
XenMobile에 세션 로그가 유지되는 일 수입니다. 기본값은 7입니다.
서버 모드:
XenMobile이 앱 관리, 장치 관리 또는 앱 및 장치 관리에 해당하는 MAM, MDM 또는 ENT (엔터프라이즈) 모드에서 실행되는
지 확인합니다. Server Mode(서버 모드) 속성은 아래 표에 설명된 것과 같이 장치 등록 방법에 따라 설정합니다. Server
Mode(서버 모드)의 기본값은 라이센스 유형에 관계없이 ENT입니다.
XenMobile MDM Edition 라이센스가 있는 경우 유효한 서버 모드는 서버 속성에서 설정한 서버 모드와 관계없이 항상
MDM입니다. MDM Edition 라이센스가 있는 경우 서버 모드를 MAM 또는 ENT 로 설정하여 앱 관리를 사용할 수 없습니
다.
라이센스 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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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erprise/Advanced

MDM 모드

MDM

Enterprise/Advanced

MDM+MAM 모드

ENT

MDM

MDM 모드

MDM

유효한 서버 모드는 라이센스 유형과 서버 모드의 조합입니다. MDM 라이센스에 유효한 서버 모드는 서버 모드 설정과 관계없
이 항상 MDM입니다. Enterprise 및 Advanced 라이센스의 경우 유효한 서버 모드는 서버 모드가 ENT 또는 MDM인 경우 서버
모드와 일치합니다. 서버 모드가 MAM인 경우 유효한 서버 모드는 ENT 입니다.
XenMobile은 라이센스 활성화, 라이센스 삭제 및 서버 속성에서 서버 모드 변경 작업에 대한 서버 로그에 서버 모드를 추가합니
다. 로그 파일 만들기 및 보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로그와 XenMobile의 로그 파일 보기 및 분석을 참조하십시오.
ShareFile 구성 유형:
ShareFile 스토리지 유형을 지정합니다. ENTERPRISE는 ShareFile Enterprise 모드를 사용합니다. CONNECTORS는 XenMobile
콘솔을 통해 만든 StorageZone 커넥터에 대한 액세스만 제공합니다. 기본값은 NONE이며 구성 > ShareFile 화면의 초기 보
기에서 ShareFile Enterprise와 커넥터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본값은 NONE입니다.
정적 시간 제한(분):
웹 서비스 시간 제한 유형 서버 속성이 STATIC_TIMEOUT인 경우: 이 속성은 XenMobile이 다음을 사용한 후 관리자를 로그
아웃하기 전의 시간(분)을 정의합니다.
REST 서비스에 대한 XenMobile 공용 API를 사용하여 XenMobile 콘솔에 액세스
REST 서비스에 대한 XenMobile 공용 API를 사용하여 타사 앱에 액세스.
기본값은 60입니다.
에이전트 메시지 억제 트리거:
Secure Hub 클라이언트 메시지를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도록 설정합니다. f alse 값은 메시지를 사용합니다. 기본값은
true입니다.
에이전트 사운드 억제 트리거:
Secure Hub 클라이언트 사운드를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도록 설정합니다. f alse 값은 사운드를 사용합니다. 기본값은
true입니다.
Android 장치의 인증되지 않은 앱 다운로드:
True인 경우 자체 호스트된 앱을 Android for Work를 실행하는 Android 장치에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이 속성은 Google
Play Store의 다운로드 URL을 정적으로 제공하는 Android for Work 옵션이 사용되는 경우 필요합니다. 이 경우 다운로드
URL에는 인증 토큰이 있는 일회용 티켓(XAM One-Time Ticket server(XAM 일회용 티켓 서버) 속성으로 정의됨)이 포함될
수 없습니다. 기본값은 False입니다.
Windows 장치의 인증되지 않은 앱 다운로드:
일회용 티켓의 유효성을 검사하지 않는 이전 버전의 Secure Hub에만 사용됩니다. False인 경우 XenMobile에서 인증되지 않
은 앱을 Windows 장치에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기본값은 False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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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veSync ID를 사용하여 ActiveSync 장치 초기화 수행:
true인 경우 XenMobile Mail Manager가 ActiveSync 식별자를 asWipeDevice 메서드의 인수로 사용합니다. 기본값은
f alse입니다.
사용자 정의 장치 속성 N:
Windows CE 장치에만 사용됩니다. 이 사용자 지정 키를 사용하면 Windows CE 장치의 레지스트리에서 만드는 속성을 가져
올 수 있습니다. 해당 속성이 XenMobile 데이터베이스에 추가되면 속성의 값에 기반하여 배포 규칙을 만들 수 있습니다.
키: 사용자 지정 키
키: device.properties.userDeﬁnedN
값: <administrator-deﬁned>
표시 이름: <administrator-deﬁned>
설명: <administrator-deﬁned>
Exchange의 사용자만:
true인 경우 ActiveSync Exchange 사용자에 대한 사용자 인증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기본값은 f alse입니다.
VPP 기준 간격:
XenMobile이 Apple에서 VPP 라이센스를 다시 가져오는 최소 간격입니다. 라이센스 정보를 새로 고치면 VPP에서 가져온 앱
을 수동으로 삭제하는 것과 같은 모든 변경 내용을 XenMobile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XenMobile은 VPP 라이센
스 기준을 최소 720분마다 새로 고칩니다.
설치된 VPP 라이센스가 많은 경우(예: 50,000개 초과) 기준 간격을 늘려 라이센스 가져오기의 빈도 및 오버헤드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Apple에서 VPP 라이센스가 자주 변경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값을 낮춰 XenMobile에 변경 내용이 업데
이트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기준 사이의 최소 간격은 60분입니다. 또한 XenMobile은 60분마다 델타 가져오기를
수행하여 마지막 가져오기 이후의 변경 내용을 캡처합니다. 그러므로 VPP 기준 간격이 60분인 경우 기준 사이의 간격이
최대 119분까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웹 서비스 시간 제한 유형:
공용 API에서 검색되는 인증 토큰의 만료 방법을 지정합니다. STATIC_TIMEOUT인 경우 Static Timeout in Minutes(정적
시간 제한(분)) 서버 속성에 지정된 값이 지나면 인증 토큰이 만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INACTIVITY_TIMEOUT인 경우 Inactivity Timeout in Minutes(비활성 시간 제한(분)) 서버 속성에 지정된 값 동안 비활
성 상태이면 인증 토큰이 만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기본값은 STATIC_TIMEOUT입니다.
Windows Phone MDM 인증서 연장 유효 기간(5년):
Windows Phone 및 태블릿용 MDM에서 발급된 장치 인증서의 유효 기간입니다. 장치 관리 중에 장치는 장치 인증서를 사용
하여 MDM 서버에 인증합니다. true인 경우 유효 기간은 5년입니다. f alse인 경우 유효 기간은 2년입니다. 기본값은 true입
니다.
Windows WNS Channel - Number of Days Bef ore Renewal(Windows WNS 채널 - 갱신 전 일 수):
ChannelURI의 갱신 빈도입니다. 기본값은 10일입니다.
Windows WNS 하트비트 간격:
XenMobile이 3분마다 장치에 5회 연결한 후 장치에 연결되기 전까지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기본값은 6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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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AM 일회용 티켓:
OT T (일회용 인증 토큰)로 앱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시간(밀리초)입니다. 이 속성은 Android 장치의 인증되지 않은 앱 다운로
드 및 Windows 장치의 인증되지 않은 앱 다운로드 속성과 함께 사용됩니다. 이러한 속성은 인증되지 않은 앱 다운로드를 허
용할지 여부를 지정합니다. 기본값은 3600000입니다.
XenMobile MDM 자가 지원 포털 콘솔의 최대 비활성 간격입니다(분):
XenMobile 자가 지원 포털에서 비활성 사용자가 로그아웃되기까지의 시간(분)입니다. 시간 제한이 0인 경우 비활성 사용자
가 로그인 상태로 유지됩니다. 기본값은 30입니다.

서버 속성 추가, 편집 또는 삭제
XenMobile에서 서버에 속성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변경한 후에는 모든 노드에서 XenMobile을 다시 시작하여 변경 내용을 커
밋하고 활성화해야 합니다.

메모
XenMobile을 다시 시작하려면 하이퍼바이저를 통해 명령 프롬프트를 사용합니다.

1. XenMobile 콘솔에서 오른쪽 위 모서리의 기어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설정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2. 서버 아래에서 서버 속성을 클릭합니다. 서버 속성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이 페이지에서 서버 속성을 추가, 편집 또는 삭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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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 속성을 추가하려면
1. 추가를 클릭합니다. 새 서버 속성 추가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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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 설정을 구성합니다.
키: 목록에서 해당하는 키를 선택합니다. 키는 대/소문자를 구분합니다. 속성 값을 편집하기 전 또는 특수 키를 요청하려는 경
우 Citrix 지원에 문의하십시오.
값: 선택한 키에 따라 값을 입력합니다.
표시 이름: 서버 속성 테이블에 표시되는 새 속성 값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설명: 필요한 경우 새 서버 속성의 설명을 입력합니다.
3. 저장을 클릭합니다.

서버 속성을 편집하려면
1. 서버 속성 테이블에서 편집할 서버 속성을 선택합니다.
참고: 서버 속성 옆의 확인란을 선택하면 서버 속성 목록 위에 옵션 메뉴가 표시됩니다. 목록에서 아무 위치를 클릭하면 목
록의 오른쪽에 옵션 메뉴가 나타납니다.
2. 편집을 클릭합니다. 새 서버 속성 편집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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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 정보를 적절하게 변경합니다.
키: 이 필드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값: 속성 값입니다.
표시 이름: 속성 이름입니다.
설명: 속성 설명입니다.
4. 저장을 클릭하여 변경 내용을 저장하거나 취소를 클릭하여 속성을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합니다.

서버 속성을 삭제하려면
1. 서버 속성 테이블에서 삭제할 서버 속성을 선택합니다.
참고: 각 속성 옆에 있는 확인란을 선택하여 삭제할 속성을 둘 이상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삭제를 클릭합니다. 확인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삭제를 다시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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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명령줄 인터페이스) 옵션
Feb 21, 20 18

XenMobile Server 온-프레미스 설치의 경우 언제라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CLI 옵션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XenMobile이 설치된 하이퍼바이저 사용: 하이퍼바이저에서, 가져온 XenMobile 가상 컴퓨터를 선택하고 명령 프롬프트 보
기를 시작한 후 XenMobile의 관리자 계정에 로그온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하이퍼바이저의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방화벽에서 SSH를 사용하도록 설정된 경우 SSH 사용. XenMobile의 관리자 계정에 로그온합니다.
CLI를 사용하여 다양한 구성 및 문제 해결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CLI의 최상위 메뉴입니다.

구성 옵션
다음은 Conﬁguration Menu의 샘플과 각 옵션에 대해 표시되는 설정입니다.

[1] Network

[2] Firew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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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Database

[4 ] Listener Ports

https://docs.citrix.com

© 1999-2017 Citrix Systems, Inc. All rights reserved.

p.172

클러스터링 옵션
다음은 Clustering Menu의 샘플과 각 옵션에 대해 표시되는 설정입니다.

[1] Show Cluster Status

[2] Enable/Disable cluster
클러스터링을 사용하도록 선택할 경우 다음과 같은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To enable real-time communication between cluster members, please open port 80 using the Firewall menu option in
CLI menu. Also conﬁgure Access white list under Firewall settings for restricted access.
클러스터링을 사용하지 않도록 선택할 경우 다음과 같은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You have chosen to disable clustering. Access to port 80 is not needed. Please disable it.

[3] Cluster member white list

[4 ] Enable or disable SSL of ﬂoad
SSL 오프로딩을 사용할지 여부를 선택하면 다음과 같은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Enabling SSL ofﬂoad opens port 80 for everyone. Please conﬁgure Access white list under Firewall settings for
restricted ac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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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Display Hazelcast Cluster
Hazelcast 클러스터를 표시하도록 선택하면 다음과 같은 옵션이 나타납니다.
Hazelcast Cluster Members:
[IP 주소 나열됨]
참고: 구성된 노드가 클러스터의 일부가 아닌 경우 해당 노드를 다시 부팅하십시오.

시스템 옵션
System Menu에서는 시스템 수준 정보를 표시 또는 설정하거나, 서버를 다시 시작 또는 종료하거나, Advanced Settings에 액
세스할 수 있습니다.

NT P 서버 설정을 통해 NT P 서버 정보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XenMobile 시간을 하이퍼바이저와 동기화할 때 표준 시간대 관련
문제가 나타나는 경우 XenMobile이 NT P 서버를 가리키도록 하면 이 문제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 옵션을 변경한 후에 모든
클러스터 서버를 다시 시작합니다.

[12] Advanced Sett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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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L 프로토콜 옵션은 기본적으로 허용된 모든 프로토콜로 설정됩니다. New SSL protocols to enable(사용할 새 SSL 프로토
콜) 프롬프트가 표시되면 사용할 프로토콜을 입력합니다. XenMobile은 응답에 포함되지 않은 모든 프로토콜을 사용하지 않습
니다. 예를 들어 T LSv1을 사용하지 않으려면 TLSv1.2,TLSv1.1을 입력한 다음 y를 입력하여 XenMobile Server를 다시 시작합니
다.
Server Tuning(서버 조정) 옵션에는 서버 연결 시간 초과, 최대 연결 수(포트별) 및 최대 스레드 수(포트별)가 포함됩니다.
Switch JDBC driver(JDBC 드라이버 전환) 옵션은 jTDS와 Microsof t JDBC입니다. 기본 드라이버는 jT DS입니다. Microsoft
JDBC 드라이버 전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SQL Server 드라이버를 참조하십시오.

문제 해결 옵션
다음은 Troubleshooting Menu의 샘플과 각 옵션에 대해 표시되는 설정입니다.

[1] Network Utilities

[2] Logs

[3] Support Bund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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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enMobile 콘솔에 대한 워크플로 시작하기
Feb 21, 20 18

XenMobile 콘솔은 XenMobile의 통합된 관리 도구입니다. 이 문서에서는 XenMobile를 설치했고 콘솔에서 작업할 수 있는 상태
인 것으로 가정합니다. XenMobile을 아직 설치하지 않은 경우 XenMobile 설치를 참조하십시오. XenMobile 콘솔의 브라우저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XenMobile 호환성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초기 설정 워크플로
명령줄 콘솔과 XenMobile 콘솔에서 차례로 XenMobile을 구성하고 나면 대시보드가 열립니다. 초기 구성 화면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일부 설치 구성을 건너뛴 경우 콘솔에서 다음 설정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앱 및 장치를 추가하기 전에 다음
설치 설정을 완료해야 합니다. 먼저 콘솔의 오른쪽 위 모서리에서 기어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참고: 별표가 있는 항목은 선택적 요소입니다.

각 설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단계별 절차는 다음 Citrix 제품 설명서 문서 및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인증
NetScaler Gateway 및 XenMobile
알림
Android, iOS 및 Windows 플랫폼을 지원하려면 다음과 같은 계정 관련 설정을 완료해야 합니다.
Android
Google Play 자격 증명을 만듭니다. 자세한 내용은 Google Play Launch(시작)를 참조하십시오.
Android for Work 관리자 계정을 만듭니다. 자세한 내용은 Android for Work를 참조하십시오.
Google의 도메인 이름을 확인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G Suite 도메인 확인을 참조하십시오.
API를 사용하도록 설정하고 Android for Work의 서비스 계정을 만듭니다. 자세한 내용은 Android Enterprise 도움말을 참조
하십시오.
iOS
Apple ID와 개발자 계정을 만듭니다. 자세한 내용은 Apple Developer Program 웹 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APNs(Apple 푸시 알림 서비스) 인증서를 만듭니다. XenMobile Service(클라우드) 배포를 사용하여 iOS 장치를 관리하려는 경
우 Apple APNs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WorxMail 배포에 푸시 알림을 사용하는 경우 Apple APNs 인증서도 필요합니다. Apple
APNs 인증서를 얻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pple Push Certificates Portal을 참조하십시오. XenMobile 및 APNs에 대
한 자세한 내용은 APNs 인증서 및 iOS용 WorxMail의 푸시 알림을 참조하십시오.
VPP(Volume Purchase Program) 회사 토큰을 만듭니다. 자세한 내용은 Apple Volume Purchasing Program을 참조하십시오.
Windows
Microsoft Windows 스토어 개발자 계정을 만듭니다. 자세한 내용은 Microsoft Windows 개발자 센터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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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soft Windows 스토어 게시자 ID를 가져옵니다. 자세한 내용은 Microsoft Windows 개발자 센터를 참조하십시오.
Symantec의 엔터프라이즈 인증서를 얻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Microsoft Windows 개발자 센터를 참조하십시오.
Windows Phone 등록에 XenMobile 자동 검색을 사용하려는 경우 공용 SSL 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XenMobile 자동 검색 서비스를 참조하십시오.
AET (응용 프로그램 등록 토큰)를 만듭니다. 자세한 내용은 Microsoft Windows 개발자 센터를 참조하십시오.

콘솔 사전 요구 사항 워크플로
이 워크플로에서는 앱 및 장치를 추가하기 전에 구성해야 할 사전 요구 사항을 보여 줍니다.
참고: 별표가 있는 항목은 선택적 요소입니다.

각 설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단계별 절차는 다음 Citrix 제품 설명서 문서 및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사용자 계정, 역할 및 등록
리소스 배포
RBAC를 사용하여 역할 구성
알림
워크플로 만들기 및 관리
XenMobile에 ShareFile 사용

앱 워크플로 추가
이 워크플로는 XenMobile에 앱을 추가하는 경우 따라야 할 권장 순서를 보여 줍니다.
참고: 별표가 있는 항목은 선택적 요소입니다.

각 설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단계별 절차는 다음 Citrix 제품 설명서 문서 및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MDX T oolkit 정보
앱 추가
MDX 정책 요약
워크플로 만들기 및 관리
리소스 배포

장치 워크플로 추가
이 워크플로는 XenMobile에서 장치를 추가하고 등록하는 경우 따라야 할 권장 순서를 보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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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별표가 있는 항목은 선택적 요소입니다.

각 설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단계별 절차는 다음 Citrix 제품 설명서 문서 및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장치
지원되는 장치 운영 체제
리소스 배포
모니터링 및 지원
자동화된 동작

사용자 장치 워크플로 등록
이 워크플로는 XenMobile에서 사용자 장치를 등록하는 경우 따라야 할 권장 순서를 보여 줍니다.

각 설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단계별 절차는 다음 Citrix 제품 설명서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사용자 계정, 역할 및 등록
알림

진행 중인 앱 및 장치 관리 워크플로
이 워크플로는 콘솔에서 수행할 수 있는 앱 및 장치 관리 작업을 보여 줍니다.
참고: 별표가 있는 항목은 선택적 요소입니다.

콘솔의 오른쪽 위 모서리에 있는 렌치 아이콘을 클릭하면 표시되는 지원 옵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링 및 지원을 참조하
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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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서 및 인증
Feb 21, 20 18

XenMobile 작동 중에 다음과 같은 다양한 구성 요소가 인증에 관여합니다.
XenMobile Server: XenMobile Server는 등록 보안 기능 및 등록 환경을 정의하는 장소입니다. 등록하는 사용자를 위한 옵션
에는 등록 과정을 모든 사용자에게 공개할지, 아니면 초대만 사용할지 여부와 2단계 인증을 요구할지, 아니면 3단계 인증을
요구할지 여부가 포함됩니다. XenMobile의 클라이언트 속성을 통해 Citrix PIN 인증을 사용하도록 설정하고 PIN의 복잡성과
만료 시간을 구성합니다.
NetScaler: NetScaler는 Micro VPN SSL 세션의 종료 기능을 제공합니다. 또한 NetScaler는 네트워크 전송 중 보안 기능을 제
공하며 사용자가 앱에 액세스할 때마다 사용되는 인증 환경을 정의할 수 있게 해 줍니다.
Secure Hub: 등록 작업에서 Secure Hub와 XenMobile Server가 함께 작동합니다. Secure Hub는 장치에서 NetScaler와 통신
하는 엔터티입니다. 세션이 만료되면 Secure Hub가 NetScaler로부터 인증 티켓을 받아 MDX 앱에 해당 티켓을 전달합니다.
메시지 가로채기(man-in-the-middle) 공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인증서 고정 기능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Secure Hub 문서에서 인증서 고정 관련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Secure Hub는 MDX 보안 컨테이너를 지원합니다. 앱이 시간 초과되면 Secure Hub가 정책을 푸시하고 NetScaler에서 세션
을 생성한 다음 MDX 시간 초과 및 인증 환경을 정의합니다. 또한 Secure Hub는 탈옥 감지, 지오로케이션 확인 및 사용자가
적용한 모든 정책을 관리합니다.
MDX 정책: MDX 정책은 장치에서 데이터 저장소를 만듭니다. MDX 정책은 Micro VPN 연결을 다시 NetScaler로 리디렉션하
고, 오프라인 모드 제한을 적용하고, 시간 초과 같은 클라이언트 정책을 적용합니다.
1단계 및 2단계 인증 방법의 개요를 비롯한 인증 구성 방법과 관련된 고려 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배포 핸드북 인증 문
서를 참조하십시오.
XenMobile의 인증서를 사용하여 보안 연결을 만들고 사용자를 인증할 수 있습니다. 이 문서의 나머지 부분에서 인증서에 대해
설명합니다. 다른 구성 세부 정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도메인 인증 또는 도메인과 보안 토큰 인증
클라이언트 인증서 인증 또는 인증서와 도메인 인증
PKI 엔터티
자격 증명 공급자
APNs 인증서
ShareFile을 사용하는 Single Sign-on을 위한 SAML
Microsoft Azure Active Directory 서버 설정

인증서
기본적으로 XenMobile에는 서버로 전달되는 통신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 중에 생성되는 자체 서명된 SSL(Secure Sockets
Layer) 인증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SSL 인증서를 잘 알려진 CA(인증 기관)의 신뢰할 수 있는 SSL 인증서로 교체하는 것이 좋
습니다.

메모
iOS 10.3 장치는 자체 서명 인증서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XenMobile이 자체 서명 인증서를 사용하는 경우 iOS 10.3 장치를 XenMobile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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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할 수 없습니다. iOS 10.3 이상을 실행하는 장치를 XenMobile에 등록하려면 XenMobile에서 신뢰할 수 있는 SSL 인증서를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XenMobile은 자체 PKI(공개 키 인프라) 서비스를 사용하거나 클라이언트 인증서에 대한 CA로부터 인증서를 가져옵니다.
모든 Citrix 제품은 와일드카드 인증서와 SAN(주체 대체 이름) 인증서를 지원합니다. 대부분의 배포에서 와일드카드 또는 SAN
인증서 두 개만 있으면 됩니다.
클라이언트 인증서 인증에는 모바일 앱을 위한 추가 보안 계층이 제공되기 때문에 사용자가 HDX 앱에 원활하게 액세스할 수 있
습니다. 클라이언트 인증서 인증이 구성된 경우 사용자가 XenMobile 지원 앱에 액세스하려면 SSO(Single Sign-on)용 Citrix PIN
을 입력해야 합니다. 또한 Citrix PIN은 사용자 인증 환경을 간소화합니다. Citrix PIN은 클라이언트 인증서를 보호하거나 Active
Directory 자격 증명을 장치에 로컬로 저장하는 데 사용됩니다.
XenMobile에서 iOS 장치를 등록하고 관리하려면 Apple에서 APNs(Apple 푸시 알림 서비스) 인증서를 설정하고 만드십시오. 단
계에 대해서는 APNs 인증서를 참조하십시오.
다음 표에서는 각 XenMobile 구성 요소에 대한 인증서 형식 및 유형을 보여 줍니다.
XenMobile
구성 요소

NetScaler
Gateway

인증서 형식

필요한 인증서 유형

PEM(BASE64),
PFX(PKCS#12)
.p12(Windows

SSL, 루트. NetScaler Gateway가 PFX를 자동으로 PEM으로 변환합니다.

SSL, SAML, APNs. 또한 XenMobile은 설치 프로세스 중에 완전한 PKI를 생성합니다. 중요:

XenMobile

기반 컴퓨터의

Server

경우 .pfx)

XenMobile Server는 확장명이 .pem인 인증서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pem 인증서를 사용하
려면 .pem 파일을 인증서와 키로 분할하고 각각을 XenMobile 서버로 가져옵니다.

StoreFront

PFX(PKCS#12)

SSL, 루트

XenMobile은 비트 길이가 4096, 2048 및 1024인 SSL 수신기 인증서 및 클라이언트 인증서를 지원합니다. 1024비트 인증서는
쉽게 손상될 수 있습니다.
NetScaler Gateway 및 XenMobile Server의 경우 Verisign, DigiCert, T hawte 등과 같은 공용 CA로부터 서버 인증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NetScaler Gateway 또는 XenMobile 구성 유틸리티에서 CSR(인증서 서명 요청)을 만들 수 있습니다. CSR을 만든 후
CA에 제출하여 서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CA가 서명된 인증서를 반환하면 해당 인증서를 NetScaler Gateway 또는 XenMobile
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XenMobile에서 인증서 업로드
인증서 테이블에는 업로드한 각 인증서의 콘텐츠를 요약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인증서가 필요한 PKI 통합 구성 요소를 구성할
때 컨텍스트에 종속적인 조건을 충족하는 서버 인증서를 선택하십시오. 예를 들어 Microsoft CA와 통합되도록 XenMobile을 구
성한다고 가정합니다. Microsoft CA에 대한 연결은 클라이언트 인증서를 사용하여 인증되어야 합니다.
이 섹션에서는 인증서를 업로드하는 일반적인 절차를 제공합니다. 클라이언트 인증서 만들기, 업로드 및 구성에 대한 자세한 내
용은 클라이언트 인증서 인증 또는 인증서와 도메인 인증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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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키 요구 사항
XenMobile은 지정된 인증서에 대한 개인 키를 소유하거나 소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용자가 업로드한 인증서
에 대해 XenMobile이 개인 키를 요구하거나 요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콘솔에 인증서 업로드
콘솔에 인증서를 업로드할 때 주요 옵션 두 가지가 있습니다.
키 저장소 가져오기를 클릭할 수 있습니다. PKCS#12 형식을 업로드하려는 경우가 아니라면 계속해서 설치하려는 키 저장소
의 항목을 식별합니다.
인증서 가져오기를 클릭할 수 있습니다.
CA가 요청에 서명하기 위해 사용하는 CA 인증서(개인 키 포함 안 함)를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클라이언트 인증을 위해 SSL
클라이언트 인증서(개인 키 포함)를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Microsoft CA 엔터티를 구성할 때 CA 인증서를 지정합니다. CA 인증서인 모든 서버 인증서 목록에서 CA 인증서를 선택합니다.
마찬가지로, 클라이언트 인증을 구성할 때 XenMobile에 개인 키가 있는 모든 서버 인증서의 목록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키 저장소를 가져오려면
보안 인증서 저장소인 키 저장소는 여러 항목을 포함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키 저장소에서 로드할 경우 로드
할 항목을 식별하는 항목 별칭을 지정하라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별칭을 지정하지 않으면 저장소의 첫 번째 항목이 로드됩니
다. PKCS#12 파일은 대개 항목 하나만 포함하기 때문에 PKCS#12를 키 저장소 유형으로 선택하면 별칭 필드가 나타나지 않습니
다.
1. XenMobile 콘솔에서 오른쪽 위 모서리의 기어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설정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2. 인증서를 클릭합니다. 인증서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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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져오기를 클릭합니다. 가져오기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4. 다음 설정을 구성합니다.
가져오기: 목록에서 키 저장소를 클릭합니다. 가져오기 대화 상자가 변경되어 사용 가능한 키 저장소 옵션이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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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 저장소 유형: 목록에서 PKCS#12를 클릭합니다.
용도: 목록에서 인증서 사용 방법을 클릭합니다. 사용 가능한 옵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버. 서버 인증서는 XenMobile 웹 콘솔에 업로드되어 XenMobile Server에서 기능적으로 사용되는 인증서입니다. 여기에
는 CA 인증서, RA 인증서 및 클라이언트 인증용 인증서와 인프라의 다른 구성 요소가 포함됩니다. 또한 서버 인증서를 장
치에 배포할 인증서의 저장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용도는 특히 장치에서 신뢰를 형성하는 데 사용되는 CA에 적용됩
니다.
SAML. SAML(Security Assertion Markup Language) 인증을 사용하면 서버, 웹 사이트 및 앱에 대한 SSO 액세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APNs. Apple의 APNs 인증서를 사용하면 Apple Push Network를 통해 모바일 장치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SSL 수신기. SSL(Secure Sockets Layer) 수신기는 XenMobile에 SSL 암호화 활동을 알립니다.
키 저장소 파일: 찾아보기로 가져올 .p12(또는 Windows 기반 컴퓨터의 경우 .pfx) 파일 형식의 키 저장소를 찾습니다.
암호: 인증서에 할당된 암호를 입력합니다.
설명: 필요한 경우 서로 다른 키 저장소를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설명을 입력합니다.
5. 가져오기를 클릭합니다. 키 저장소가 인증서 테이블에 추가됩니다.
인증서를 가져오려면
파일 또는 키 저장소 항목에서 인증서를 가져올 때 XenMobile은 입력에서 인증서 체인을 구성한 후 해당 체인의 모든 인증서(각
서버 인증서 항목 생성)를 가져오려고 합니다. 이 작업은 파일 또는 키 저장소 항목의 인증서가 체인을 형성하는 경우에만 작동
합니다. 예를 들어 체인의 각 후속 인증서가 이전 인증서의 발급자여야 합니다.
추론 목적으로 가져온 인증서에 대한 선택적 설명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설명은 체인의 첫 번째 인증서에만 첨부됩니다. 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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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나머지 인증서의 설명을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1. XenMobile 콘솔에서 오른쪽 위 모서리의 기어 아이콘을 클릭한 다음 인증서를 클릭합니다.
2. 인증서 페이지에서 가져오기를 클릭합니다. 가져오기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3. 가져오기 대화 상자의 가져오기에서 인증서가 선택되어 있지 않은 경우 클릭합니다.
4. 가져오기 대화 상자가 변경되어 사용 가능한 인증서 옵션이 나타납니다. 용도에서 키 저장소 사용 방법을 클릭합니다. 사용
가능한 옵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버. 서버 인증서는 XenMobile 웹 콘솔에 업로드되어 XenMobile Server에서 기능적으로 사용되는 인증서입니다. 여기에는
CA 인증서, RA 인증서 및 클라이언트 인증용 인증서와 인프라의 다른 구성 요소가 포함됩니다. 또한 서버 인증서를 장치에 배
포할 인증서의 저장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옵션은 특히 장치에서 신뢰를 형성하는 데 사용되는 CA에 적용됩니다.
SAML. SAML(Security Assertion Markup Language) 인증을 사용하면 서버, 웹 사이트 및 앱에 대한 SSO(Single Sign-On) 액
세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SSL 수신기. SSL(Secure Sockets Layer) 수신기는 XenMobile에 SSL 암호화 활동을 알립니다.
5. 찾아보기로 가져올 .p12(또는 Windows 기반 컴퓨터의 경우 .pfx) 파일 형식의 키 저장소를 찾습니다.
6. 찾아보기로 인증서에 대한 선택적인 개인 키 파일을 찾습니다. 개인 키는 인증서의 암호화 및 암호 해독에 사용됩니다.
7. 필요한 경우 서로 다른 인증서를 구분할 때 도움이 되도록 인증서에 대한 설명을 입력합니다.
8. 가져오기를 클릭합니다. 인증서가 인증서 테이블에 추가됩니다.
인증서 업데이트
XenMobile은 특정 시점에 공개 키당 하나의 인증서만 시스템에 존재하도록 허용합니다. 이미 가져온 인증서와 동일한 키 쌍의
인증서를 가져오려고 하면 기존 항목을 바꾸거나 항목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인증서를 가장 효과적으로 업데이트하려면 XenMobile 콘솔에서 다음을 수행하십시오. 콘솔의 오른쪽 위 모서리에 있는 기어
아이콘을 클릭하여 설정 페이지를 연 다음 인증서를 클릭합니다. 가져오기 대화 상자에서 새 인증서를 가져옵니다.
서버 인증서를 업데이트할 경우 이전 인증서를 사용하는 구성 요소가 자동으로 새 인증서를 사용하도록 전환됩니다. 마찬가지
로, 장치에 서버 인증서를 배포한 경우 인증서가 다음 번 배포에서 자동으로 업데이트됩니다.

XenMobile 인증서 관리
특히 만료 날짜와 관련 암호에 대해, XenMobile 배포에서 사용하는 인증서를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섹션에서는
XenMobile에서 인증서를 보다 쉽게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 줍니다.
환경에 다음과 같은 인증서 중 일부 또는 전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XenMobile Server
MDM FQDN용 SSL 인증서
SAML 인증서(ShareFile용)
이전 인증서 및 다른 모든 내부 리소스에 대한 루트 및 중간 CA 인증서(StoreFront/Proxy 등)
iOS 장치 관리용 APN 인증서
XenMobile Server Secure Hub 알림용 내부 APNs 인증서
PKI 연결용 PKI 사용자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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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X Toolkit
Apple Developer 인증서
Apple 프로비전 프로필(응용 프로그램별)
Apple APNs 인증서(Citrix Secure Mail에 사용)
Android 키 저장소 파일
Windows Phone – Symantec 인증서
NetScaler
MDM FQDN용 SSL 인증서
Gateway FQDN용 SSL 인증서
ShareFile SZC FQDN용 SSL 인증서
Exchange 부하 분산용 SSL 인증서(오프로드 구성)
StoreFront 부하 분산용 SSL 인증서
이전 인증서용 루트 및 중간 CA 인증서

XenMobile 인증서 만료 정책
인증서가 만료되도록 허용하는 경우 인증서가 무효화됩니다. 더 이상 환경에서 보안 트랜잭션을 실행할 수 없으며 XenMobile
리소스에 액세스할 수 없습니다.

메모
만료 날짜 전에 CA(인증 기관)에서 SSL 인증서를 갱신하라는 메시지를 표시합니다.

Citrix Secure Mail용 APNs 인증서
APNs(Apple 푸시 알림 서비스) 인증서는 매년 만료됩니다. 따라서 APNs SSL 인증서가 만료되기 전에 인증서를 만들고 Citrix 포
털에서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인증서가 만료되면 Secure Mail 푸시 알림에서 불일치가 발생합니다. 또한 더 이상 앱에 대한 푸
시 알림을 보낼 수 없습니다.

iOS 장치 관리용 APNs 인증서
XenMobile에서 iOS 장치를 등록하고 관리하려면 Apple에서 APNs 인증서를 설정하고 만드십시오. 인증서가 만료되면 사용자
가 XenMobile에 등록할 수 없으며 사용자의 iOS 장치를 관리할 수 없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APNs 인증서를 참조하십시오.
Apple Push Certiﬁcates Portal에 로그온하여 APNs 인증서 상태 및 만료 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증서를 만든 사용자로
로그온해야 합니다.
또한 만료 날짜 30일 전과 10일 전에 Apple로부터 다음과 같은 정보가 포함된 전자 메일 알림을 받게 됩니다.
T he following Apple Push Notiﬁcation Service certiﬁcate, created for Apple ID CustomerID will expire on Date.(Apple ID
CustomerID에 대해 생성된 다음과 같은 Apple 푸시 알림 서비스 인증서가 Date에 만료됩니다.) Revoking or allowing this
certiﬁcate to expire will require existing devices to be re-enrolled with a new push certiﬁcate.(이 인증서를 해지하거나 만료되
도록 허용하면 기존 장치를 새 푸시 인증서로 재등록해야 합니다.)
Please contact your vendor to generate a new request (a signed CSR), then visit https://identity.apple.com/pushcert to
renew your Apple Push Notiﬁcation Service certiﬁcate.(공급업체에 문의하여 새 요청(서명된 CSR)을 생성한 다음
https://identity.apple.com/pushcert를 방문하여 Apple 푸시 알림 서비스 인증서를 갱신하십시오.)

https://docs.citrix.com

© 1999-2017 Citrix Systems, Inc. All rights reserved.

p.186

T hank You,(감사합니다.)
Apple Push Notiﬁcation Service(Apple 푸시 알림 서비스)

MDX Toolkit(iOS 배포 인증서)
물리적 iOS 장치에서 실행되는 앱(Apple App Store의 앱 제외)은 프로비전 프로필로 서명되어야 합니다. 또한 앱은 해당하는 배
포 인증서로 서명되어야 합니다.
유효한 iOS 배포 인증서가 있는지 확인하려면 다음을 수행하십시오.
1. Apple Enterprise Developer 포털에서 MDX Toolkit으로 래핑할 각 앱에 대한 명시적 앱 ID를 만듭니다. 사용할 수 있는 앱 ID
의 예는 com.CompanyName.ProductName입니다.
2. Apple Enterprise Developer 포털에서 Provisioning Proﬁles(프로비전 프로필) > Distribution(배포)으로 이동하고 내부 프
로비전 프로필을 만듭니다. 이전 단계에서 만든 각 앱 ID에 대해 이 단계를 반복합니다.
3. 모든 프로비전 프로필을 다운로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iOS 모바일 앱 래핑을 참조하십시오.
모든 XenMobile Server 인증서가 유효한지 확인하려면 다음을 수행하십시오.
1. XenMobile 콘솔에서 설정을 클릭한 다음 인증서를 클릭합니다.
2. APNs, SSL 수신기, 루트 및 중간 인증서를 비롯한 모든 인증서가 유효한지 확인합니다.

Android 키 저장소
키 저장소는 Android 앱에 서명하는 데 사용된 인증서가 들어 있는 파일입니다. 키 유효 기간이 만료되면 사용자가 더 이상 새 버
전의 앱으로 원활하게 업그레이드할 수 없습니다.

Windows Phone용 Symantec 엔터프라이즈 인증서
Symantec은 Microsoft App Hub 서비스용 코드 서명 인증서의 독점적 공급자입니다. 개발자 및 소프트웨어 게시자는 App Hub
에 가입하여 Windows Marketplace에 Windows Phone 및 Xbox 360 응용 프로그램을 배포하고 다운로드하게 만들 수 있습니
다. 자세한 내용은 Symantec 설명서에서 Symantec Code Signing Certiﬁcates for Windows Phone(Windows Phone용
Symantec 코드 서명 인증서)을 참조하십시오.
인증서가 만료되면 Windows Phone 사용자가 등록할 수 없게 됩니다. 사용자는 회사가 게시하고 서명한 앱을 설치할 수 없거나
휴대폰에 설치된 회사 앱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NetScaler
NetScaler에서 인증서 만료를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itrix Support Knowledge Center에서 How to handle
certiﬁcate expiry on NetScaler(NetScaler에서 인증서 만료를 처리하는 방법)를 참조하십시오.
만료된 NetScaler 인증서를 통해서는 사용자가 스토어에 등록 및 액세스할 수 없으며, Secure Mail 사용 시 Exchange Server에
연결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HDX 앱을 나열하고 열 수 없습니다(만료된 인증서에 따라 다름).
Expiry Monitor 및 Command Center를 사용하면 NetScaler 인증서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인증서 만료 시 Center로부터 알림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도구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NetScaler 인증서를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MDM FQDN에 대한 SSL 인증서
Gateway FQDN에 대한 SSL 인증서
ShareFile SZC FQDN에 대한 SSL 인증서
Exchange 부하 분산에 대한 SSL 인증서(오프로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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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reFront 부하 분산에 대한 SSL 인증서
이전 인증서에 대한 루트 및 중간 CA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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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Scaler Gateway 및 XenMobile
Feb 21, 20 18

XenMobile을 사용하여 NetScaler Gateway를 구성할 때 내부 네트워크에 대한 원격 장치 액세스를 위한 인증 메커니즘을 설정
합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면 모바일 장치의 앱이 인트라넷에 위치한 회사 서버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XenMobile은 장치의 앱
에서 NetScaler Gateway로 Micro VPN을 만들 수 있습니다.
NetScaler Gateway에서 실행되는 XenMobile에서 스크립트를 내보내어 XenMobile Server와 함께 사용할 NetScaler Gateway
를 구성합니다. 이 문서의 섹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NetScaler Gateway 구성 스크립트 사용을 위한 필수 구성 요소
내부 네트워크에 대한 원격 장치 액세스를 위한 인증 구성
NetScaler Gateway 인스턴스 추가
XenMobile Server와 함께 사용할 NetScaler Gateway 구성
콜백 URL 및 NetScaler Gateway VPN 가상 IP 추가

NetScaler Gateway 구성 스크립트 사용을 위한 필수 구
성 요소
NetScaler 요구 사항:
NetScaler(최소 버전 11.0, 빌드 70.12).
LDAP가 부하 분산되는 경우 이외에는 NetScaler IP 주소가 구성되고 LDAP 서버에 연결됩니다.
NetScaler 서브넷(SNIP) IP 주소가 구성되어 있고 필요한 백엔드 서버에 연결되며 포트 8443/T CP를 통해 공용 네트워크 액
세스가 가능합니다.
DNS가 공용 도메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NetScaler가 플랫폼/범용 또는 평가판 라이센스로 라이센스 허가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support.citrix.com/article/CT X126049를 참조하십시오.
NetScaler Gateway SSL 인증서가 NetScaler에 업로드되고 설치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support.citrix.com/article/CT X136023를 참조하십시오.
XenMobile 요구 사항:
XenMobile Server(최소 버전 10.6).
LDAP 서버가 구성되었습니다.

내부 네트워크에 대한 원격 장치 액세스를 위한 인증 구
성
1. XenMobile 웹 콘솔에서 오른쪽 위 모서리의 기어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설정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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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버 아래에서 NetScaler Gateway를 클릭합니다. NetScaler Gateway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다음 예제에서는 NetScaler
Gateway 인스턴스가 존재합니다.

3. 다음 설정을 구성합니다.
인증: 인증을 사용하도록 설정하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기본값은 켜짐입니다.
인증을 위한 사용자 인증서 제공: NetScaler Gateway가 클라이언트 인증서 인증을 처리하도록, XenMobile에서 인증 인
증서를 Secure Hub와 공유하도록 할지를 선택합니다. 기본값은 꺼짐입니다.
자격 증명 공급자: 목록에서 사용할 자격 증명 공급자를 클릭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격 증명 공급자를 참조하십시오.
4. 저장을 클릭합니다.

NetScaler Gateway 인스턴스 추가
인증 설정을 저장한 후 NetScaler Gateway 인스턴스를 XenMobile에 추가합니다.
1. XenMobile 콘솔에서 오른쪽 위 모서리의 기어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설정 페이지가 열립니다.
2. 서버 아래에서 NetScaler Gateway를 클릭합니다. NetScaler Gateway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3. 추가를 클릭합니다. 새 NetScaler Gateway 추가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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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음 설정을 구성합니다.
이름: NetScaler Gateway 인스턴스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별칭: 원하는 경우 NetScaler Gateway의 별칭 이름을 포함합니다.
외부 URL: NetScaler Gateway의 공개적으로 액세스 가능한 URL을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https://receiver.com을 입력합
니다.
로그온 유형: 로그온 유형을 선택합니다. 유형에는 도메인만, 보안 토큰만, 도메인 및 보안 토큰, 인증서, 인증서 및 도메인,
인증서 및 보안 토큰이 포함됩니다. 암호 필요 필드의 기본 설정은 선택한 로그온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본값은 도메
인만입니다.
여러 개의 도메인이 있는 경우 인증서 및 도메인을 사용합니다.
인증서 및 보안 토큰을 사용하는 경우 Secure Hub를 지원하기 위해 NetScaler Gateway에서 몇 가지 추가 구성이 필요합니
다. 자세한 내용은 Conﬁguring XenMobile for Certiﬁcate and Security Token Authentication(인증서 및 보안 토큰 인증을 사
용하기 위한 XenMobile 구성)을 참조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배포 핸드북의 인증을 참조하십시오.
암호 필요: 암호 인증을 요구할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기본값은 선택한 로그온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본값으로 설정: 이 NetScaler Gateway를 기본값으로 사용할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기본값은 꺼짐입니다.
구성 스크립트 내보내기: 단추를 클릭하면 NetScaler Gateway에 업로드하는 구성 번들을 내보내서 XenMobile 설정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단계 뒤의 "XenMobile Server와 함께 사용할 온-프레미스 NetScaler Gateway 구
성"을 참조하십시오.
콜백 URL 및 가상 IP: 이러한 필드를 추가하기 전에 설정을 저장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이 문서 뒷부분의 "콜백 URL 및
NetScaler Gateway VPN 가상 IP 추가"를 참조하십시오.
5. 저장을 클릭합니다. 새 NetScaler Gateway가 추가되고 테이블에 나타납니다. 목록에서 이름을 클릭하여 인스턴스를 편집하
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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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enMobile Server와 함께 사용할 NetScaler Gateway 구
성
XenMobile Server와 함께 사용할 온-프레미스 NetScaler Gateway를 구성하려면 이 문서에서 자세히 설명하는 다음 일반 단계
를 수행하십시오.
1. XenMobile Server에서 스크립트 및 관련 파일을 다운로드합니다. 최신의 상세 지침을 보려면 스크립트와 함께 제공되는 추
가 정보 파일을 참조하십시오.
2. 환경이 필수 구성 요소를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3. 스크립트를 환경에 맞게 업데이트합니다.
4. NetScaler에서 스크립트를 실행합니다.
5. 구성을 테스트합니다.
이 스크립트로 XenMobile에 필요한 NetScaler Gateway 설정을 구성합니다.
MDM 및 MAM에 필요한 NetScaler Gateway 가상 서버
NetScaler Gateway 가상 서버의 세션 정책
XenMobile Server 세부 정보
NSG 가상 서버의 인증 정책 및 동작
스크립트에 LDAP 구성 설정이 설명됩니다.
프록시 서버의 트래픽 동작 및 정책
클라이언트 없는 액세스 프로필
NetScaler의 정적 로컬 DNS 레코드
기타 바인딩: 서비스 정책, CA 인증서
다음 구성은 스크립트에서 처리되지 않습니다.
Exchange 부하 분산
ShareFile 부하 분산
ICA 프록시 구성
SSL 오프로드
스크립트를 다운로드, 업데이트 및 실행하려면:
1. NetScaler Gateway를 추가하는 경우 새 NetScaler Gateway 추가 페이지에서 구성 스크립트 내보내기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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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NetScaler Gateway 인스턴스를 추가하며 스크립트를 내보내기 전에 저장을 클릭하는 경우: 설정 > NetScaler
Gateway로 돌아가서 NetScaler를 선택한 다음 구성 스크립트 내보내기와 다운로드를 차례로 클릭합니다.

구성 스크립트 내보내기를 클릭하면 XenMobile이 .tar.gz 스크립트 번들을 만듭니다. 스크립트 번들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상세 지침이 포함된 추가 정보 파일
NetScaler에서 필요한 구성 요소를 구성하는 데 사용되는 NetScaler CLI 명령이 포함된 스크립트
공용 루트 CA 인증서와 XenMobile Server의 중간 CA 인증서(현재 릴리스에서는 SSL 오프로드에 대해 이러한 인증서가 필
요하지 않음)
NetScaler 구성을 제거하는 데 사용되는 NetScaler CLI 명령이 포함된 스크립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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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크립트(NSGConﬁgBundle_CREAT ESCRIPT.txt)를 편집하여 모든 자리 표시자를 환경의 세부 정보로 바꿉니다.

3. 스크립트 번들에 포함된 추가 정보 파일의 설명에 따라, 편집된 스크립트를 NetScaler bash 셸(shell)에서 실행합니다. 예를 들
면 다음과 같습니다.
/netscaler/nscli -U :: batch -f "/var/NSGConﬁgBundle_CREAT ESCRIPT.txt"

스크립트가 완료되면 다음 줄이 나타납니다.

구성 테스트
1. NetScaler Gateway 가상 서버의 상태가 작동인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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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프록시 부하 분산 가상 서버의 상태가 작동인지 확인합니다.

3. 웹 브라우저를 열고 NetScaler Gateway URL에 연결하여 인증을 시도합니다. 인증이 실패하면 HT T P 상태 404 - 찾을 수 없
음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4. 장치를 등록하고 MDM 및 MAM 모두에 등록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콜백 URL 및 NetScaler Gateway VPN 가상 IP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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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Scaler Gateway 인스턴스를 추가한 후 콜백 URL을 추가하고 NetScaler Gateway 가상 IP 주소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
이 설정은 선택 사항이지만 특히 XenMobile Server가 DMZ에 있는 경우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구성할 수 있습니다.
1. 설정 > NetScaler Gateway에서 NetScaler Gateway를 선택하고 편집을 클릭합니다.
2. 테이블에서 추가를 클릭합니다.
3. 콜백 URL로 FQDN(정규화된 도메인 이름)을 입력합니다. 콜백 URL은 요청이 NetScaler Gateway에서 온 요청인지 확인합니
다. 콜백 URL이 XenMobile Server에서 연결 가능한 IP 주소로 확인되는지 확인합니다. 콜백 URL은 외부 NetScaler Gateway
URL 또는 다른 URL일 수 있습니다.
4. NetScaler Gateway 가상 IP 주소를 입력한 다음 저장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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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메인 인증 또는 도메인과 보안 토큰 인증
Feb 21, 20 18

XenMobile은 LDAP(Lightweight Directory Access Protocol)와 호환되는 Active Directory 같은 하나 이상의 디렉터리에 대한
도메인 기반 인증을 지원합니다. XenMobile에서 하나 이상의 디렉터리에 대한 연결을 구성한 다음 LDAP 구성을 사용하여 그
룹, 사용자 계정 및 관련 속성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LDAP는 IP(인터넷 프로토콜) 네트워크를 통한 분산 디렉터리 정보 서비스 액세스 및 유지 관리를 지원하는 공급업체 중립적인
오픈소스 응용 프로그램 프로토콜입니다. 디렉터리 정보 서비스는 네트워크에서 사용 가능한 사용자, 시스템, 네트워크, 서비스
및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데 사용됩니다. LDAP의 일반적인 사용법은 단일 암호(사용자별)가 여러 서비스 간에
공유되어 사용자가 회사 웹 사이트에 한 번 로그온하면 자동으로 기업 인트라넷에 로그인되는 SSO(Single Sign-On)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클라이언트는 DSA(Directory System Agent)라고 하는 LDAP 서버에 연결하여 LDAP 세션을 시작합니다. 그런 다음 클라이언트
는 서버에 작업 요청을 보내고 서버는 적절한 인증으로 응답합니다.

Important
XenMobile은 사용자가 XenMobile에서 장치를 등록한 후 도메인 인증에서 다른 인증 모드로의 인증 모드 변경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XenMobile에서 LDAP 연결을 추가하려면
1. XenMobile 콘솔에서 오른쪽 위 모서리의 기어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설정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2. 서버에서 LDAP를 클릭합니다. LDAP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이 페이지에서 LDAP 호환 디렉터리를 추가, 편집 또는 삭제할 수
있습니다.

LDAP 호환 디렉터리를 추가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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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LDAP 페이지에서 추가를 클릭합니다. LDAP 추가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2. 다음 설정을 구성합니다.
디렉터리 유형: 목록에서 적절한 디렉터리 유형을 클릭합니다. 기본값은 Microsof t Active Directory입니다.
주 서버: LDAP에 사용되는 주 서버를 입력합니다. IP 주소 또는 FQDN(정규화된 도메인 이름)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보조 서버: 보조 서버가 구성된 경우 선택적으로 보조 서버의 IP 주소 또는 FQDN을 입력합니다. 이 서버는 주 서버에 연결할
수 없을 때 사용되는 장애 조치(failover) 서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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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트: LDAP 서버가 사용하는 포트 번호를 입력합니다. 기본적으로 포트 번호는 보안되지 않은 LDAP 연결의 경우 389로 설정
됩니다. 보안 LDAP 연결에는 포트 번호 636을 사용하고, Microsoft 비보안 LDAP 연결에는 3268을 사용하고, Microsoft 보안
LDAP 연결에는 3269를 사용하십시오.
도메인 이름: 도메인 이름을 입력합니다.
사용자 기본 DN: 고유 식별자를 통해 Active Directory의 사용자 위치를 입력합니다. 구문 예에는 ou=users, dc=example 또
는 dc=com이 포함됩니다.
그룹 기본 DN: Active Directory의 그룹 위치를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cn=users, dc=domain, dc=net를 입력합니다. 여기서,
cn=users는 그룹의 컨테이너 이름을 나타내고 dc는 Active Directory의 도메인 구성 요소를 나타냅니다.
사용자 ID: Active Directory 계정과 연관된 사용자 ID를 입력합니다.
암호: 사용자와 연관된 암호를 입력합니다.
도메인 별칭: 도메인 이름의 별칭을 입력합니다.
XenMobile 잠금 제한: 실패한 로그온 시도 횟수를 0에서 999 사이의 숫자로 입력합니다. 이 필드를 0으로 설정하면
XenMobile이 실패한 로그온 시도를 기준으로 사용자를 잠그지 않습니다.
XenMobile 잠금 시간: 잠금 제한을 초과한 후 사용자가 대기해야 하는 시간(분)을 나타내는 0에서 99999 사이의 숫자를 입력
합니다. 이 필드를 0으로 설정하면 사용자가 잠금 후 대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글로벌 카탈로그 TCP 포트: 글로벌 카탈로그 서버의 T CP 포트 번호를 입력합니다. 기본적으로 T CP 포트 번호는 3268로 설
정됩니다. SSL 연결의 경우 포트 번호 3269를 사용하십시오.
글로벌 카탈로그 루트 컨텍스트: 필요한 경우 Active Directory의 글로벌 카탈로그 검색을 사용하도록 설정하는 데 사용되는
글로벌 루트 컨텍스트 값을 입력합니다. 이 검색은 실제 도메인 이름을 지정할 필요가 없는 모든 도메인에서 표준 LDAP 검색
에 추가됩니다.
사용자 검색 기준: 목록에서 userPrincipalName 또는 sAMAccountName을 클릭합니다. 기본값은 userPrincipalName입니
다.
보안 연결 사용: 보안 연결을 사용할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기본값은 아니요입니다.
3. 저장을 클릭합니다.

LDAP 호환 디렉터리를 편집하려면
1. LDAP 테이블에서 편집하려는 디렉터리를 선택합니다.
참고: 디렉터리 옆에 있는 확인란을 선택하면 LDAP 목록 위에 옵션 목록이 나타납니다. 목록의 다른 곳을 클릭하면 옵션
메뉴가 목록의 오른쪽에 나타납니다.
2. 편집을 클릭합니다. LDAP 편집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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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 정보를 적절하게 변경합니다.
디렉터리 유형: 목록에서 적절한 디렉터리 유형을 클릭합니다.
주 서버: LDAP에 사용되는 주 서버를 입력합니다. IP 주소 또는 FQDN(정규화된 도메인 이름)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보조 서버: 필요한 경우 보조 서버의 IP 주소 또는 FQDN을 입력합니다(보조 서버가 구성된 경우).
포트: LDAP 서버가 사용하는 포트 번호를 입력합니다. 기본적으로 포트 번호는 보안되지 않은 LDAP 연결의 경우 389로 설정
됩니다. 보안 LDAP 연결에는 포트 번호 636을 사용하고, Microsoft 비보안 LDAP 연결에는 3268을 사용하고, Microsoft 보안
LDAP 연결에는 3269를 사용하십시오.
도메인 이름: 이 필드를 편집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 기본 DN: 고유 식별자를 통해 Active Directory의 사용자 위치를 입력합니다. 구문 예에는 ou=users, dc=example 또
는 dc=com이 포함됩니다.
그룹 기본 DN: cn=groupname 형식으로 지정된 그룹 기본 DN 그룹 이름을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cn=users, dc=servername,
dc=net을 입력합니다. 여기서, cn=users는 그룹 이름이고 DN 및 servername은 Active Directory를 실행하는 서버의 이름을
나타냅니다.
사용자 ID: Active Directory 계정과 연관된 사용자 ID를 입력합니다.
암호: 사용자와 연관된 암호를 입력합니다.
도메인 별칭: 도메인 이름의 별칭을 입력합니다.
XenMobile 잠금 제한: 실패한 로그온 시도 횟수를 0에서 999 사이의 숫자로 입력합니다. 이 필드를 0으로 설정하면
XenMobile이 실패한 로그온 시도를 기준으로 사용자를 잠그지 않습니다.
XenMobile 잠금 시간: 잠금 제한을 초과한 후 사용자가 대기해야 하는 시간(분)을 나타내는 0에서 99999 사이의 숫자를 입력
합니다. 이 필드를 0으로 설정하면 사용자가 잠금 후 대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글로벌 카탈로그 TCP 포트: 글로벌 카탈로그 서버의 T CP 포트 번호를 입력합니다. 기본적으로 T CP 포트 번호는 3268로 설
정됩니다. SSL 연결의 경우 포트 번호 3269를 사용하십시오.
글로벌 카탈로그 루트 컨텍스트: 필요한 경우 Active Directory의 글로벌 카탈로그 검색을 사용하도록 설정하는 데 사용되는
글로벌 루트 컨텍스트 값을 입력합니다. 이 검색은 실제 도메인 이름을 지정할 필요가 없는 모든 도메인에서 표준 LDAP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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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추가됩니다.
사용자 검색 기준: 목록에서 userPrincipalName 또는 sAMAccountName을 클릭합니다.
보안 연결 사용: 보안 연결을 사용할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4. 저장을 클릭하여 변경 내용을 저장하거나 취소를 클릭하여 속성을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합니다.

LDAP 호환 디렉터리를 삭제하려면
1. LDAP 테이블에서 삭제하려는 디렉터리를 선택합니다.
참고: 각 속성 옆에 있는 확인란을 선택하여 삭제할 속성을 둘 이상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삭제를 클릭합니다. 확인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삭제를 다시 클릭합니다.

도메인과 보안 토큰 인증 구성
RADIUS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사용자가 LDAP 자격 증명과 일회용 암호를 사용하여 인증하도록 XenMobile을 구성할 수 있습니
다.
사용성을 최적화하려면 이 구성을 Citrix PIN 및 Active Directory 암호 캐싱과 결합하여 사용자가 Active Directory 사용자 이름
및 암호를 반복해서 입력할 필요가 없게 만들 수 있습니다. 등록, 암호 만료 및 계정 잠금의 경우 사용자가 사용자 이름과 암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LDAP 설정 구성
인증에 LDAP를 사용하려면 XenMobile에 인증 기관에서 발급한 SSL 인증서를 설치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XenMobile에서
인증서 업로드를 참조하십시오.
1. 설정에서 LDAP를 클릭합니다.
2. Microsof t Active Directory를 선택한 다음 편집을 클릭합니다.

3. 포트가 636(보안 LDAP 연결의 경우) 또는 3269(Microsoft 보안 LDAP 연결의 경우)인지 확인합니다.
4. 보안 연결 사용을 예로 변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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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Scaler Gateway 설정 구성
다음 단계에서는 이미 NetScaler Gateway 인스턴스를 XenMobile에 추가했다고 가정합니다. NetScaler Gateway 인스턴스를
추가하려면 새 NetScaler Gateway 인스턴스를 추가하려면을 참조하십시오.
1. 설정에서 NetScaler Gateway를 클릭합니다.
2. NetScaler Gateway를 선택한 다음 편집을 클릭합니다.
3. 로그온 유형에서 도메인 및 보안 토큰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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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rix PIN 및 사용자 암호 캐싱 사용
Citrix PIN 및 사용자 암호 캐싱을 사용하도록 설정하려면 설정 > 클라이언트 속성으로 이동하여 Enable Citrix PIN
Authentication(Citrix PIN 인증 사용) 및 Enable User Password Caching(사용자 암호 캐싱 사용)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자
세한 내용은 클라이언트 속성을 참조하십시오.

도메인 및 보안 토큰 인증을 위해 NetScaler Gateway 구성
XenMobile과 함께 사용되는 가상 서버에 대한 NetScaler Gateway 세션 프로필 및 정책을 구성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NetScaler Gateway 설명서에서 Conﬁguring Domain and Security Token Authentication for XenMobile(XenMobile에 대한 도
메인 및 보안 토큰 인증 구성)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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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이언트 인증서 인증 또는 인증서와 도메인 인증
Feb 21, 20 18

XenMobile에 대한 기본 구성은 사용자 이름 및 암호 인증입니다. XenMobile 환경에 대한 등록 및 액세스 시 추가 보안 계층을
추가하려면 인증서 기반 인증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XenMobile 환경에서 이 구성은 NetScaler의 2단계 인증을 통한 보안
과 최상의 SSO 기능으로 보안과 사용자 환경을 최적화합니다.
사용성을 최적화하려면 이 구성을 Citrix PIN 및 Active Directory 암호 캐싱과 결합하여 사용자가 Active Directory 사용자 이름
및 암호를 반복해서 입력할 필요가 없게 만들 수 있습니다. 등록, 암호 만료 및 계정 잠금의 경우 사용자가 사용자 이름과 암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Important
XenMobile은 사용자가 XenMobile에서 장치를 등록한 후 도메인 인증에서 다른 인증 모드로의 인증 모드 변경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LDAP를 허용하지 않고 스마트 카드 또는 유사한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인증서를 구성하면 XenMobile에 스마트 카드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사용자는 XenMobile에서 생성된 고유한 PIN을 사용하여 등록합니다. 사용자가 액세스 권한을 획득하
면 XenMobile이 이후에 XenMobile 환경에 인증하는 데 사용될 인증서를 만들어 배포합니다.
NetScaler 인증서 단독 인증 또는 인증서 및 도메인 인증을 사용하는 경우 NetScaler for XenMobile 마법사를 통해 XenMobile
에 필요한 구성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NetScaler for XenMobile 마법사는 한 번만 실행할 수 있습니다.
조직 외부의 공용 네트워크 또는 보안되지 않은 네트워크에서 LDAP 자격 증명을 사용하는 것이 조직에 큰 보안 위협으로 간주
되는 보안이 중요한 환경에서는 클라이언트 인증서와 보안 토큰을 사용한 2단계 인증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Conﬁguring XenMobile for Certiﬁcate and Security Token Authentication(인증서 및 보안 토큰 인증을 사용하기 위한
XenMobile 구성)을 참조하십시오.
클라이언트 인증서 인증은 XenMobile MAM 모드(MAM 단독) 및 ENT 모드(사용자가 MDM으로 등록 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자가 레거시 MAM 모드로 등록하는 경우 클라이언트 인증서 인증을 XenMobile ENT 모드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XenMobile ENT 및 MAM 모드로 클라이언트 인증서 인증을 사용하려면 Microsoft 서버와 XenMobile 서버를 구성한 후
NetScaler Gateway를 구성해야 합니다. 이 문서에 설명된 대로 다음의 일반적인 단계를 따릅니다.
Microsoft 서버:
1. Microsoft Management Console에 인증서 스냅인을 추가합니다.
2. CA(인증 기관)에 템플릿을 추가합니다.
3. CA 서버에서 PFX 인증서를 만듭니다.
XenMobile 서버:
1. XenMobile에 인증서를 업로드합니다.
2. 인증서 기반 인증을 위한 PKI 엔터티를 만듭니다.
3. 자격 증명 공급자를 구성합니다.
4. 인증을 위한 사용자 인증서를 제공하도록 NetScaler Gateway를 구성합니다.
NetScaler Gateway에서 NetScaler Gateway 문서의 Conﬁguring Client Certiﬁcate or Client Certiﬁcate and Domain
Authentication(클라이언트 인증서 또는 클라이언트 인증서 및 도메인 인증 구성)에 설명된 대로 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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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요구 사항
Microsoft 인증서 서비스 엔터티 템플릿을 생성할 때 등록된 장치와 관련된 인증 문제를 방지하려면 :, !, $, (), #, % , +, *, ~, ?, |,
{} 및 [] 같은 특수 문자를 템플릿 이름에 사용하지 마십시오.
클라이언트 인증서 인증 및 SSL 오프로드를 사용하는 Windows Phone 8.1 장치의 경우 NetScaler의 두 부하 분산 가상 서버
에서 포트 443에 대한 SSL 세션 재사용을 사용하지 않도록 설정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려면 해당 vserver에서 포트 443에 대
해 다음 명령을 실행합니다.
set ssl vserver sessReuse DISABLE
참고: SSL 세션 재사용을 사용하지 않도록 설정하면 NetScaler가 제공하는 일부 최적화 기능이 해제되어 NetScaler의 성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Exchange ActiveSync에 대한 인증서 기반 인증을 구성하려면 이 Microsoft 블로그를 참조하십시오.
Exchange Server로의 ActiveSync 트래픽을 보안하기 위해 개인 서버 인증서를 사용하는 경우, 모든 루트 및 중간 인증서가 모
바일 장치에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Secure Mail에서 사서함을 설정하는 동안 인증서 기반 인증이 실패합니다.
Exchange IIS 콘솔에서 다음 작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Exchange와 함께 XenMobile을 사용하기 위한 웹 사이트를 추가하고 웹 서버 인증서를 바인딩합니다.
포트 9443을 사용합니다.
해당 웹 사이트에 대해 "Microsoft Server ActiveSync"용 하나와 "EWS"용 하나의 두 가지 응용 프로그램을 추가해야 합니
다. 이러한 응용 프로그램 모두에 대해 SSL 설정 아래에서 SSL 필요를 선택합니다.
배포 방법에 필요한 경우 Secure Mail이 최신 MDX T oolkit으로 래핑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Microsoft Management Console에 인증서 스냅인을 추
가합니다.
1. 콘솔을 열고 스냅인 추가/제거를 클릭합니다.
2. 다음과 같은 스냅인을 추가합니다.
인증서 템플릿
인증서(로컬 컴퓨터)
인증서-현재 사용자
인증 기관(로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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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증서 템플릿을 확장합니다.

4. 사용자 템플릿과 템플릿 복제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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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템플릿 표시 이름을 제공합니다.
중요: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Active Directory에 인증서 게시 확인란을 선택하지 마십시오. 이 옵션을 선택하면 모든 사
용자 클라이언트 인증서가 Active Directory에서 푸시/생성되어 Active Directory 데이터베이스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6. 템플릿 유형으로 Windows 2003 Server를 선택합니다. Windows 2012 R2 서버에서 호환성 아래에 있는 인증 기관을 선택
하고 수신자를 Windows 2003으로 설정합니다.
7. 보안 아래에서 인증된 사용자에 대해 허용 열의 등록 옵션을 선택합니다.

8. 암호화 아래에서 XenMobile을 구성하는 동안 입력해야 하는 키 크기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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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주체 이름 아래에서 요청에서 제공을 선택합니다. 변경 내용을 적용한 후 저장합니다.

인증 기관에 템플릿 추가
1. 인증 기관으로 이동하여 인증서 템플릿을 선택합니다.
2. 오른쪽 창에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클릭한 후 새로 만들기 > 발급할 인증서 템플릿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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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전 단계에서 만든 템플릿을 선택한 다음 확인을 클릭하여 인증 기관에 추가합니다.

CA 서버에서 PFX 인증서 만들기
1. 로그인한 서비스 계정을 사용하여 사용자 .pfx 인증서를 만듭니다. 이 .pfx가 XenMobile에 업로드되며, 이후에 XenMobile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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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를 등록하는 사용자에 대해 사용자 인증서를 요구하게 됩니다.
2. 현재 사용자 아래에서 인증서를 확장합니다.
3. 오른쪽 창을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하고 새 인증서 요청을 클릭합니다.

4. 인증서 등록 화면이 나타납니다. 다음을 클릭합니다.

5. Active Directory 등록 정책을 선택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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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용자 템플릿을 선택한 후 등록을 클릭합니다.

7. 이전 단계에서 만든 .pfx 파일을 내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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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예, 개인 키를 내보냅니다를 클릭합니다.

9. 가능하면 인증 경로에 있는 인증서 모두 포함 및 확장 속성 모두 내보내기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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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XenMobile에 이 인증서를 업로드할 때 사용할 암호를 설정합니다.

11. 하드 드라이브에 인증서를 저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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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enMobile에 인증서 업로드
1. XenMobile 콘솔에서 오른쪽 위 모서리의 기어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설정 화면이 나타납니다.
2. 인증서를 클릭한 후 가져오기를 클릭합니다.
3. 다음 매개 변수를 입력합니다.
가져오기: 키 저장소
키 저장소 유형: PKCS#12
용도: 서버
키 저장소 파일: 찾아보기를 클릭하여 방금 만든 .pfx 인증서를 선택합니다.
암호: 이 인증서에 대해 만든 암호를 입력합니다.

4. 가져오기를 클릭합니다.
5. 인증서가 올바르게 설치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사용자 인증서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인증서 기반 인증을 위한 PKI 엔터티 만들기
1. 설정에서 자세히 > 인증서 관리 > PKI 엔터티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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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가를 클릭한 후 Microsof t 인증서 서비스 엔터티를 클릭합니다. Microsof t 인증서 서비스 엔터티: 일반 정보 화면이 나타
납니다.
3. 다음 매개 변수를 입력합니다.
이름: 원하는 이름을 입력합니다.
웹 등록 서비스 루트 URL: https://RootCA-URL/certsrv/
URL 경로에서 마지막 슬래시(/)를 반드시 추가해야 합니다.
certnew.cer 페이지 이름: certnew.cer(기본값)
certf nsh.asp: certfnsh.asp(기본값)
인증 유형: 클라이언트 인증서
SSL 클라이언트 인증서: XenMobile 클라이언트 인증서를 발급하는 데 사용할 사용자 인증서를 선택합니다.

4. 템플릿 아래에서 Microsoft 인증서를 구성할 때 만든 템플릿을 추가합니다. 공백을 추가하지 마십시오.

5. HT T P 매개 변수를 생략하고 CA 인증서를 클릭합니다.
6. 사용자 환경에 해당하는 루트 CA 이름을 선택합니다. 이 루트 CA는 XenMobile 클라이언트 인증서에서 가져온 체인의 일부입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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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저장을 클릭합니다.

자격 증명 공급자 구성
1. 설정에서 자세히 > 인증서 관리 > 자격 증명 공급자로 이동합니다.
2. 추가를 클릭합니다.
3. 일반 아래에서 다음 매개 변수를 입력합니다.
이름: 원하는 이름을 입력합니다.
설명: 원하는 설명을 입력합니다.
발급 엔터티: 이전에 만든 PKI 엔터티를 선택합니다.
발급 방법: 서명
템플릿: PKI 엔터티 아래에서 추가한 템플릿을 선택합니다.

4. CSR을 클릭한 후 다음 매개 변수를 입력합니다.
키 알고리즘: RSA
키 크기: 2048
서명 알고리즘: SHA1withRSA
주체 이름: cn=$user.username
주체 대체 이름에 대해 추가를 클릭한 후 다음 매개 변수를 입력합니다.
유형: 사용자 계정 이름
값: $user.userprincipal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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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배포를 클릭한 후 다음 매개 변수를 입력합니다.
CA 인증서 발급: XenMobile 클라이언트 인증서에 서명한 발급 CA를 선택합니다.
배포 모드 선택: 중앙 집중식 선호: 서버측 키 생성을 선택합니다.

6. 그 다음의 두 섹션, 즉 해지 XenMobile 및 해지 PKI에 대해 필요에 따라 매개 변수를 설정합니다. 이 문서에서는 두 옵션을 모
두 건너뜁니다.
7. 갱신을 클릭합니다.
8. 인증서가 만료될 때 갱신에 대해 켜짐을 선택합니다.
9. 다른 모든 설정을 기본값으로 그대로 두거나 필요에 따라 변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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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저장을 클릭합니다.

인증서 기반 인증을 사용하도록 Secure Mail 구성
Secure Mail을 XenMobile에 추가할 경우, 앱 설정 아래에서 Exchange 설정을 구성해야 합니다.

XenMobile에서 NetScaler 인증서 제공 구성
1. XenMobile 콘솔에 로그온하고 오른쪽 위 모서리의 기어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설정 화면이 나타납니다.
2. 서버 아래에서 NetScaler Gateway를 클릭합니다.
3. NetScaler Gateway가 아직 추가되지 않은 경우 추가를 클릭하고 설정을 지정합니다.
외부 URL: https://YourNetScalerGatewayURL
로그온 유형: 인증서
암호 필요: 꺼짐
기본값으로 설정: 켜짐
4. 인증을 위한 사용자 인증서 제공에서 켜짐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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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격 증명 공급자에서 공급자를 선택한 다음 저장을 클릭합니다.
6. 사용자 인증서에서 UPN(사용자 계정 이름) 대신 sAMAccount 특성을 사용하려면 XenMobile에서 LDAP 커넥터를 다음과 같
이 구성합니다. 설정 > LDAP로 이동한 후 디렉터리를 선택하고 편집을 클릭한 다음 사용자 검색 기준에서
sAMAccountName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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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rix PIN 및 사용자 암호 캐싱 사용
Citrix PIN 및 사용자 암호 캐싱을 사용하도록 설정하려면 설정 > 클라이언트 속성으로 이동하여 Enable Citrix PIN
Authentication(Citrix PIN 인증 사용) 및 Enable User Password Caching(사용자 암호 캐싱 사용)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자
세한 내용은 클라이언트 속성을 참조하십시오.

Windows Phone 대한 엔터프라이즈 허브 정책 만들기
Windows Phone 장치에 대해 AET X 파일 및 Secure Hub 클라이언트를 제공하기 위한 엔터프라이즈 허브 장치 정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메모
AET X와 Secure Hub 파일이 인증서 공급자로부터 동일한 엔터프라이즈 인증서를 사용하고, Windows 스토어 개발 계정의 동일한 게시
자 ID를 사용해야 합니다.

1. XenMobile 콘솔에서 구성 > 장치 정책을 클릭합니다.
2. 추가를 클릭한 후 자세히 > XenMobile 에이전트 아래에서 엔터프라이즈 허브를 클릭합니다.
3. 정책 이름을 지정한 후 엔터프라이즈 허브에 대한 올바른 .AET X 파일과 서명된 Secure Hub 앱을 선택해야 합니다.

4. 배달 그룹에 정책을 할당한 후 저장합니다.

클라이언트 인증서 구성 문제 해결
위의 구성과 NetScaler Gateway 구성을 성공적으로 완료한 후 사용자 워크플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용자가 모바일 장치를 등록합니다.
2. XenMobile에서 Citrix PIN을 만들라는 메시지를 사용자에게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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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런 다음 사용자가 XenMobile Store로 리디렉션됩니다.
4. 사용자가 Secure Mail을 시작할 때는 XenMobile에서 사서함을 구성하기 위해 사용자 자격 증명을 입력하라는 메시지를 표시
하지 않습니다. 대신 Secure Mail이 Secure Hub에서 클라이언트 인증서를 요청하고 인증을 위해 Microsoft Exchange Server에
제출합니다. 사용자가 Secure Mail을 시작할 때 자격 증명을 입력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될 경우 구성을 확인하십시오.
사용자가 Secure Mail을 다운로드하고 설치할 수 있지만 사서함 구성 중에 Secure Mail이 구성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1. Microsoft Exchange Server ActiveSync에서 트래픽을 보안하기 위해 개인 SSL 서버 인증서를 사용하는 경우, 모든 루트 및 중
간 인증서가 모바일 장치에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2. ActiveSync에 대해 선택한 인증 유형이 클라이언트 인증서 필요인지 확인합니다.

3. Microsoft Exchange Server에서 Microsof t-Server-ActiveSync 사이트를 확인하여 클라이언트 인증서 매핑 인증이 사용하
도록 설정되어 있는지 검토합니다(기본적으로 사용되지 않음). 이 옵션은 구성 편집기 > 보안 > 인증 아래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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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True를 선택한 후에 적용을 클릭해야 변경 내용이 적용됩니다.
4. XenMobile 콘솔에서 NetScaler Gateway 설정을 확인합니다. 앞의 "XenMobile에서 NetScaler 인증서 제공을 구성하려면"에
설명되어 있는 대로 인증을 위한 사용자 인증서 제공이 켜짐이고 자격 증명 공급자에 올바른 프로필이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합
니다.

클라이언트 인증서가 모바일 장치에 제공되었는지 확인하려면:
1. XenMobile 콘솔에서 관리 > 장치로 이동하여 장치를 선택합니다.
2. 편집 또는 자세히 표시를 클릭합니다.
3. 배달 그룹 섹션으로 이동하여 다음 항목을 검색합니다.
NetScaler Gateway Credentials : Requested credential, CertId=

클라이언트 인증서 협상을 사용하도록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려면:
1. 다음 netsh 명령을 실행하여 IIS 웹 사이트에 바인딩된 SSL 인증서 구성을 표시합니다.
netsh http show sslcert
2. 클라이언트 인증서 협상의 값이 사용 안 함인 경우 다음 명령을 실행하여 사용하도록 설정합니다.
netsh http delete sslcert ipport=0.0.0.0: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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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sh http add sslcert ipport=0.0.0.0:443 certhash=cert_hash appid={app_id} certstorename=store_name
verifyclientcertrevocation=Enable VerifyRevocationWithCachedClientCertOnly=Disable UsageCheck=Enable
clientcertnegotiation=Enable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netsh http add sslcert ipport=0.0.0.0:443 certhash=609da5df280d1f54a7deb714fb2c5435c94e05da appid=
{4dc3e181-e14b-4a21-b022-59fc669b0914} certstorename=ExampleCertStoreName
verifyclientcertrevocation=Enable VerifyRevocationWithCachedClientCertOnly=Disable UsageCheck=Enable
clientcertnegotiation=Enable
XenMobile을 통해 Windows Phone 8.1 장치에 루트/중간 인증서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루트/중간 인증서(.cer) 파일을 전자 메일을 통해 Windows Phone 8.1 장치로 보낸 다음 직접 설치합니다.
Windows Phone 8.1에서 Secure Mail이 성공적으로 설치되지 않을 경우:
응용 프로그램 등록 토큰(.AET X) 파일이 엔터프라이즈 허브 장치 정책을 사용하여 XenMobile를 통해 제공되는지 확인합니
다.
Secure Mail을 래핑하고 Secure Hub 앱을 서명하는 데 사용된 인증서 공급자의 엔터프라이즈 인증서를 동일하게 사용하여
응용 프로그램 등록 토큰이 만들어졌는지 확인합니다.
Secure Hub, Secure Mail, 응용 프로그램 등록 토큰을 서명하고 래핑하는 데 동일한 게시자 ID가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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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KI 엔터티
Feb 21, 20 18

XenMobile PKI(공개 키 인프라) 엔터티 구성은 실제 PKI 작업(발급, 해지 및 상태 정보)을 수행하는 구성 요소를 나타냅니다. 이
러한 구성 요소는 XenMobile의 내부 또는 외부 구성 요소입니다. 내부 구성 요소는 임의 구성 요소라고 합니다. 외부 구성 요소
는 기업 인프라의 일부입니다.
XenMobile은 다음과 같은 PKI 엔터티 유형 을 지원합니다.
GPKI(제네릭 PKI)
XenMobile Server GPKI 지원에는 Symantec 관리 PKI가 포함됩니다.
Microsoft 인증서 서비스
임의의 CA(인증 기관)
XenMobile은 다음과 같은 CA 서버를 지원합니다.
Windows Server 2008 R2
Windows Server 2012
Windows Server 2012 R2

일반적인 PKI 개념
유형에 관계없이 모든 PKI 엔터티는 다음과 같은 하위 집합의 기능을 갖습니다.
서명: CSR(인증서 서명 요청)을 기반으로 새 인증서 발급
가져오기: 기존 인증서 및 키 쌍 복구
해지: 클라이언트 인증서 해지

CA 인증서 정보
PKI 엔터티를 구성하는 경우 해당 엔터티에 의해 발급(또는 복구)되는 인증서의 서명자가 어느 CA 인증서인지를 XenMobile에
알립니다. 이 PKI 엔터티는 개수에 제한 없이 서로 다른 CA가 서명한(가져오거나 새로 서명된) 인증서를 반환할 수도 있습니다.
PKI 엔터티 구성의 일환으로 이러한 각 CA의 인증서를 제공합니다. 이를 위해 인증서를 XenMobile에 업로드한 후 PKI 엔터티에
서 참조해야 합니다. 임의 discretionary CA의 경우 인증서는 묵시적으로 서명 CA 인증서이지만 외부 엔터티의 경우 인증서를
수동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Important
Microsoft 인증서 서비스 엔터티 템플릿을 생성할 때 등록된 장치와 관련된 인증 문제를 방지하려면 특수 문자를 템플릿 이름에 사용하
지 마십시오. 예: ! : $ ( ) # % + * ~ ? | { } [ ]

제네릭 P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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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KI(제네릭 PKI) 프로토콜은 다양한 PKI 솔루션과의 일관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기 위해 SOAP 웹 서비스 계층을 통해 실행되
는 XenMobile 고유 프로토콜입니다. GPKI 프로토콜은 다음 세 가지 기본 PKI 작업을 정의합니다.
서명: 어댑터가 CSR을 생성하고, 이를 PKI에 전송하고, 새로 서명된 인증서를 반환할 수 있습니다.
가져오기: 어댑터가 입력 매개 변수에 따라 PKI에서 기존 인증서 및 키 쌍을 검색(복구)할 수 있습니다.
해지: 어댑터가 PKI로 하여금 해당 인증서를 해지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GPKI 프로토콜을 받는 측은 GPKI 어댑터입니다. 어댑터는 기본 작업을 해당 용도별 PKI 유형으로 변환합니다. 예를 들어, RSA
용 GPKI 어댑터와 Entrust용 GPKI 어댑터 등이 있습니다.
GPKI 어댑터는 SOAP 웹 서비스 끝점이며, 자체 설명형 WSDL(Web Services Description Language)을 게시합니다. GPKI PKI 엔
터티를 만들어 URL을 사용하거나 파일 자체를 업로드함으로써 XenMobile에 WSDL 정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어댑터에서 각 PKI 작업에 대한 지원은 선택 사항입니다. 어댑터가 지정된 작업을 지원하는 경우 어댑터가 해당 기능(서명, 가져
오기 또는 해지)을 갖는다고 합니다. 이러한 각 기능은 일련의 사용자 매개 변수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매개 변수는 특정 작업을 위해 GPKI 어댑터에서 정의되었으며 XenMobile에 해당 값을 제공해야 하는 매개 변수입니다.
XenMobile은 WSDL 파일을 구문 분석하여 어댑터가 지원하는 작업과 각 작업을 위해 어댑터에 필요한 매개 변수를 결정합니
다. 원할 경우 SSL 클라이언트 인증을 사용하여 XenMobile과 GPKI 어댑터 간의 연결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제네릭 PKI를 추가하려면
1. XenMobile 콘솔에서 설정 > PKI 엔터티를 클릭합니다.
2. PKI 엔터티 페이지에서 추가를 클릭합니다.
PKI 엔터티 유형에 대한 메뉴가 나타납니다.

3. 제네릭 PKI 엔터티를 클릭합니다.
제네릭 PKI 엔터티: 일반 정보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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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네릭 PKI 엔터티: 일반 정보 페이지에서 다음을 수행합니다.
이름: PKI 엔터티를 설명하는 이름을 입력합니다.
WSDL URL: 어댑터를 설명하는 WSDL의 위치를 입력합니다.
인증 유형: 사용하려는 인증 방법을 클릭합니다.
없음
HTTP 기본: 어댑터에 연결하는 데 필요한 사용자 이름 및 암호를 입력합니다.
클라이언트 인증서: 올바른 SSL 클라이언트 인증서를 선택합니다.
5. 다음을 클릭합니다.
제네릭 PKI 엔터티: 어댑터 기능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6. 제네릭 PKI 엔터티: 어댑터 기능 페이지에서 어댑터와 관련된 기능과 매개 변수를 검토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제네릭 PKI 엔터티: CA 인증서 발급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7. 제네릭 PKI 엔터티: CA 인증서 발급 페이지에서 엔터티에 사용할 인증서를 선택합니다.
참고: 엔터티에서 서로 다른 CA가 서명한 인증서를 반환하더라도 주어진 인증서 공급자를 통해 얻은 모든 인증서는 동일한 CA
가 서명해야 합니다.따라서 여기에서 구성한 인증서 중 하나를 자격 증명 공급자 설정의 배포 페이지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8. 저장을 클릭합니다.
PKI 엔터티 테이블에 해당 엔터티가 나타납니다.

Symantec 관리 PKI
XenMobile Server GPKI 지원에는 Symantec 관리 PKI(MPKI라고도 함)가 포함됩니다. 이 섹션에서는 Symantec 관리 PKI에 대
한 Windows Server 및 XenMobile Server를 설정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사전 요구 사항
Symantec 관리 PKI 인프라에 대한 액세스 권한
다음 구성 요소가 설치된 Windows Server 2012 R2 서버:
Ja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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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che T omcat
Symantec PKI 클라이언트
Portecle
이러한 구성 요소 설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Windows Server 설정"을 참조하십시오.
XenMobile 다운로드 사이트에 대한 액세스 권한

Windows Server 설정
이 섹션에는 GPKI 지원을 위한 XenMobile 요구 사항을 충족하도록 Windows Server를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이 나와 있
습니다.
Windows Server에 Java 설치
https://java.com/en/download/faq/java_win64bit.xml에서 Java를 다운로드하고 설치합니다. 보안 경고 대화 상자에서 실행을
클릭해야 합니다.
Windows Server에 Apache Tomcat 설치
https://tomcat.apache.org/download-80.cgi에서 Apache Tomcat 32비트/64비트 Windows 서비스 설치 프로그램을 다운로
드하고 설치합니다. 보안 경고 대화 상자에서 실행을 클릭해야 합니다. 다음 예제를 가이드로 사용하여 Apache Tomcat 설정을
완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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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Windows 서비스로 이동하고 시작 유형을 수동에서 자동으로 변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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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dows Server에 Symantec PKI 클라이언트 설치
PKI Manager 콘솔에서 설치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합니다. 콘솔에 액세스할 수 없는 경우 Symantec 지원 페이지 How to
download Symantec PKI Client(Symantec PKI 클라이언트 다운로드 방법)에서 설치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합니다. 설치 프로그
램의 압축을 풀고 실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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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경고 대화 상자에서 실행을 클릭해야 합니다. 설치 프로그램의 지침에 따라 설치를 완료합니다. 설치 프로그램이 완료되면
다시 시작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Windows Server에 Portecle 설치
https://sourceforge.net/projects/portecleinstall/ﬁles/에서 설치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한 후 압축을 풀고 실행합니다.
Symantec 관리 PKI용 RA(등록 기관) 인증서 생성
클라이언트 인증서 인증의 키 저장소는 RA.jks라는 RA(등록 기관) 인증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Portecle을 사
용하여 이 인증서를 생성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Java CLI를 사용하여 RA 인증서를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 문서에서는 RA 인증서와 공용 인증서를 업로드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1. Portecle에서 Tools(도구) > Generate Key Pair(키 쌍 생성)로 이동하여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키 쌍을 생성합니다.

https://docs.citrix.com

© 1999-2017 Citrix Systems, Inc. All rights reserved.

p.231

2. 키 쌍을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한 후 Generate Certiﬁcation Request(인증서 요청 생성)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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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SR을 복사합니다.
4. Symantec PKI Manager에서 RA 인증서를 생성합니다. Settings(설정), Get a RA Certiﬁcate(RA 인증서 가져오기)를 차례
로 클릭하고 CSR을 붙여 넣은 후 Continue(계속)를 클릭합니다.

5. Download(다운로드)를 클릭하여 생성된 RA 인증서를 다운로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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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Portecle에서 RA 인증서를 가져옵니다. 키 쌍을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하고 Import CA Reply(CA 응답 가져오기)를 클
릭합니다.

7. Symantec PKI Manager에서 Resources(리소스) > Web Services(웹 서비스)로 이동한 후 CA 인증서를 다운로드합니다.

8. Portecle에서 RA 중간 인증서 및 루트 인증서를 키 저장소로 가져옵니다. Tools(도구) > Import Trusted Certiﬁcates(신뢰
할 수 있는 인증서 가져오기)로 이동합니다.

https://docs.citrix.com

© 1999-2017 Citrix Systems, Inc. All rights reserved.

p.234

9. CA를 가져온 후 Windows Server의 C:\Symantec 폴더에 RA.jks로 키 저장소를 저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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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dows Server에 Symantec PKI 어댑터 구성
1. Windows Server에 관리자로 로그온합니다.
2.

이전 섹션에서 생성한 RA.jks 파일을 업로드합니다. 또한 Symantec MPKI 서버에 대한 공용 인증서(cacerts.jks)를 업로드합니
다.

3. XenMobile Server 10 download(XenMobile Server 10 다운로드) 페이지에서 Tools(도구)를 확장한 후 Symantec PKI
Adapter 파일을 다운로드합니다. 파일 이름은 XenMobile_Symantec_PKI_Adapter.zip입니다. 파일의 압축을 풀고 다음 파
일을 Windows Server C: 드라이브에 복사합니다.
custom_gpki_adapter.properties
Symantec.war
4. custom_gpki_adapter.properties를 메모장에서 열고 다음 값을 편집합니다.
Gpki.CaSvc.Url=https://

# keystore for client-cert auth
keyStore=C:\\Symantec\\RA.jks

# truststore for server with self-signed root CA
trustStore=C:\\Symantec\\cacerts.jks
5. Symantec.war을 \webapps 폴더에 복사하고 Tomcat을 시작합니다.
6. 응용 프로그램이 배포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웹 브라우저를 열고 http://localhost/Symantec으로 이동합니다.
7. \webapps\Symantec\WEB-INF\classes 폴더로 이동하고 gpki_adapter.properties를 편집합니다. CustomProperties 속성
을 C:\Symantec 폴더의 custom_gpki_adapter 파일을 가리키도록 편집합니다.
CustomProperties=C:\\Symantec\\custom_gpki_adapter.properties
8. Tomcat을 다시 시작하고 http://localhost/Symantec으로 이동한 후 끝점 주소를 복사합니다. 다음 섹션에서 PKI 어댑터를
구성할 때 이 주소를 붙여 넣습니다.

Symantec 관리 PKI를 사용하도록 XenMobile Server 구성
다음 XenMobile Server 구성을 수행하기 전에 Windows Server 설정을 완료합니다.
Symantec CA 인증서를 가져오고 PKI 엔터티를 구성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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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종 사용자 인증서를 발급하는 Symantec CA 인증서를 가져옵니다. XenMobile Server 콘솔에서 설정 > 인증서로 이동하고
가져오기를 클릭합니다.

2. PKI 엔터티를 추가하고 구성합니다. 설정 > PKI 엔터티에서 추가를 클릭한 후 제네릭 PKI 엔터티를 선택합니다. 이전 섹션에
서 PKI 어댑터를 구성할 때 복사한 끝점 주소를 WSDL URL에 붙여 넣고 아래와 같이 ?wsdl을 추가합니다.

3. 다음을 클릭합니다. XenMobile이 WSDL의 매개 변수를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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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음을 클릭하고 올바른 CA 인증서를 선택한 후 저장을 클릭합니다.

5. 설정 > PKI 엔터티 페이지에서 추가한 PKI 엔터티의 상태가 유효함인지 확인합니다.

Symantec 관리 PKI의 자격 증명 공급자를 생성하려면
1. Symantec PKI Manager 콘솔에서 인증서 템플릿의 인증서 프로필 OID를 복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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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XenMobile Server 콘솔에서 설정 > 자격 증명 공급자로 이동하고 추가를 클릭한 후 다음과 같이 설정을 구성합니다.
이름: 새 공급자 구성의 고유한 이름을 입력합니다. 이 이름은 XenMobile 콘솔의 다른 부분에서 구성을 참조할 때 사용됩
니다.
설명: 자격 증명 공급자를 설명합니다. 이 필드는 선택 사항이지만 이 자격 증명 공급자에 대한 세부 정보가 필요할 경우 설
명이 유용할 수 있습니다.
발급 엔터티: 인증서 발급 엔터티를 선택합니다.
발급 방법: 시스템이 구성된 엔터티에서 클라이언트 인증서를 가져올 때 사용할 방법으로 서명을 선택합니다.
certParams: 다음 값을 추가합니다.
commonName=${user.mail},otherNameUPN=${user.userprincipalname},mail=${user.mail}
certiﬁcateProﬁleid: 1단계에서 복사한 인증서 프로필 OID를 붙여 넣습니다.

3. 다음을 클릭합니다. 나머지 각 페이지에서(갱신을 통한 인증서 서명 요청) 기본 설정을 사용합니다. 완료되면 저장을 클릭합
니다.
구성을 테스트하고 문제 해결을 수행하려면
1. 자격 증명 장치 정책을 생성합니다. 구성 > 장치 정책에서 추가를 클릭하고 자격 증명 입력을 시작한 후 자격 증명을 클릭합
니다.
2. 정책 이름을 지정합니다.
3. 다음과 같이 플랫폼 설정을 구성합니다.
자격 증명 유형: 자격 증명 공급자를 선택합니다.
자격 증명 공급자: Symantec 공급자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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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플랫폼 설정을 완료한 후 할당 페이지에서 배달 그룹에 정책을 할당하고 저장을 클릭합니다.
5. 정책이 장치에 배포되었는지 확인하려면 관리 > 장치에서 장치를 선택하고 편집을 클릭한 후 할당된 정책을 클릭합니다. 다
음 예제는 성공적으로 배포된 정책을 보여 줍니다.

정책이 배포되지 않은 경우 Windows Server에 로그인하고 WSDL이 올바르게 로드되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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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문제 해결 정보는 \logs\catalina.<현재 날짜>에서 Tomcat 로그를 확인하십시오.

Microsoft 인증서 서비스
XenMobile은 웹 등록 인터페이스를 통해 Microsoft 인증서 서비스와 상호 작용합니다. XenMobile은 그 인터페이스를 통해 새
인증서 발급만 지원합니다(GPKI 서명 기능에 해당).Microsoft CA에서 NetScaler Gateway 사용자 인증서를 생성하면
NetScaler Gateway가 해당 인증서의 갱신과 해지를 지원합니다.
XenMobile에서 Microsoft CA PKI 엔터티를 만들려면 인증서 서비스 웹 인터페이스의 기본 URL을 지정해야 합니다. 원할 경우
SSL 클라이언트 인증을 사용하여 XenMobile과 인증서 서비스 웹 인터페이스 간의 연결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Microsof t 인증서 서비스 엔터티 추가
1. XenMobile 콘솔에서 오른쪽 위 모서리의 렌치 아이콘을 클릭하고 PKI 엔터티를 클릭합니다.
2. PKI 엔터티 페이지에서 추가를 클릭합니다.
PKI 엔터티 유형에 대한 메뉴가 나타납니다.
3. Microsof t 인증서 서비스 엔터티를 클릭합니다.
Microsof t 인증서 서비스 엔터티: 일반 정보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4. Microsof t 인증서 서비스 엔터티: 일반 정보 페이지에서 다음 설정을 구성합니다.
이름: 나중에 엔터티를 참조하는 데 사용할 새 엔터티 이름을 입력합니다. 엔터티 이름은 고유해야 합니다.
웹 등록 서비스 루트 URL: Microsoft CA 웹 등록 서비스의 기본 URL(예: https://192.0.2.13/certsrv/)을 입력합니다. URL은 일
반 HT T P 또는 HT T P-over-SSL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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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tnew.cer 페이지 이름: certnew.cer 페이지의 이름입니다. 어떤 이유로 이름을 변경한 경우가 아니면 기본 이름을 사용합
니다.
certf nsh.asp: certfnsh.asp 페이지의 이름입니다. 어떤 이유로 이름을 변경한 경우가 아니면 기본 이름을 사용합니다.
인증 유형: 사용하려는 인증 방법을 선택합니다.
없음
HTTP 기본: 연결하는 데 필요한 사용자 이름 및 암호를 입력합니다.
클라이언트 인증서: 올바른 SSL 클라이언트 인증서를 선택합니다.
5. 연결 테스트를 클릭하여 서버에 액세스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액세스할 수 없는 경우 연결에 실패했음을 알리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구성 설정을 확인합니다.
6. 다음을 클릭합니다.
Microsof t 인증서 서비스 엔터티: 템플릿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해당 Microsoft CA가 지원하는 템플릿의 내
부 이름을 지정합니다. 자격 증명 공급자를 만들 때 여기에 정의된 목록에서 템플릿을 선택합니다. 이 엔터티를 사용하는 모든
자격 증명 공급자가 해당 템플릿 하나만 사용합니다.
Microsoft 인증서 서비스 템플릿 요구 사항은 해당 Microsoft 서버 버전에 대한 Microsoft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XenMobile
에는 인증서에 명시된 인증서 형식을 제외하고 배포하는 인증서에 대한 요구 사항이 없습니다.
7. Microsof t 인증서 서비스 엔터티: 템플릿 페이지에서 추가를 클릭하고 템플릿 이름을 입력한 후 저장을 클릭합니다. 추가할
각 템플릿에 대해 이 단계를 반복합니다.
8. 다음을 클릭합니다.
Microsof t 인증서 서비스 엔터티: HTTP 매개 변수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XenMobile이 Microsoft 웹 등록 인
터페이스에 대한 HT T P 요청에 입력해야 하는 사용자 지정 매개 변수를 지정합니다. 사용자 지정 매개 변수는 CA에서 실행되는
사용자 지정 스크립트에만 유용합니다.
9. Microsof t 인증서 서비스 엔터티: HTTP 매개 변수 페이지에서 추가를 클릭하고 추가할 HT T P 매개 변수의 이름과 값을 입
력한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Microsof t 인증서 서비스 엔터티: CA 인증서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시스템이 이 엔터티를 통해 얻는 인증서
의 서명자를 XenMobile에 알려야 합니다. CA 인증서가 갱신되면 XenMobile에서 업데이트합니다. 그러면 변경 내용이 투명하
게 엔터티에 적용됩니다.
10. Microsof t 인증서 서비스 엔터티: CA 인증서 페이지에서 엔터티에 사용할 인증서를 선택합니다.
11. 저장을 클릭합니다.
PKI 엔터티 테이블에 해당 엔터티가 나타납니다.

NetScaler CRL(인증서 해지 목록)
XenMobile은 타사 인증 기관에 대해서만 CRL(인증서 해지 목록)을 지원합니다. Microsoft CA가 구성된 경우 XenMobile은
NetScaler를 사용하여 해지를 관리합니다.
클라이언트 인증서 기반 인증을 구성하는 경우 NetScaler CRL(인증서 해지 목록) 설정인 Enable CRL Auto Ref resh(CRL 자동
새로 고침 사용)을 구성해야 하는지 여부를 고려합니다. 이 단계는 MAM 전용 모드의 장치 사용자가 장치의 기존 인증서를 사용
하여 인증할 수 없도록 합니다. XenMobile에서는 인증서가 해지된 경우 사용자가 사용자 인증서를 생성할 수 있으므로 새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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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가 다시 발급됩니다. 이 설정을 사용하면 CRL이 만료된 PKI 엔터티를 확인하는 경우 PKI 엔터티의 보안이 강화됩니다.

임의의 CA
임의의 CA는 CA 인증서와 연결된 개인 키를 XenMobile에 제공하는 경우 만들어집니다. XenMobile은 지정된 매개 변수에 따라
인증서 발급, 해지 및 상태 정보를 내부적으로 처리합니다.
임의의 CA를 구성하는 경우 해당 CA에 대한 OCSP(온라인 인증서 상태 프로토콜) 지원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OCSP 지원을
사용하도록 설정한 경우에 한해 CA는 id-pe-authorityInfoAccess 확장을 CA가 발급한 인증서에 추가합니다. 이 확장은 다음 위
치의 XenMobile 내부 OCSP Responder를 가리킵니다.
https://server/instance/ocsp
OCSP 서비스를 구성하는 경우 해당 임의의 엔터티에 대한 OCSP 서명 인증서를 지정합니다. CA 인증서 자체를 서명자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CA 개인 키의 불필요한 노출을 방지하려면(권장) CA 인증서로 서명된 위임자 OCSP 서명 인증서를 만들고 idkp-OCSPSigning extendedKeyUsage 확장을 포함합니다.
XenMobile OCSP 응답자 서비스는 기본 OCSP 응답과 다음 해시 알고리즘을 요청에 지원합니다.
SHA-1
SHA-224
SHA-256
SHA-384
SHA-512
응답은 SHA-256 및 서명 인증서 키 알고리즘(DSA, RSA 또는 ECDSA)으로 서명됩니다.

임의의 CA 추가
1. XenMobile 콘솔에서 오른쪽 위 모서리의 기어 아이콘을 클릭하고 자세히 > PKI 엔터티를 클릭합니다.
2. PKI 엔터티 페이지에서 추가를 클릭합니다.
PKI 엔터티 유형에 대한 메뉴가 나타납니다.
3. 임의의 CA를 클릭합니다.
임의의 CA: 일반 정보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4. 임의의 CA: 일반 정보 페이지에서 다음을 수행합니다.
이름: 임의의 CA를 설명하는 이름을 입력합니다.
인증서 요청에 서명할 CA 인증서: 인증서 요청에 서명하는 데 사용할 임의의 CA용 인증서를 클릭합니다. XenMobile에서 구
성 > 설정 > 인증서를 통해 업로드한 개인 키를 사용하여 CA 인증서에서 인증서 목록이 생성됩니다.
5. 다음을 클릭합니다.
임의의 CA: 매개 변수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6. 임의의 CA: 매개 변수 페이지에서 다음을 수행합니다.
일련 번호 생성기: 임의의 CA가 발급한 인증서에 대한 일련 번호를 생성합니다. 이 목록에서 순차적 또는 비순차적을 클릭하
여 숫자가 생성되는 방식을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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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일련 번호: 다음번 발급될 번호를 지정하는 값을 입력합니다.
인증서 유효 기간: 인증서가 유효한 일수를 입력합니다.
키 사용: 해당 키를 켜짐으로 설정하여 임의의 CA에서 발급하는 인증서의 용도를 지정합니다. 이 항목을 설정하면 해당 CA가
지정된 용도로만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게 됩니다.
확장 키 사용: 매개 변수를 더 추가하려면 추가를 클릭하고 키 이름을 입력한 후 저장을 클릭합니다.
7. 다음을 클릭합니다.
임의의 CA: 배포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8. 임의의 CA: 배포 페이지에서 배포 모드를 선택합니다.
중앙 집중식: 서버측 키 생성. 중앙 집중식 옵션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 키가 생성되어 서버에 저장되고 사용자 장치
에 배포됩니다.
분산: 장치측 키 생성. 개인 키가 사용자 장치에 생성됩니다. 이 분산 모드에서는 SCEP를 사용하며 keyUsage keyEncryption
을 사용한 RA 암호화 인증서와 KeyUsage digitalSignature를 사용한 RA 서명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암호화와 서명에 모두 동
일한 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9. 다음을 클릭합니다.
임의의 CA: OCSP(온라인 인증서 상태 프로토콜)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임의의 CA: OCSP(온라인 인증서 상태 프로토콜) 페이지에서 다음을 수행합니다.
이 CA가 서명한 인증서에 AuthorityInfoAccess(RFC2459) 확장을 추가하려면 이 CA에 OCSP 지원 사용을 켜짐으로 설정합
니다. 이 확장은 CA OCSP Responder(https://server/instance/ocsp)를 가리킵니다.
OCSP 지원을 사용하도록 설정한 경우 OSCP 서명 CA 인증서를 선택합니다. XenMobile에 업로드한 CA 인증서에서 인증서
목록이 생성됩니다.
10. 저장을 클릭합니다.
PKI 엔터티 테이블에 임의의 CA가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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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증명 공급자
Feb 21, 20 18

자격 증명 공급자는 XenMobile 시스템의 다양한 부분에서 사용하는 실제 인증서 구성입니다. 자격 증명 공급자는 인증서가 장
치 구성의 일부인지, 아니면 장치에 그대로 푸시된 독립 실행형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인증서의 출처, 매개 변수 및 수명주기를
정의합니다.
장치 등록은 인증서 수명주기를 제한합니다. 즉, XenMobile은 등록 과정에서 일부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지만 등록 전에는 인증
서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등록이 해지되면 하나의 등록 컨텍스트 내에서 내부 PKI에 의해 발급된 인증서가 해지됩니다. 관
리 관계가 종료된 후에는 유효한 인증서가 남아 있지 않습니다.
단일 구성이 동시에 여러 개의 인증서를 관리할 수 있도록 여러 곳에서 단일 자격 증명 공급자 구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통일
성은 배포 리소스 및 배포에 기반합니다. 예를 들어 자격 증명 공급자 P가 구성 C의 일부로 장치 D에 배포된 경우 P에 대한 발급
설정은 D에 배포된 인증서를 결정합니다. 마찬가지로 D에 대한 갱신 설정은 C가 업데이트될 때 적용되며 D에 대한 해지 설정도
C가 삭제되거나 D가 해지될 때 적용됩니다.
이 사실을 고려하면, XenMobile의 자격 증명 공급자 구성은 다음을 수행합니다.
인증서 출처를 결정합니다.
인증서를 얻는 방법을 결정합니다. 즉, 새 인증서에 서명하거나 기존 인증서 및 키 쌍을 가져옵니다(복구).
발급 또는 복구를 위한 매개 변수를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키 크기, 키 알고리즘, 고유 이름, 인증서 확장 등과 같은 CSR(인증
서 서명 요청) 매개 변수를 결정합니다.
인증서가 장치로 전달되는 방식을 결정합니다.
해지 조건을 결정합니다. XenMobile에서 관리 관계가 끊어지면 모든 인증서가 해지되지만 구성에서 만료 이전에 해지되도록
지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결된 장치 구성이 삭제된 경우 인증서가 해지되도록 구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조건에
서는 XenMobile에서 관련 인증서의 해지가 백엔드 PKI(공개 키 인프라)로 전송될 수 있습니다. 즉, XenMobile의 해지로 인해
PKI에서 해지될 수 있습니다.
갱신 설정을 결정합니다. 지정된 자격 증명 공급자를 통해 얻은 인증서는 만료 날짜가 가까워지면 자동으로 갱신될 수 있습니
다. 또한 이러한 상황과 별도로 만료 날짜가 가까워지면 알림이 발행될 수 있습니다.
다양한 구성 옵션을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주로 자격 증명 공급자에 대해 선택한 PKI 엔터티 및 발급 방법의 유형에 따라 다릅
니다.

인증서 발급 방법
발급 방법이라고 하는 두 가지 방법으로 인증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서명. 이 방법을 사용할 경우 발급에 새 개인 키를 만들고, CSR을 만들고, 서명을 위해 CSR을 CA(인증 기관)에 제출하는 과정
이 포함됩니다. XenMobile은 세 가지 PKI 엔터티(MS 인증서 서비스 엔터티, 제네릭 PKI 및 임의의 CA)에 대한 서명 방법을 지
원합니다.
가져오기. 이 방법을 사용할 경우 XenMobile에서 발급은 기존 키 쌍을 복구하는 것입니다. XenMobile은 제네릭 PKI에 대해
서만 가져오기 방법을 지원합니다.
자격 증명 공급자는 서명 또는 가져오기 발급 방법을 사용합니다. 선택한 방법에 따라 사용 가능한 구성 옵션이 달라집니다. 특
히 CSR 구성 및 분산 전달은 발급 방법이 서명인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져온 인증서는 항상 PKCS#12로 장치에 전송
되며, 이 형식은 서명 방법에 대한 중앙 집중식 전달 모드와 동일합니다.

인증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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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enMobile에서는 중앙 집중식 모드와 분산 모드의 두 가지 인증서 전달 모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분산 모드는 SCEP(단순 인
증서 등록 프로토콜)를 사용하며 클라이언트가 프로토콜을 지원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iOS만 해당). 일부 상황에서
는 분산 모드가 필수입니다.
자격 증명 공급자가 분산(SCEP 지원) 전달을 지원하려면 RA(등록 기관) 인증서 설정이라는 특수한 구성 단계가 필요합니다.
SCEP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경우 XenMobile이 실제 인증 기관의 대리인(등록 기관) 역할을 하기 때문에 RA 인증서가 필요합니
다. XenMobile은 클라이언트에게 인증 기관의 역할을 수행할 권한이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권한은 앞서 언급한 인증서를
XenMobile에 업로드하여 설정됩니다.
단일 인증서로 두 가지 요구 사항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지만, 두 가지 고유한 인증서 역할(RA 서명 및 RA 암호화)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역할에 대한 제약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RA 서명 인증서에는 X.509 키 사용 디지털 서명이 있어야 합니다.
RA 암호화 인증서에는 X.509 키 사용 키 암호화가 있어야 합니다.
자격 증명 공급자 RA 인증서를 구성하려면 XenMobile에 인증서를 업로드한 다음 자격 증명 공급자에서 인증서에 연결해야 합
니다.
자격 증명 공급자는 인증서 역할에 대해 구성된 인증서가 있는 경우에만 분산 전달을 지원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중앙 집중식
모드를 선호하거나, 분산 모드를 선호하거나 또는 분산 모드를 요구하도록 각 자격 증명 공급자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실제 결
과는 컨텍스트에 따라 달라집니다. 컨텍스트가 분산 모드를 지원하지 않지만 자격 증명 공급자가 이 모드를 요구하면 배포가 실
패합니다. 마찬가지로 컨텍스트에서 분산 모드를 요구하지만 자격 증명 공급자가 분산 모드를 지원하지 않으면 배포가 실패합
니다. 다른 모든 경우에는 기본 설정이 적용됩니다.
다음 표에서는 XenMobile의 SCEP 배포를 보여 줍니다.
컨텍스트

SCEP 지원

SCEP 필요

iOS 프로필 서비스

예

예

iOS 모바일 기기 관리 등록

예

아니요

iOS 구성 프로필

예

아니요

SHT P 등록

아니요

아니요

SHT P 구성

아니요

아니요

Windows Phone 및 T ablet 등록

아니요

아니요

Windows Phone 및 T ablet 구성

아니요(Windows Phone 8.1 및 최신 Windows 10 릴리스에서 지원되는
WiFi 장치 정책 제외)

아니요

인증서 해지
해지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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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적 해지. 내부적 해지는 XenMobile에서 유지 관리하는 인증서 상태에 영향을 줍니다. 이 상태는 XenMobile에서 제시된
인증서를 평가할 때 또는 XenMobile이 일부 인증서에 대해 OCSP 상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에 고려됩니다. 자격 증명
공급자 구성에 따라 다양한 조건에서 이러한 상태가 영향을 받는 방식이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자격 증명 공급자는 인증서가
장치에서 삭제된 경우 인증서 공급자를 통해 취득한 인증서가 해지된 것으로 플래그를 지정하도록 지정할 수 있습니다.
외부에서 전파된 해지. 해지 XenMobile이라고 알려진 이 해지 유형은 외부 PKI에서 취득한 인증서에 적용됩니다. 자격 증명
공급자 구성에 정의된 조건에 따라 XenMobile에 의해 내부적으로 인증서가 해지되는 경우 PKI에서 인증서가 해지됩니다. 해
지를 수행하는 요청에는 해지 가능한 일반 PKI(GPKI) 엔터티가 필요합니다.
외부에서 유도된 해지. 해지 PKI라고 알려진 이 해지 유형도 외부 PKI에서 취득한 인증서에만 적용됩니다. XenMobile이 지정
된 인증서 상태를 평가할 때마다 XenMobile은 해당 상태에 대해 PKI를 쿼리합니다. 인증서가 해지된 경우에는 XenMobile이
내부적으로 인증서를 해지합니다. 이 메커니즘에서 OCSP 프로토콜을 사용합니다.
이 세 가지 유형은 상호 배타적이 아니며, 오히려 함께 적용됩니다. 내부적 해지는 외부의 해지 또는 독립적 조사에 의해 이루어
지며, 마찬가지로 내부 해지는 잠재적으로 외부 해지에 영향을 미칩니다.

인증서 갱신
인증서 갱신은 기존 인증서의 해지와 다른 인증서 발급의 조합입니다.
XenMobile은 발급 실패로 인한 서비스 중단을 방지하기 위해 이전 인증서를 해지하기 전에 먼저 새 인증서를 얻으려고 시도합
니다. 분산(SCEP 지원) 전달을 사용하는 경우 인증서가 장치에 성공적으로 설치된 후에만 해지가 실행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새
인증서가 장치로 전송되기 전에 설치의 성공 또는 실패와 무관하게 해지가 발생합니다.
해지 구성에서 특정 기간(일)을 지정해야 합니다. 장치가 연결되면 서버는 인증서 NotAfter 날짜가 현재 날짜에서 지정된 기간
을 뺀 날짜보다 이후인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그렇다면 갱신을 시도합니다.

자격 증명 공급자 생성
자격 증명 공급자 구성은 주로 자격 증명 공급자에 대해 선택한 발급 엔터티 및 발급 방법의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부 엔터
티 또는 외부 엔터티를 사용하는 자격 증명 공급자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XenMobile에 대해 내부인 임의의 엔터티는 내부 엔터티입니다. 임의의 엔터티에 대한 발급 방법은 항상 서명입니다. 즉, 발
급 작업을 수행할 때마다 XenMobile이 엔터티에 대해 선택된 CA 인증서로 새 키 쌍을 서명합니다. 키 쌍이 장치에서 생성되
는지, 아니면 서버에서 생성되는지는 선택한 배포 방법에 따라 다릅니다.
회사 인프라의 일부인 외부 엔터티에는 Microsoft CA 또는 GPKI가 포함됩니다.
자격 증명 공급자 생성을 포함한 Symantec 관리 PKI 설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PKI 엔터티의 "Symantec 관리 PKI"를 참조하
십시오.
1. XenMobile 콘솔에서 오른쪽 위 모서리의 기어 아이콘을 클릭하고 자세히 > 자격 증명 공급자를 클릭합니다.
2. 자격 증명 공급자 페이지에서 추가를 클릭합니다.
자격 증명 공급자: 일반 정보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3. 자격 증명 공급자: 일반 정보 페이지에서 다음을 수행합니다.
이름: 새 공급자 구성의 고유한 이름을 입력합니다. 이 이름은 나중에 XenMobile 콘솔의 다른 부분에서 구성을 참조할 때 사
용됩니다.
설명: 자격 증명 공급자를 설명합니다. 이 필드는 선택 사항이지만 나중에 이 자격 증명 공급자에 대한 세부 정보를 기억할 때
설명이 유용할 수 있습니다.
발급 엔터티: 인증서 발급 엔터티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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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 방법: 시스템이 구성된 엔터티에서 인증서를 가져올 때 사용할 방법으로 서명 또는 가져오기를 클릭합니다. 클라이언트
인증서 인증의 경우 서명을 사용합니다.
템플릿 목록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자격 증명 공급자에 대한 PKI 엔터티 아래에 추가한 템플릿을 선택합니다.
4. 다음을 클릭합니다.
참고: 설정 > PKI 엔터티에서 Microsoft 인증서 서비스 엔터티를 추가하면 이러한 템플릿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자격 증명 공급자: 인증서 서명 요청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5. 자격 증명 공급자: 인증서 서명 요청 페이지에서 인증서 구성에 따라 다음을 구성합니다.
키 알고리즘: 새 키 쌍에 대한 키 알고리즘을 선택합니다. 사용 가능한 값은 RSA, DSA 및 ECDSA입니다.
키 크기: 키 쌍의 크기(비트)를 입력합니다. 이것은 필수 필드입니다.
참고: 허용되는 값은 키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DSA 키의 최대 크기는 1024비트입니다. 기본 하드웨어 및 소프트
웨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짓 음성 반응을 방지하기 위해 XenMobile은 키 크기를 강제하지 않습니다. 자격 증명 공급자
구성을 프로덕션 환경에서 활성화하기 전에 항상 테스트 환경에서 테스트해야 합니다.
서명 알고리즘: 새 인증서에 대한 값을 클릭합니다. 값은 키 알고리즘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체 이름: 필수 항목입니다. 새 인증서 주체의 DN(고유 이름)을 입력합니다. 예:
CN=${user.username}, OU=${user.department}, O=${user.companyname},C=${user.c}\endquotation
예를 들어 클라이언트 인증서 인증의 경우 다음 설정을 사용합니다.
키 알고리즘: RSA
키 크기: 2048
서명 알고리즘: SHA1withRSA
주체 이름: cn=$user.username
6. 주체 대체 이름 테이블에 새 항목을 추가하려면 추가를 클릭합니다. 대체 이름의 유형을 선택하고 두 번째 열에 값을 입력합
니다.
클라이언트 인증서 인증의 경우 다음을 지정합니다.
유형: 사용자 계정 이름
값: $user.userprincipalname
참고: 주체 이름과 마찬가지로 값 필드에 XenMobile 매크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7. 다음을 클릭합니다.
자격 증명 공급자: 배포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8. 자격 증명 공급자: 배포 페이지에서 다음을 수행합니다.
CA 인증서 발급 목록에서 제공된 CA 인증서를 클릭합니다. 자격 증명 공급자가 임의의 CA 엔터티를 사용하기 때문에 자격
증명 공급자에 대한 CA 인증서는 항상 엔터티 자체에서 구성된 CA 인증서입니다. 여기에서 이 엔터티를 설명하는 이유는 외
부 엔터티를 사용하는 구성과의 일관성을 위한 것입니다.
배포 모드 선택에서 다음과 같은 키 생성 및 배포 방법 중 하나를 클릭합니다.
중앙 집중식 선호: 서버측 키 생성. 이 중앙 집중식 옵션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옵션은 XenMobile에서 지원하는 모
든 플랫폼을 지원하며 NetScaler Gateway 인증을 사용할 때 필요합니다. 개인 키가 생성되어 서버에 저장되고 사용자 장
치에 배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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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식 선호: 장치측 키 생성. 개인 키가 생성되어 사용자 장치에 저장됩니다. 이 분산 모드에서는 SCEP를 사용하며
keyUsage keyEncryption을 사용한 RA 암호화 인증서와 KeyUsage digitalSignature를 사용한 RA 서명 인증서가 필요합니
다. 암호화와 서명에 모두 동일한 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분산 전용: 장치측 키 생성. 이 옵션은 "선호"가 아닌 "전용"이기 때문에 장치 측 키 생성이 실패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옵션이 없다는 것을 제외하면 분산식 선호: 장치측 키 생성과 동일하게 작동합니다.
분산식 선호: 장치측 키 생성 또는 분산 전용: 장치측 키 생성을 선택한 경우 RA 서명 인증서 및 RA 암호화 인증서를 클릭합니
다. 둘 모두에 동일한 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증서에 대한 새 필드가 나타납니다.
9. 다음을 클릭합니다.
자격 증명 공급자: 해지 XenMobile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이 페이지에서 XenMobile이 이 공급자 구성을 통해 발급된 인증서를
어떤 조건일 때 내부적으로 해지된 것으로 플래그 지정해야 하는지를 구성합니다.
12. 자격 증명 공급자: 해지 XenMobile 페이지에서 다음을 수행합니다.
발급된 인증서 해지에서 인증서가 해지되어야 하는 때를 나타내는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인증서가 해지될 때 XenMobile이 알림을 보내게 하려면 알림 보내기의 값을 켜짐으로 설정하고 알림 템플릿을 선택합니다.
XenMobile에서 인증서가 해지되었을 때 PKI에서 인증서를 해지하려면 PKI에 대한 인증서 해지를 켜짐으로 설정하고 엔터
티 목록에서 템플릿을 클릭합니다. 엔터티 목록에 해지 기능이 있는 모든 사용 가능한 GPKI 엔터티가 표시됩니다. XenMobile
에서 인증서가 해지되면 해지 요청이 엔터티 목록에서 선택된 PKI로 전송됩니다.
13. 다음을 클릭합니다.
자격 증명 공급자: 해지 PKI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이 페이지에서 인증서가 해지된 경우 PKI에서 수행할 동작을 식별합니다. 알
림 메시지를 생성하는 옵션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4. PKI에서 인증서를 해지하려면 자격 증명 공급자: 해지 PKI 페이지에서 다음을 수행합니다.
외부 해지 확인 사용 설정을 켜짐으로 변경합니다. 해지 PKI와 관련된 추가 필드가 나타납니다.
OCSP 응답자 CA 인증서 목록에서 인증서 주체의 DN(고유 이름)을 클릭합니다. 참고: DN 필드 값에 XenMobile 매크로를 사
용할 수 있습니다. 예: CN=${user.username}, OU=${user.department}, O=${user.companyname},
C=${user.c}\endquotation
인증서가 해지된 경우 목록에서 다음 동작 중 하나를 클릭하여 인증서가 해지될 때 PKI 엔터티에서 수행되게 합니다.
아무 작업도 하지 않음.
인증서 갱신.
장치 해지 및 초기화.
인증서가 해지될 때 XenMobile이 알림을 보내게 하려면 알림 보내기의 값을 켜짐으로 설정합니다.
두 알림 옵션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알림 템플릿 선택을 선택한 경우 미리 작성된 알림 메시지를 선택하여 사용자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템플릿은 알림 템
플릿 목록에 있습니다.
알림 세부 정보 입력을 선택한 경우 고유한 알림 메시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받는 사람의 전자 메일 주소와 메시지를 제공
하는 것 외에도 알림을 보내는 빈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15. 다음을 클릭합니다.

https://docs.citrix.com

© 1999-2017 Citrix Systems, Inc. All rights reserved.

p.249

자격 증명 공급자: 갱신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이 페이지에서 다음을 수행하도록 XenMobile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인증서를 갱신하고, 선택적으로 작업이 완료될 때 알림을 보내고(갱신 시 알림), 선택적으로 이미 만료된 인증서를 작업에서
제외합니다.
만료가 임박한 인증서에 대한 알림을 실행합니다(갱신 전 알림).
16. 인증서가 만료될 경우 인증서를 갱신하려면 자격 증명 공급자: 갱신 페이지에서 다음을 수행합니다. 인증서가 만료될 때 갱
신을 켜짐으로 설정합니다.
추가 필드가 나타납니다.
인증서가 다음 기간 내에 있는 경우 갱신 필드에 갱신을 해야 하는 만료 전 일 수를 입력합니다.
선택적으로, 이미 만료된 인증서는 갱신하지 않음을 선택합니다. 참고: 이 경우 "이미 만료"되었다는 의미는 인증서가 해지되
었다는 것이 아니라 인증서의 NotAfter 날짜가 지났다는 것입니다. XenMobile은 내부적으로 해지된 인증서를 갱신하지 않
습니다.
17. 인증서가 갱신되었을 때 XenMobile이 알림을 보내게 하려면 알림 보내기를 켜짐으로 설정합니다. 두 알림 옵션 중에서 선택
할 수 있습니다.
알림 템플릿 선택을 선택한 경우 미리 작성된 알림 메시지를 선택하여 사용자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템플릿은 알림 템
플릿 목록에 있습니다.
알림 세부 정보 입력을 선택한 경우 고유한 알림 메시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받는 사람의 전자 메일 주소와 메시지를 제공
하는 것 외에도 알림을 보내는 빈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18. 인증서의 만료가 임박한 경우 XenMobile이 알림을 보내게 하려면 인증서 만료가 다가오면 알림을 켜짐으로 설정합니다. 두
알림 옵션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알림 템플릿 선택을 선택한 경우 미리 작성된 알림 메시지를 선택하여 사용자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템플릿은 알림 템
플릿 목록에 있습니다.
알림 세부 정보 입력을 선택한 경우 고유한 알림 메시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받는 사람의 전자 메일 주소와 메시지를 제공
하는 것 외에도 알림을 보내는 빈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19. 인증서가 다음 기간 내에 있는 경우 알림 필드에 알림을 보내야 하는 인증서의 만료 전 일 수를 입력합니다.
20. 저장을 클릭합니다.
자격 증명 공급자가 자격 증명 공급자 테이블에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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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Ns 인증서
Feb 21, 20 18

XenMobile에서 iOS 장치를 등록하고 관리하려면 Apple에서 APNs(Apple 푸시 알림 서비스) 인증서를 설정하고 만들어야 합니
다. 이 섹션에서는 APNs 인증서를 요청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기본 단계를 설명합니다.
Windows Server 2012 R2 또는 Windows 2008 R2 Server와 Microsoft IIS(Internet Information Server) 또는 Mac 컴퓨터를
사용하여 CSR(인증서 서명 요청)을 생성합니다.
Citrix가 CSR에 서명합니다.
APNs 인증서를 Apple에 요청합니다.
인증서를 XenMobile로 가져옵니다.
참고:
Apple의 APNs 인증서를 사용하면 Apple Push Network를 통해 모바일 장치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실수로 또는 의도적으로
인증서를 해지하면 장치를 관리할 수 없게 됩니다.
iOS 개발자 기업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모바일 기기 관리자 푸시 인증서를 만든 경우 기존 인증서를 Apple Push Certificates
Portal로 마이그레이션해야 하기 때문에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섹션에는 단계별 절차를 개략적으로 설명하는 항목이 다음과 같이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1단계: Windows의 경우 Windows Server 2012 R2 또는 Windows 2008 R2 Server와 Microsoft IIS를 사용하여 CSR을 생성합니
다. Mac의 경우 Mac 컴퓨터에서 CSR을 생성합니다. Citrix에서는 이 방법을 권장합니다.
Microsoft IIS를 사용하여 CSR을 만들려면
Mac 컴퓨터에서 CSR을 만들려면
2단계: XenMobile APNs CSR 서명 웹 사이트에서 Citrix에 CSR을 제출합니다(MyCitrix ID 필요). Citrix는 모바일 기기 관리 서명
인증서로 CSR에 서명하고 서명된 파일을 .plist 형식으로 반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CSR에 서명하려면을 참조하십시오.
3단계: Apple Push Certiﬁcate Portal(Apple ID 필요)에서 서명된 CSR을 Apple에 제출한 다음 Apple에서 APNs 인증서를 다운로
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pple에 서명된 CSR 제출을 참조하십시오.
4 단계: (IIS, Mac 또는 SSL에서) APNs 인증서를 PCKS #12(.pfx) 인증서로 내보냅니다. 참조:
Microsoft IIS를 사용하여 .pfx APNs 인증서 만들기
Mac 컴퓨터에서 .pfx APNs 인증서 만들기
OpenSSL을 사용하여 .pfx APNs 인증서 만들기
5단계: XenMobile로 APNs 인증서를 가져옵니다.

Apple MDM 푸시 인증서 마이그레이션 정보
iOS 개발자 기업 프로그램에서 만들어진 MDM(모바일 기기 관리) 푸시 인증서가 Apple Push Certiﬁcates Portal로 마이그레이
션되었습니다. 이 마이그레이션은 새로운 MDM 푸시 인증서 만들기와 기존 MDM 푸시 인증서의 갱신, 해지 및 다운로드에 영
향을 미칩니다. 마이그레이션은 다른(비 MDM) APNs 인증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MDM 푸시 인증서가 iOS 개발자 기업 프로그램에서 만들어진 경우 다음과 같은 상황이 적용됩니다.
인증서가 자동으로 마이그레이션되었습니다.
사용자에게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Apple Push Certificates Portal에서 인증서를 갱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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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인증서를 해지하거나 다운로드하려면 iOS 개발자 기업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합니다.
만료가 임박한 MDM 푸시 인증서가 없는 경우 아무 조치도 취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료가 임박한 MDM 푸시 인증서가 있다면
MDM 솔루션 공급자에게 연락하십시오. iOS Developer 프로그램 에이전트가 Apple ID를 사용하여 Apple Push Certiﬁcates
Portal에 로그온해야 합니다.
모든 새로운 MDM 푸시 인증서는 Apple Push Certiﬁcates Portal에서 만들어야 합니다. iOS 개발자 기업 프로그램에서는 더 이
상 com.apple.mgmt가 포함된 번들 식별자(APNs 항목)가 있는 앱 ID를 만들 수 없습니다.
참고: 인증서를 만드는 데 사용된 Apple ID를 기록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Apple ID는 개인 ID가 아닌 회사 ID여야 합니다.

Microsof t IIS를 사용하여 CSR을 만들려면
iOS 장치에 대한 APNs 인증서 요청을 생성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CSR(인증서 서명 요청)을 만드는 것입니다. Windows 2012
R2 또는 Windows 2008 R2 서버에서는 Microsoft IIS를 사용하여 CSR을 만들 수 있습니다.
1. Microsoft IIS를 엽니다.
2. IIS에 대한 서버 인증서 아이콘을 두 번 클릭합니다.
3. 서버 인증서 창에서 인증서 요청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4. 해당하는 DN(고유 이름) 정보를 입력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5. 암호화 서비스 공급자로 Microsof t RSA SChannel Cryptographic Provider를 선택하고 비트 길이로 204 8을 선택한 후 다
음을 클릭합니다.
6. 파일 이름을 입력하고 CSR을 저장할 위치를 지정한 다음 마침을 클릭합니다.

Mac 컴퓨터에서 CSR을 만들려면
1. macOS를 실행하는 Mac 컴퓨터의 응용 프로그램 > 유틸리티에서 키체인 접근 응용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2. 키체인 접근 메뉴를 열고 환경설정을 클릭합니다.
3. 인증서 탭을 클릭하고, OCSP 및 CRL에 대한 옵션을 끔으로 변경한 다음 환경설정 창을 닫습니다.
4. 키체인 접근 메뉴에서 인증 지원 > 인증 기관에서 인증서 요청을 클릭합니다.
5. 다음과 같은 정보를 입력하라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1. 전자 메일 주소: 인증서 관리를 담당하는 개인 또는 역할 계정의 전자 메일 주소입니다.
2. 일반 이름: 인증서 관리를 담당하는 개인 또는 역할 계정의 일반 이름입니다.
3. CA 전자 메일 주소: 인증 기관의 전자 메일 주소입니다.
6. 디스크에 저장됨 및 본인이 키 쌍 정보 지정 옵션을 선택하고 계속을 클릭합니다.
7. CSR 파일의 이름을 입력하고 컴퓨터에 파일을 저장한 다음 저장을 클릭합니다.
8. 2048비트의 키 크기와 RSA 알고리즘을 선택하여 키 쌍 정보를 지정한 다음 계속을 클릭합니다. APNs 인증서 프로세스의 일
부로 CSR 파일을 업로드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9. 인증 지원의 CSR 프로세스가 완료되면 완료를 클릭합니다.

OpenSSL을 사용하여 CSR을 만들려면
APNs(Apple 푸시 알림 서비스) 인증서에 대해 Apple에 제출할 CSR(인증서 서명 요청)을 생성하는 데 Windows 2012 R2 또는
Windows 2008 R2 Server와 Microsoft IIS(Internet Information Server)를 사용하거나 Mac 컴퓨터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OpenSSL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 OpenSSL을 사용하여 CSR을 생성하려면 먼저 OpenSSL 웹 사이트에서 OpenSSL을 다운로드하여 설치해야 합니다.
1. OpenSSL을 설치한 컴퓨터의 명령 프롬프트 또는 셸에서 다음 명령을 실행합니다.
openssl req -new -keyout Customer.key.pem –out CompanyAPNScertiﬁcate.csr -newkey rsa:20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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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증서 이름 지정 정보에 대한 다음과 같은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요청에 따라 정보를 입력합니다.
You are about to be asked to enter inf ormation that will be incorporated
into your certiﬁcate request .
What you are about to enter is what is called a Distinguished Name or a DN.
There are quite a f ew ﬁelds but you can leave some blank
For some ﬁelds there will be a def ault value,
If you enter '.', the ﬁeld will be lef t blank.
----Country Name (2 letter code) [AU]:US
State or Province Name (f ull name) [Some-State]:CA
Locality Name (eg, city) []:RWC
Organization Name (eg, company) [Internet Widgits Pty Ltd]:Customer
Organizational Unit Name (eg, section) []:Marketing
Common Name (eg, YOUR name) []:John Doe
Email Address []:john.doe@customer.com
3. 다음 메시지가 나타나면 CSR 개인 키의 암호를 입력합니다.
Please enter the f ollowing 'extra' attributes
to be sent with your certiﬁcate request
A challenge password []:
An optional company name []:
4. 결과 CSR을 Citrix로 보냅니다.
Citrix가 서명된 CSR을 준비하여 전자 메일을 통해 파일을 반환합니다.

CSR 서명
Apple에 인증서를 제출하려면 먼저 XenMobile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Citrix가 인증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1. 브라우저에서 XenMobile APNs CSR 서명 웹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2. Upload the CSR(CSR 업로드)을 클릭합니다.
3. 인증서를 찾아 선택합니다.
참고: 인증서는 .pem/txt 형식이어야 합니다.
4. XenMobile APNs CSR Signing(XenMobile APNs CSR 서명) 페이지에서 Sign(서명)을 클릭합니다. CSR이 서명되고 구성된 다
운로드 폴더에 자동으로 저장됩니다.

Apple에 서명된 CSR을 제출하여 APNs 인증서를 받으려면
Citrix에서 서명된 CSR(인증서 서명 요청)을 받았으면 Apple에 CSR을 제출하여 APNs 인증서를 받아야 합니다.
참고: 일부 사용자가 Apple Push Portal 로그인과 관련된 문제를 보고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1단계에서 identity.apple.com 링
크로 이동하기 전에 Apple Developer Portal(http://developer.apple.com/devcenter/ios/index.action)에 로그온할 수 있습니다.
1. 브라우저에서 https://identity.apple.com/pushcert로 이동합니다.
2. Create a Certif icate(인증서 생성)를 클릭합니다.
3. Apple에서 인증서를 만드는 것이 처음이라면 I have read and agree to these terms and conditions(이용 약관을 읽었
고 이에 동의합니다.) 확인란을 선택하고 Accept(동의)를 클릭합니다.
4. Choose File(파일 선택)을 클릭하고 컴퓨터에서 서명된 CSR을 찾아 선택한 다음 Upload(업로드)를 클릭합니다. 업로드가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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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했다는 확인 메시지가 나타나야 합니다.
5. Download(다운로드)를 클릭하여 .pem 인증서를 검색합니다.
참고: Internet Explorer를 사용 중이고 파일 확장명이 없는 경우 Cancel(취소)을 두 번 클릭한 후 다음 창에서 다운로드하십
시오.

Microsof t IIS를 사용하여 .pf x APNs 인증서 만들기
XenMobile에서 Apple의 APNs 인증서를 사용하려면 Microsoft IIS에서 인증서 요청을 완료하고 인증서를 PCKS #12(.pfx) 파일
로 내보낸 다음 APNs 인증서를 XenMobile로 가져와야 합니다.
중요: 이 작업에는 CSR을 생성하는 데 사용한 IIS 서버와 동일한 서버를 사용해야 합니다.
1. Microsoft IIS를 엽니다.
2. 서버 인증서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3. 서버 인증서 창에서 인증서 요청 완료를 클릭합니다.
4. Apple의 Certificate.pem 파일을 찾아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친숙한 이름이나 인증서 이름을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이름에 공백 문자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5. 4단계에서 식별한 인증서를 선택하고 내보내기를 클릭합니다.
6. .pfx 인증서의 위치 및 파일 이름과 암호를 지정한 다음 확인을 클릭합니다.
참고: XenMobile을 설치하는 동안 인증서의 암호가 필요합니다.
7. .pfx 인증서를 XenMobile을 설치할 서버에 복사합니다.
8. XenMobile 콘솔에 관리자로 로그온합니다.
9. XenMobile 콘솔에서 오른쪽 위 모서리의 기어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설정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10. 인증서를 클릭합니다. 인증서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11. 가져오기를 클릭합니다. 가져오기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12. 가져오기 메뉴에서 키 저장소를 선택합니다.
13. 용도에서 APNs를 선택합니다.
14. 키 저장소 파일에서 찾아보기를 클릭하고 파일의 위치로 이동하여 가져올 키 저장소 파일을 선택합니다.
15. 암호에 인증서에 할당된 암호를 입력합니다.
16. 가져오기를 클릭합니다.

Mac 컴퓨터에서 .pf x APNs 인증서 만들기
1. macOS를 실행하며 CSR을 생성하는 데 사용한 Mac 컴퓨터와 동일한 컴퓨터에서 Apple에서 받은 프로덕션 ID(.pem) 인증서
를 찾습니다.
2. 인증서 파일을 두 번 클릭하여 파일을 키 집합으로 가져옵니다.
3. 인증서를 특정 키 집합에 추가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되면 기본 로그인 키 집합을 선택된 상태로 두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새로
추가한 인증서가 인증서 목록에 나타납니다.
4. 인증서를 클릭한 다음 파일 메뉴에서 내보내기를 클릭하여 인증서를 PCKS #12(.pfx) 인증서로 내보내기 시작합니다.
5. 인증서 파일에 XenMobile 서버에서 사용할 고유 이름을 지정합니다. 이름에 공백 문자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저장된 인증서
의 폴더 위치를 선택하고 .pfx 파일 형식을 선택한 후 저장을 클릭합니다.
6. 인증서를 내보낼 암호를 입력합니다. 고유하고 강력한 암호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나중에 사용하고 참조할 수 있도
록 인증서와 암호를 안전하게 보관하십시오.
7. 키체인 접근 응용 프로그램에 로그인 암호 또는 선택한 키체인을 묻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암호를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합
니다. 이제 저장된 인증서를 XenMobile 서버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 원래 CSR을 생성하고 인증서 내보내기 프로세스를 완료하는 데 사용한 컴퓨터 및 사용자 계정을 보관 및 유지하지 않으
려는 경우 로컬 시스템에서 개인 및 공개 키를 저장하거나 내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재사용이 필요한 경우
APNs 인증서에 액세스할 수 없게 되므로 전체 CSR 및 APNs 프로세스를 반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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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SSL을 사용하여 .pf x APNs 인증서를 만들려면
OpenSSL을 사용하여 CSR(인증서 서명 요청)을 만든 후에 OpenSSL을 사용하여 .pfx APNs 인증서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1. 명령 프롬프트 또는 셸에서 다음 명령을 실행합니다.
openssl pkcs12 -export -in MDM_Zenprise_Certiﬁcate.pem -inkey Customer.key.pem -out apns_identity.p12
2. .pfx 인증서 파일의 암호를 입력합니다. XenMobile에 인증서를 업로드할 때 암호를 다시 사용해야 하므로 이 암호를 기억하
고 있어야 합니다.
3. .pfx 인증서 파일의 위치를 기록한 다음 XenMobile 콘솔을 사용하여 파일을 업로드할 수 있도록 파일을 XenMobile 서버에
복사합니다.

XenMobile로 APNs 인증서를 가져오려면
새 APNs 인증서를 요청하여 받은 후 APNs 인증서를 XenMobile로 가져와 인증서를 처음으로 추가하거나 기존 인증서를 바꿉니
다.
1. XenMobile 콘솔에서 오른쪽 위 모서리의 기어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설정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2. 인증서를 클릭합니다. 인증서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3. 가져오기를 클릭합니다. 가져오기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4. 가져오기 메뉴에서 키 저장소를 선택합니다.
5. 용도에서 APNs를 선택합니다.
6. 컴퓨터에서 .p12 파일을 찾아 선택합니다.
7. 암호를 입력하고 가져오기를 클릭합니다.
XenMobile의 인증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인증서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APNs 인증서를 갱신하려면
APNs 인증서를 갱신하려면 새 인증서를 만드는 경우와 동일한 단계를 수행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Apple Push Certiﬁcates
Portal을 방문하여 새 인증서를 업로드합니다. 로그온하면 기존 인증서가 표시되거나 이전 Apple Developers 계정에서 가져온
인증서를 볼 수 있습니다. Certiﬁcates Portal에서 인증서를 갱신할 때 유일한 차이점은 Renew(갱신)를 클릭한다는 것입니다.
사이트에 액세스하려면 Certiﬁcates Portal에 개발자 계정이 있어야 합니다. 인증서를 갱신할 때 동일한 조직 이름과 Apple ID
를 사용하는지 확인하십시오.
참고: APNs 인증서 만료 시기를 확인하려면 XenMobile 콘솔에서 구성 > 설정 > 인증서를 클릭합니다. 인증서가 만료된 경우에
도 인증서를 해지하지 마십시오.
1. Microsoft IIS(Internet Information Services)를 사용하여 CSR을 생성합니다.
2. XenMobile APNs CSR Signing(XenMobile APNs CSR 서명) 웹 사이트에서 새 CSR을 업로드한 다음 Sign(서명)을 클릭합니다.
3. Apple Push Certificate Portal에서 서명된 CSR을 Apple에 제출합니다.
4. Renew(갱신)를 클릭합니다.
5. Microsoft IIS를 사용하여 PCKS #12(.pfx) APNs 인증서를 생성합니다.
6. XenMobile 콘솔에서 새 APNs 인증서를 업데이트합니다. 콘솔 오른쪽 위 모서리에서 기어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설정 페이지
가 나타납니다.
7. 인증서를 클릭합니다. 인증서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8. 가져오기를 클릭합니다. 가져오기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9. 가져오기 메뉴에서 키 저장소를 선택합니다.
10. 용도에서 APNs를 선택합니다.
11. 컴퓨터에서 .p12 파일을 찾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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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암호를 입력하고 가져오기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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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reFile을 사용하는 Single Sign-on을 위한 SAML
Feb 21, 20 18

SAML(Security Assertion Markup Language)을 사용하여 ShareFile Mobile 앱에 대한 SSO(Single Sign-On) 액세스를 제공하도
록 XenMobile 및 ShareFile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에는 MDX Toolkit으로 래핑된 ShareFile 앱과 웹 사이트, Outlook 플
러그인 또는 동기화 클라이언트 같은 래핑되지 않은 ShareFile 클라이언트가 포함됩니다.
래핑된 ShareFile 앱의 경우. ShareFile Mobile 앱을 통해 ShareFile에 로그온하는 사용자는 사용자 인증과 SAML 토큰 획득을
위해 Secure Hub로 리디렉션됩니다. 인증이 성공하면 ShareFile Mobile 앱이 SAML 토큰을 ShareFile로 전송합니다. 초기 로
그온 후 사용자는 SSO를 통해 ShareFile Mobile 앱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번 로그온하지 않고도 ShareFile의 문서
를 Secure Mail 메일에 첨부할 수 있습니다.
래핑되지 않은 ShareFile 클라이언트의 경우. 웹 브라우저 또는 다른 ShareFile 클라이언트를 사용하여 ShareFile에 로그온하
는 사용자는 사용자 인증과 SAML 토큰 획득을 위해 XenMobile로 리디렉션됩니다. 인증에 성공하면 SAML 토큰이 ShareFile
로 전송됩니다. 초기 로그온 후 사용자는 매번 로그온하지 않고 SSO를 통해 ShareFile 클라이언트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XenMobile을 ShareFile에 대한 SAML IdP(ID 공급자)로 사용하려면 이 문서에 설명된 대로 ShareFile Enterprise를 사용하도록
XenMobile을 구성해야 합니다. 또한 StorageZone 커넥터에서만 작동하도록 XenMobile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XenMobile에 ShareFile 사용을 참조하십시오.
자세한 참조 아키텍처 다이어그램을 보려면 XenMobile 배포 안내서 문서인 Reference Architecture for On-Premises
Deployments(온-프레미스 배포를 위한 참조 아키텍처)를 참조하십시오.

사전 요구 사항
XenMobile 및 ShareFile 앱에서 SSO를 구성하려면 먼저 다음과 같은 사전 요구 사항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MDX Service 또는 호환되는 버전의 MDX T oolkit(ShareFile Mobile 앱용)
자세한 내용은 XenMobile 호환성을 참조하십시오.
호환되는 버전의 ShareFile Mobile 앱 및 Secure Hub
ShareFile 관리자 계정
XenMobile과 ShareFile 간의 연결이 확인됨

ShareFile 액세스 구성
ShareFile를 위한 SAML을 설정하기 전에 다음과 같이 ShareFile 액세스 정보를 제공합니다.
1. XenMobile 웹 콘솔에서 구성 > ShareFile을 클릭합니다. ShareFile 구성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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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 설정을 구성합니다.
도메인: ShareFile 하위 도메인 이름을 입력합니다(예: example.sharefile.com).
배달 그룹에 할당: ShareFile에서 SSO를 사용할 수 있게 하려는 배달 그룹을 선택하거나 검색합니다.
ShareFile 관리자 계정 로그온
사용자 이름: ShareFile 관리자 사용자 이름을 입력합니다. 이 사용자는 관리자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암호: ShareFile 관리자 암호를 입력합니다.
사용자 계정 프로비전: XenMobile에서 사용자 프로비저닝을 사용하려면 이 옵션을 설정합니다. 사용자 프로비저닝을 위
해 ShareFile 사용자 관리 도구를 사용하려면 사용하지 않는 상태로 두십시오.
참고: ShareFile 계정이 없는 사용자가 선택한 역할에 포함되어 있으며 사용자 계정 프로비전을 사용하도록 설정되어 있으
면 XenMobile은 해당 사용자의 ShareFile 계정을 자동으로 프로비저닝합니다. 소규모의 구성원이 있는 역할을 사용하여
이 구성을 테스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테스트를 통해 ShareFile 계정이 없는 많은 사용자로 인한 문제를 방지할 수 있습
니다.
3. 연결 테스트를 클릭하여 ShareFile 관리자 계정이 지정된 ShareFile 계정으로 인증하는 사용자 이름과 암호를 확인합니다.
4. 저장을 클릭합니다. XenMobile이 ShareFile과 동기화되고 ShareFile 설정인 ShareFile 발급자/엔터티 ID 및 로그인 URL이 업
데이트됩니다.

래핑된 ShareFile MDX 앱을 위한 SAML 설정
다음 단계는 iOS 및 Android 앱 및 장치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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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DX Toolkit을 사용하여 ShareFile Mobile 앱을 래핑합니다. MDX Toolkit으로 앱을 래핑하는 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rapping Apps with the MDX Toolkit(MDX Toolkit으로 앱 래핑)을 참조하십시오.
2. XenMobile 콘솔에서 래핑된 ShareFile Mobile 앱을 업로드합니다. MDX 앱 업로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XenMobile에 MDX
앱을 추가하려면을 참조하십시오.
3. 위에서 구성한 관리자 사용자 이름과 암호로 ShareFile에 로그온하여 SAML 설정을 확인합니다.
4. ShareFile 및 XenMobile이 동일한 표준 시간대로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참고: XenMobile이 구성된 표준 시간대를 기준으로 정확한 시간을 표시하는지 확인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SSO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ShareFile Mobile 앱의 유효성 검사
1. 아직 완료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 장치에서 Secure Hub를 설치하고 구성합니다.
2. XenMobile Store에서 ShareFile Mobile 앱을 다운로드하고 설치합니다.
3. ShareFile Mobile 앱을 시작합니다. ShareFile은 사용자 이름이나 암호를 묻지 않고 시작됩니다.

Secure Mail로 유효성 검사
1. 아직 완료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 장치에서 Secure Hub를 설치하고 구성합니다.
2. XenMobile Store에서 Secure Mail을 다운로드하여 설치하고 설정합니다.
3. 새 전자 메일 양식을 열고 ShareFile에서 첨부를 누릅니다. 사용자 이름이나 암호를 묻지 않고 전자 메일에 첨부할 수 있는 파
일이 표시됩니다.

다른 ShareFile 클라이언트를 위해 NetScaler Gateway 구성
웹 사이트, Outlook 플러그인 또는 동기화 클라이언트와 같이 래핑되지 않은 ShareFile 클라이언트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구성
하려면 다음과 같이 XenMobile을 SAML ID 공급자로 사용하는 것을 지원하도록 NetScaler Gateway를 구성해야 합니다.
홈 페이지 리디렉션을 사용하지 않도록 설정합니다.
ShareFile 세션 정책 및 프로필을 만듭니다.
NetScaler Gateway 가상 서버에서 정책을 구성합니다.

홈 페이지 리디렉션 사용 안 함
사용자가 구성된 홈 페이지 대신 원래 요청된 내부 URL을 볼 수 있도록 /cginfra 경로를 통해 들어오는 요청의 기본 동작을 사용
하지 않도록 설정해야 합니다.
1. XenMobile 로그온에 사용되는 NetScaler Gateway 가상 서버의 설정을 편집합니다. NetScaler 10.5에서 Other Settings(기
타 설정)로 이동한 다음 Redirect to Home Page(홈 페이지로 리디렉션) 확인란을 선택 취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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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hareFile에서 XenMobile 내부 서버의 이름과 포트 번호를 입력합니다.
3. AppController에서 XenMobile URL을 입력합니다.
이 구성은 /cginfra 경로를 통해 입력된 URL에 대한 요청을 인증합니다.

ShareFile 세션 정책 및 요청된 프로필 만들기
다음과 같은 설정을 구성하여 ShareFile 세션 정책 및 요청된 프로필을 만듭니다.
1. NetScaler Gateway 구성 유틸리티의 왼쪽 탐색 창에서 NetScaler Gateway > Policies(정책) > Session(세션)을 클릭합니
다.
2. 새 세션 정책을 만듭니다. Policies(정책) 탭에서 Add(추가)를 클릭합니다.
3. Name(이름) 필드에 ShareFile_Policy를 입력합니다.
4. + 단추를 클릭하여 새 동작을 만듭니다. Create NetScaler Gateway Session Proﬁle(NetScaler Gateway 세션 프로필 만
들기)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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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설정을 구성합니다.
Name(이름): ShareFile_Profile을 입력합니다.
Client Experience(클라이언트 환경) 탭을 클릭하고 다음과 같은 설정을 구성합니다.
Home Page(홈 페이지): none을 입력합니다.
Session Time-out (mins)(세션 시간 제한(분)): 1을 입력합니다.
Single Sign-on to Web Applications(웹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SSO): 이 설정을 선택합니다.
Credential Index(자격 증명 색인): 목록에서 PRIMARY를 클릭합니다.
Published Applications(게시된 응용 프로그램) 탭을 클릭합니다.

https://docs.citrix.com

© 1999-2017 Citrix Systems, Inc. All rights reserved.

p.261

다음 설정을 구성합니다.
ICA Proxy(ICA 프록시): 목록에서 ON을 클릭합니다.
Web Interf ace Address(웹 인터페이스 주소): XenMobile 서버 URL을 입력합니다.
Single Sign-on Domain(SSO 도메인): Active Directory 도메인 이름을 입력합니다.
참고: NetScaler Gateway 세션 프로필을 구성할 때 Single Sign-on Domain(SSO 도메인)의 도메인 접미사는 LDAP에 정
의된 XenMobile 도메인 별칭과 일치해야 합니다.
5. Create(만들기)를 클릭하여 세션 프로필을 정의합니다.
6. Expression Editor(식 편집기)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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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설정을 구성합니다.
Value(값): NSC_FSRD를 입력합니다.
Header Name(헤더 이름): COOKIE를 입력합니다.
Done(완료)을 클릭합니다.
7. Create(만들기)를 클릭한 다음 Close(닫기)를 클릭합니다.

NetScaler Gateway 가상 서버에서 정책 구성
NetScaler Gateway 가상 서버에서 다음과 같은 설정을 구성합니다.
1. NetScaler Gateway 구성 유틸리티의 왼쪽 탐색 창에서 NetScaler Gateway > Virtual Servers(가상 서버)를 클릭합니다.
2. Details(세부 정보) 창에서 NetScaler Gateway 가상 서버를 클릭합니다.
3. Edit(편집)를 클릭합니다.
4. Conﬁgured policies(구성된 정책) > Session policies(세션 정책)를 클릭한 다음 Add binding(바인딩 추가)을 클릭합니다.
5. ShareFile_Policy를 선택합니다.
6. 다음 그림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선택한 정책의 자동 생성된 Priority(우선 순위) 번호를 편집하여 나열된 다른 정책과 관련
하여 가장 높은 우선 순위(가장 작은 숫자)를 갖게 만듭니다.

7. Done(완료)을 클릭한 다음 실행 중인 NetScaler 구성을 저장합니다.

비 MDX ShareFile 앱을 위한 SAML 구성
다음 단계에 따라 ShareFile 구성의 내부 앱 이름을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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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URL https://:4 4 4 3/OCA/admin/을 사용하여 XenMobile 관리자 도구에 로그온합니다. 대문자로 "OCA"를 입력해야 합니다.
2. View(보기) 목록에서 Conﬁguration(구성)을 클릭합니다.

3. Applications(응용 프로그램) > Applications(응용 프로그램)를 클릭하고 Display Name(표시 이름)이 "ShareFile"인 앱의
Application Name(응용 프로그램 이름)을 기록합니다.

ShareFile.com SSO 설정 수정
1. ShareFile 계정(https://.shareﬁle.com)에 ShareFile 관리자로 로그온합니다.
2. ShareFile 웹 인터페이스에서 Admin(관리)을 클릭한 다음 Conﬁgure Single Sign-on(SSO 구성)을 선택합니다.
3. Login URL(로그인 URL)을 다음과 같이 편집합니다.
Login URL(로그인 URL)은 https://xms.citrix.lab/samlsp/websso.do?
action=authenticateUser&app=ShareFile_SAML_SP&reqtype=1 형식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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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enMobile 서버 FQDN 앞에 NetScaler Gateway 가상 서버 외부 FQDN과 "/cginfra/https/"를 삽입한 다음 XenMobile
FQDN 뒤에 "8443"을 추가합니다.
이제 URL은 https://nsgateway.acme.com/cginf ra/https/xms.citrix.lab:84 4 3/samlsp/websso.do?
action=authenticateUser&app=ShareFile_SAML_SP&reqtype=1 형식이어야 합니다.
매개 변수 &app=ShareFile_SAML_SP를 ShareFile을 사용하는 Single Sign-on을 위한 SAML의 3단계에서 기록한 내부
ShareFile 응용 프로그램 이름으로 바꿉니다. 기본적으로 내부 이름은 ShareFile_SAML이지만, 구성을 변경할 때마다 내부 이
름에 번호가 추가됩니다(예: ShareFile_SAML_2, ShareFile_SAML_3 등).
이제 URL은 https://nsgateway.acme.com/cginfra/https/xms.citrix.lab:8443/samlsp/websso.do?
action=authenticateUser&app=ShareFile_SAML&reqtype=1 형식이어야 합니다.
URL 끝에 "&nssso=true"를 추가합니다.
이제 수정된 URL은 https://nsgateway.acme.com/cginfra/https/xms.citrix.lab:8443/samlsp/websso.do?
action=authenticateUser&app=ShareFile_SAML&reqtype=1&nssso=true 형식이어야 합니다.
중요: XenMobile 콘솔에서 ShareFile 앱을 편집하거나 다시 만들 때마다 또는 XenMobile 콘솔에서 ShareFile 설정을 변경
할 때마다 새 번호가 내부 응용 프로그램 이름에 추가되므로 업데이트된 앱 이름을 반영하도록 ShareFile 웹 사이트의 로
그인 URL을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4. Optional Settings(선택적 설정)에서 Enable Web Authentication(웹 인증 사용)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구성 유효성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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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을 수행하여 구성의 유효성을 검사합니다.
1. 브라우저에서 https://shareﬁle.com/saml/login을 엽니다.
NetScaler Gateway 로그온 양식으로 리디렉션됩니다. 리디렉션되지 않으면 이전 구성 설정을 확인하십시오.
2. 구성한 NetScaler Gateway 및 XenMobile 환경의 사용자 이름과 암호를 입력합니다.
ShareFile 폴더 .shareﬁle.com이 나타납니다. ShareFile 폴더가 보이지 않으면 적절한 로그온 자격 증명을 입력했는지 확인하십
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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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P 역할을 하는 Azure Active Directory
Feb 21, 20 18

Azure AD(Active Directory)를 IDP(ID 공급자)로 구성하면 사용자가 Azure 자격 증명을 사용하여 XenMobile에 등록할 수 있습니
다.
iOS, Android 및 Windows 10 장치가 지원됩니다. iOS 및 Android 장치는 Secure Hub를 통해 등록됩니다.
설정 > 인증 > IDP에서 Azure를 IDP로 구성합니다. IDP 페이지는 이 버전의 XenMobile에 새롭게 추가된 페이지입니다. 이전
버전의 XenMobile에서는 설정 > Microsof t Azure에서 Azure를 추가했습니다.

요구 사항
버전 및 라이센스
iOS 또는 Android 장치를 등록하려면 Secure Hub 10.5.5가 필요합니다.
Windows 10 장치를 등록하려면 Microsoft Azure Premium 라이센스가 필요합니다.
디렉터리 서비스 및 인증
XenMobile Server가 인증서 기반 인증을 사용하도록 구성해야 합니다.
NetScaler를 인증에 사용 중인 경우 NetScaler가 인증서 기반 인증을 사용하도록 구성해야 합니다.
Secure Hub 인증은 Azure AD를 사용하며 Azure AD에서 정의된 인증 모드를 따릅니다.
XenMobile Server는 LDAP를 사용하여 Windows AD(Active Directory)에 연결해야 합니다. 로컬 LDAP 서버가 Azure AD와 동
기화되도록 구성합니다.

인증 흐름
장치가 Secure Hub를 통해 등록되며 XenMobile이 Azure를 IDP로 사용하도록 구성된 경우:
1. 사용자가 자신의 장치를 사용하여 Secure Hub에서 표시되는 Azure AD 로그인 화면에 사용자 이름과 암호를 입력합니다.
2. Azure AD가 사용자를 확인하고 ID 토큰을 보냅니다.
3. Secure Hub는 ID 토큰을 XenMobile Server와 공유합니다.
4. XenMobile이 ID 토큰 및 ID 토큰에 있는 사용자 정보를 확인합니다. XenMobile이 세션 ID를 반환합니다.

Azure 계정 설정
Azure AD를 IDP로 사용하려면 먼저 Azure 계정에 로그인하고 다음과 같이 변경합니다.
1. 사용자 지정 도메인을 등록하고 도메인을 확인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dd your own domain name to Azure Active
Directory(Azure Active Directory에 사용자 지정 도메인 이름 추가)를 참조하십시오.
2. 디렉터리 통합 도구를 사용하여 온-프레미스 디렉터리를 Azure Active Directory로 확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디렉터리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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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을 참조하십시오.
Azure AD를 사용하여 Windows 10 장치를 등록하려면 Azure 계정을 다음과 같이 변경합니다.
1. MDM을 Azure AD의 신뢰할 수 있는 당사자로 설정합니다. 이를 위해 Azure Active Directory > 응용 프로그램을 클릭한
다음 추가를 클릭합니다.
2. 갤러리에서 응용 프로그램 추가를 선택합니다. 모바일 기기 관리로 이동하고 온-프레미스 MDM 응용 프로그램을 선택합니
다. 설정을 저장합니다.
참고: Microsoft 용어에서 다중 테넌트가 아닌 모든 응용 프로그램은 온-프레미스 MDM 응용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Citrix
XenMobile Cloud에 등록했더라도 온-프레미스 응용 프로그램을 선택합니다.
3. 응용 프로그램에서 XenMobile Server 검색, 사용 약관 끝점 및 앱 ID URI를 구성합니다.
• MDM 검색 URL: https://:8443/ instanceName/wpe
• MDM 사용 약관 URL: https://:8443/ instanceName/wpe/tou
• 앱 ID URI: https://:8443/
4. 2단계에서 만든 온-프레미스 MDM 응용 프로그램을 선택합니다. 이 사용자의 장치 관리 옵션을 선택하여 모든 사용자 또는
특정 사용자 그룹에 대한 MDM 관리를 사용하도록 설정합니다.
Windows 10 장치에 Azure AD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Microsoft 문서 Azure Active Directory와 MDM 통
합을 참조하십시오.

Azure AD를 IDP로 구성
1. Azure 계정에서 필요한 다음 정보를 찾거나 메모합니다.
Azure 응용 프로그램 설정 페이지의 테넌트 ID.
Azure AD를 사용하여 Windows 10 장치를 등록하려는 경우 다음도 필요합니다.
앱 ID URI: XenMobile을 실행하는 서버의 URL입니다.
클라이언트 ID: Azure 구성 페이지에서 앱의 고유 식별자입니다.
키: Azure 응용 프로그램 설정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XenMobile 콘솔에서 오른쪽 위 모서리의 기어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설정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3. 인증 아래에서 IDP(ID 공급자)를 클릭합니다. ID 공급자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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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추가를 클릭합니다. IDP 구성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5. IDP에 대한 다음 정보를 구성합니다.
IDP 이름: 만들려는 IDP 연결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IDP 유형: Azure Active Directory를 IDP 유형으로 선택합니다.
테넌트 ID: Azure 응용 프로그램 설정 페이지에서 이 값을 복사합니다. 브라우저 주소 표시줄에서 숫자와 문자로 구성된 섹
션을 복사합니다.
예를 들어,
https://manage.windowszaure.com/acmew.onmicrosoft.com#workspaces/ActiveDirectoryExtensin/Directory/abc213abc123-abc123/onprem ...에서 테넌트 ID는 abc123-abc123-abc123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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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나머지 필드는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입력되면 다음을 클릭합니다.
7. MDM 등록에 대해 Azure AD를 사용하여 Windows 10 장치를 등록하도록 XenMobile을 구성하려면 다음 설정을 구성하십시
오. 이 선택적 단계를 건너뛰려면 Win 10 MDM을 선택 취소합니다.
앱 ID URI: Azure 설정을 구성할 때 입력한 XenMobile Server의 URL을 입력합니다.
클라이언트 ID: Azure 구성 페이지에서 이 값을 복사하여 붙여 넣습니다. 클라이언트 ID는 앱의 고유 식별자입니다.
키: Azure 응용 프로그램 설정 페이지에서 이 값을 복사합니다. 키 아래에 있는 목록에서 기간을 선택하고 설정을 저장합니
다. 그런 다음 키를 복사하여 이 필드에 붙여 넣을 수 있습니다. 앱이 Microsoft Azure AD에서 데이터를 읽거나 쓸 때 키가
필요합니다.

https://docs.citrix.com

© 1999-2017 Citrix Systems, Inc. All rights reserved.

p.270

8. 다음을 클릭합니다.
Citrix는 Secure Hub를 Microsoft Azure에 등록했으며 정보를 유지합니다. 이 화면에는 Secure Hub가 Azure Active
Directory와 통신하는 데 사용하는 세부 정보가 표시됩니다. 이 페이지는 향후 이러한 정보를 변경해야 할 때 사용됩니다.
Citrix에서 편집하도록 안내하는 경우에만 이 페이지를 편집하십시오.
9. 다음을 클릭합니다.

10.IDP가 제공하는 사용자 식별자 유형을 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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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사용자 식별자 유형: 드롭다운 목록에서 userPrincipalName을 선택합니다.
사용자 식별자 문자열: 이 필드는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11. 다음을 클릭합니다.

12.요약 페이지를 검토하고 저장을 클릭합니다.

사용자가 경험하는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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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용자가 Secure Hub를 시작합니다. 그런 다음 사용자는 XenMobile Server의 FQDN(정규화된 도메인 이름), UPN(사용자 계
정 이름) 또는 전자 메일 주소를 입력합니다.

2. 그리고 Yes, Enroll(예, 등록)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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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용자는 자신의 Azure AD 자격 증명을 사용하여 로그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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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용자는 Secure Hub를 통한 다른 등록과 동일한 방법으로 등록 단계를 완료합니다.
참고: XenMobile은 등록 초대에 대해 Azure AD를 통한 인증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사용자에게 등록 URL이 포함된 등록 초대
를 보내는 경우 사용자는 Azure AD 대신 LDAP를 통해 인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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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S용 파생된 자격 증명
Feb 21, 20 18

파생된 자격 증명은 모바일 장치를 위한 강력한 인증을 제공합니다. 이 자격 증명은 스마트 카드로부터 파생되어 카드가 아닌
모바일 장치에 상주합니다. 스마트 카드는 PIV(Personal Identity Veriﬁcation) 카드 또는 CAC(Common Access Card)입니다.
파생된 자격 증명은 UPN 같은 사용자 식별자가 포함된 등록 인증서입니다. XenMobile은 자격 증명 공급자로부터 받은 자격 증
명을 장치의 보안 저장소에 저장합니다.
XenMobile은 파생된 자격 증명을 iOS 장치 등록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파생된 자격 증명을 사용하도록 구성하면 XenMobile이
iOS 장치에 대해 등록 초대 또는 기타 등록 모드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XenMobile Server에서 등록 초대 및 기타
등록 모드를 통해 Android 장치를 등록할 수는 있습니다.

요구 사항
다음의 파생된 자격 증명 솔루션 중 하나:
Intercede 3.12
Citrix는 XenMobile이 Intercede 파생된 자격 증명 솔루션과 작동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Apple App Store에서 앱 이름은
MyID for Citrix입니다.
참고: 사용자는 XenMobile에 등록하기 전에 장치에 MyID for Citrix를 설치해야 합니다.
기타 파생된 자격 증명 솔루션
다른 자격 증명 솔루션 대부분은 XenMobile과 호환된 가능성이 높지만 운영 환경에 배포하기 전에 통합을 테스트하십시오.
XenMobile Server 10.6(최소 버전)
엔터프라이즈(XME) 모드용으로 구성됨
자격 증명 공급자 서버에 인증서를 발급하는 기관의 루트 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설정하면 XenMobile이 등록 도
중 디지털 서명된 인증서를 수락할 수 있습니다. 인증서 추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인증서 및 인증을 참조하십시오.
사용자 전자 메일 도메인이 LDAP 도메인과 다른 경우 설정 > LDAP의 도메인 별칭 설정에 전자 메일 도메인을 포함하십
시오. 예를 들어 전자 메일 주소의 도메인이 myID.com이고 LDAP 도메인 이름은 sample.com인 경우 도메인 별칭을
sample.com, myID.com으로 설정하십시오.
파생된 자격 증명은 공유 장치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 ID 인증서:
주체 대체 이름 필드의 사용자 이름은 SubjectAltName 확장의 otherName, rfc822Name 또는 dNSName 필드로 형식 지
정되어야 합니다. 다른 필드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주체 대체 이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RFC(https://www.ietf.org/rfc/rfc5280.txt)를 참조하십시오.
전자 메일 또는 CN에서 주체 필드의 사용자 ID는 현재 지원되지 않습니다.
인증서 인증 또는 인증서와 보안 토큰 인증에 대해 구성된 NetScaler Gateway
PKI 구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PKI 엔터티를 참조하십시오.
Secure Hub 10.6(최소 버전)
XenMobile Apps 10.6(최소 버전)
Secure Mail은 파생된 자격 증명을 사용하지 않으며 이전처럼 계속 작동합니다.
동일한 개발자 인증서를 사용하여 Apple App Store의 모든 앱을 서명하십시오.

아키텍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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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을 위해 XenMobile Server는 다음 다이어그램처럼 "요구 사항" 섹션에 기술된 구성 요소에 연결합니다.

장치 등록 도중 Secure Hub는 파생된 자격 증명 앱에서 인증서를 가져옵니다.
파생된 자격 증명 앱은 등록 도중 자격 증명 관리 서버와 통신합니다.
자격 증명 관리 서버와 타사 PKI 공급자에 같거나 다른 서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XenMobile Server는 타사 PKI 서버에 연결하여 인증서를 가져옵니다.
등록 후 구성 요소는 다음 다이어그램처럼 연결합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XenMobile을 파생된 자격 증명 공급자와 함께 구성하고, 파생된 자격 증명을 등록에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하
고, 파생된 자격 증명을 사용하는 장치를 관리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파생된 자격 증명을 사용하도록 설정
기본적으로 XenMobile 콘솔에는 설정 > 파생된 자격 증명 페이지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파생된 자격 증명에 대한 인터페이스
를 사용하려면 설정 > 서버 속성에서 서버 속성 derived.credentials.enable을 추가하고 true로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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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된 자격 증명 구성
이 지침에서는 XenMobile과 통합할 계획인 파생된 자격 증명 공급자에 대한 작동하는 구성이 있는 것으로 가정합니다. 그러면
해당 서버와 통신하도록 XenMobile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미 XenMobile에 추가된 파생된 자격 증명 CA 인증서를 선택하거
나 인증서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해당 CA 인증서에 대한 OCSP(Online Certiﬁcate Status Protocol) 지원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OCSP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PKI 엔터티의 "임의의 CA"를 참조하십시오.
1. XenMobile 콘솔에서 설정 > iOS용 파생된 자격 증명으로 이동하십시오.

https://docs.citrix.com

© 1999-2017 Citrix Systems, Inc. All rights reserved.

p.280

2. 공급자 아래에서 다음을 수행하십시오.
파생된 자격 증명 공급자 선택. Citrix는 XenMobile이 Intercede와 작동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공급자에 대해 기타를 선
택한 경우 서버를 운영하기 전에 통합을 테스트하십시오.
앱 URL(iOS): Intercede를 공급자로 선택한 경우 XenMobile이 앱 URL을 입력합니다. 기타를 공급자로 선택한 경우 파생
된 자격 증명 공급자에서 앱 URL을 가져옵니다.
참고: 장치가 공급자에 연결할 수 없는 경우 공급자에 문의하여 앱 URL을 확인하십시오. 변경해야 할 수 있습니다.
선택적 매개 변수: 일부 파생된 자격 증명 공급자의 경우 연결을 위한 매개 변수를 제공해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
급업체에서 백엔드 서버의 URL을 지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추가를 클릭하여 매개 변수를 제공합니다.
3. 파생된 자격 증명의 인증서 지정: 인증서가 이미 XenMobile에 업로드된 경우 발급자 CA에서 해당 인증서를 선택합니다. 그
렇지 않은 경우에는 가져오기를 클릭하여 인증서를 추가합니다. 인증서 가져오기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4. 인증서 가져오기 대화 상자에서 찾아보기를 클릭하여 인증서로 이동합니다. 그런 다음 찾아보기를 클릭하여 개인 키 파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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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Intercede를 공급자로 선택한 경우 XenMobile이 사용자 식별자 필드 및 사용자 식별자 유형을 입력합니다. Intercede의 경
우 사용자 식별자 필드는 주체 대체 이름이고 사용자 식별자 유형은 userPrincipalName입니다. 다른 파생된 자격 증명 공급
자의 경우 해당 공급자에 정보를 요청하여 설정을 구성하십시오.
6. 원하는 경우 OCSP 응답자를 사용하여 인증서 해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OSP 확인은 해제되어 있습니다. CA
인증서에 대한 OCSP 지원을 활성화하려면:
OCSP 확인을 켜기로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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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지정 OCSP URL 사용에 대한 옵션을 선택합니다. 기본적으로 XenMobile은 인증서에서 OCSP URL을 추출합니다
(해지를 위해 인증서 정의 사용 옵션). 응답자 URL을 지정하려면 사용자 지정 사용을 클릭하고 URL을 입력합니다.
응답자 CA: 응답자 CA에서 인증서를 선택합니다. 또는 가져오기를 클릭한 다음 인증서 가져오기 대화 상자를 사용하여 인
증서를 찾습니다.
7. 저장을 클릭합니다. 파생된 자격 증명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파생된 자격 증명 구성을 사용하도록 설정하려면 저장을 클릭합니다. 파생된 자격 증명을 사용하려면 등록 설정도 구성해
야 합니다.
파생된 자격 증명 구성을 사용하도록 설정한 다음 곧바로 설정 > 등록으로 이동하려면 저장하고 등록으로 이동을 클릭하
십시오.
8. 등록에 파생된 자격 증명을 사용하도록 설정하려면: 설정 > 등록 페이지의 고급 등록 아래에서 파생된 자격 증명(iOS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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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을 선택하고 사용을 클릭합니다.

9. 확인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파생된 자격 증명을 사용하도록 설정하려면 확인란을 선택하고 사용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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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된 자격 증명 등록에 대한 옵션을 편집하려면 설정 > 등록으로 이동하고 파생된 자격 증명(iOS 전용)을 선택한 다음 편집을
클릭합니다.
파생된 자격 증명을 사용하도록 설정한 후: 장치 등록 보고서의 등록 모드 열에 derived_credentials이 표시됩니다.
파생된 자격 증명을 사용할 때의 등록 단계에 대해서는 파생된 자격 증명을 사용하는 iOS 장치를 참조하십시오.

파생된 자격 증명에 대한 로그 메시지
Secure Hub와 XenMobile Server의 통신 도중에 생성되는 로그 메시지에는 다음과 같이 성공 또는 실패가 표시됩니다.
XenMobile Server의 메시지(SessionCreate SUCCESS)
2017-05-11T 23:23:28.537+0000 | D88973753C718B23 | INFO | http-nio-10080-exec-47 |
com.sparus.nps.ios.agent.V9AgentUtils | Derived Credential: User extracted from certiﬁcate: XXXXXXX@XMT EST.NET
2017-05-11T 23:23:28.728+0000 | D88973753C718B23 | INFO | http-nio-10080-exec-47 |
com.sparus.nps.ios.agent.V9AgentUtils | Derived Credential: Using user XXXXXX@XMT EST.NET ' from cert and converted to
XXXXXXX with certid 60000001a95b7fecbbbf2821dd0000000001a9
2017-05-11T 23:23:28.883+0000 | D88973753C718B23 | INFO | http-nio-10080-exec-47 |
com.citrix.cg.bo.spring.impl.InternalUserServiceImpl | Input params for addUser. UserName XXXXXXX@auster.ctx' and
Domain Name 'auster.ctx'
2017-05-11T 23:23:29.94+0000 | D88973753C718B23 | INFO | http-nio-10080-exec-47 |
com.citrix.xms.oca.imil.service.impl.GroupServiceImpl | No.of groups:0 retrieved by UserID:40
2017-05-11T 23:23:29.95+0000 | D88973753C718B23 | WARN | http-nio-10080-exec-47 |
com.sparus.nps.ldap.LdapCredentialHandlerImpl | No groups found for user XXXXXX@auster.ctx'
2017-05-11T 23:23:34.244+0000 | 21829910a6438ef5 | INFO | http-nio-10080-exec-60 |
com.sparus.nps.ios.agent.V7ContextBuilder | No matching identity found in request from 172.16.1.57 to
/zdm/ios/agent;jsessionid=D88973753C718B23ADDEA26B46E5FBB2
2017-05-11T 23:23:59.118+0000 | 21829910a6438ef5 | INFO | http-nio-10080-exec-52 |
com.sparus.nps.ios.enroll.ProﬁleServiceServlet | New enrollment initiated for serialNumber=CCQLQNKPFMJF, imei=null,
udid=4a621749b64f7d915849ebcef3ded9cf7f460406, meid=null
XenMobile Server의 메시지(SessionCreate FAIL)
2017-05-11T 23:06:46.168+0000 | 40DA582380D50C72 | INFO | http-nio-10080-exec-42 |
com.sparus.nps.ios.agent.V9AgentUtils | Derived Credential: User extracted from certiﬁcate: XXXXXXXX@XMT EST.NET
2017-05-11T 23:06:46.233+0000 | 40DA582380D50C72 | WARN | http-nio-10080-exec-42 | com.citrix.cg.util.CGUtil | No
default Domain found redirecting to 'local' domain.
2017-05-11T 23:06:46.253+0000 | 40DA582380D50C72 | WARN | http-nio-10080-exec-42 | com.citrix.cg.util.CGUtil |
local domain. Directory service not managed for IDP local
2017-05-11T 23:06:46.253+0000 | 40DA582380D50C72 | ERROR | http-nio-10080-exec-42 |
com.sparus.nps.ios.agent.V9AgentUtils | dc ecxe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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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citrix.xms.oca.imil.exception.OperationFailedException: Could not log on. Incorrect user name or password
Secure Hub의 메시지(SessionCreate SUCCESS)
start request with id 6 and value (redacted) https://*****/zdm/ios/agent?action=sessioncreate&h=dc
Handling the client cert challenge for h=dc
Cred length is 3405
Passing the credentials in DC client cert challenge
Credentials parsed successfully
received challenge NSURLAuthenticationMethodServerTrust
request with id 6 succeeded with httpResponse code 200
Secure Hub의 메시지(SessionCreate FAIL)
start request with id 6 and value (redacted) https://*****/zdm/ios/agent?action=sessioncreate&h=dc
Handling the client cert challenge for h=dc
Item found.
Cred length is 3434
Passing the credentials in DC client cert challenge
Credentials parsed successfully
request with id 6 failed with httpResponse code 500
NetScaler 관련 메시지
User is enrolled with Derived Credential and transientCredential is NOT nil. //Derived credential certiﬁcate is passed to
NetScaler.
User is enrolled with Derived Credential and transientCredential is nil. ////Derived credential certiﬁcate isn't found and isn't
passed to NetScaler.
User is enrolled with Derived Credential and the certiﬁcate has expired. Displaying message to the user to renew the
certiﬁc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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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그레이드
Feb 21, 20 18

Important
XenMobile 10.8로 업그레이드하기 전에(온-프레미스)
1. 최신 버전의 XenMobile Server 10.8로 업데이트하기 전에 Citrix 라이센스 서버를 11.14.x 이상으로 업데이트하십시오.
최신 버전의 XenMobile에는 Citrix 라이센스 서버 11.14.x(최소 버전)가 필요합니다. Citrix 라이센스의 SA(Subscription Advantage) 날
짜는 2016년 6월 6일 이후여야 합니다. SA 날짜는 라이센스 서버의 라이센스 옆에서 볼 수 있습니다. 최신 버전의 XenMobile을 이전
버전의 라이센스 서버 환경에 연결하면 연결 확인이 실패하고 라이센스 서버를 구성할 수 없게 됩니다.
라이센스의 SA 날짜를 갱신하려면 Citrix 포털에서 최신 라이센스 파일을 다운로드하고 라이센스 서버에 업로드하십시오. 자세한 내
용은 http://support.citrix.com/article/CT X209580을 참조하십시오.
2. 클러스터된 환경의 경우: iOS 11 장치의 XenMobile Store에서 앱을 설치하려면 XenMobile Server에서 포트 80을 사용하도록 설정해
야 합니다.
3. 업그레이드할 XenMobile Server를 실행하는 가상 컴퓨터의 RAM이 4GB 미만인 경우 4GB 이상으로 RAM을 늘리십시오. 프로덕션 환
경에 권장되는 최소 RAM은 8GB입니다.
4. XenMobile 업데이트를 설치하기 전에 VM의 기능을 사용하여 시스템 스냅샷을 생성합니다. 또한 시스템 구성 데이터베이스를 백업합
니다. 업그레이드 도중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전체 백업을 사용하여 복구할 수 있습니다.
XenMobile 10.8로 업그레이드한 후(온-프레미스)
연결 구성을 변경하지 않았는데도 발신 연결이 관련된 기능이 작동을 중지하는 경우 XenMobile Server 로그에 다음과 같은 오류가 있
는지 확인하십시오. VPP Server에 연결할 수 없습니다. 호스트 이름 '192.0.2.0'이 피어가 제공한 인증서 제목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 인증서 유효성 검사 오류는 XenMobile Server에서 호스트 이름 유효성 검사를 비활성화해야 함을 나타냅니다. 기본적으로 호스트
이름 유효성 검사는 Microsoft PKI 서버를 제외한 발신 연결에 대해 활성화됩니다. 호스트 이름 유효성 검사로 인해 배포가 중단되는
경우 서버 속성 disable.hostname.veriﬁcation을 true로 변경하십시오. 이 속성의 기본값은 f alse입니다.

Citrix는 XenMobile의 최신 버전 또는 중요 업데이트를 Citrix.com에 게시합니다. 또한 각 고객의 기록된 연락처로 알림을 전송합
니다.
XenMobile 10.7.x 또는 10.6.x에서 XenMobile 10.8로 직접 업그레이드할 수 있습니다. 업그레이드를 수행하려면 Citrix 다운로드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xms_10.8.0.23.bin 또는 최신 10.8 이진을 사용합니다. XenMobile 콘솔에서 오른쪽 위 모서리의 기어 아이
콘을 클릭한 다음 릴리스 관리를 클릭합니다.
이전 릴리스의 XenMobile에서 업그레이드하려면 XenMobile Server 10.7 PDF의 업그레이드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이 문서에서는 릴리스 관리 페이지를 사용하는 방법, 클러스터된 XenMobile 배포를 업그레이드하는 방법 및 MDM을
Enterprise Edition으로 업그레이드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릴리스 관리 페이지를 사용하여 업그레이드하려면
릴리스 관리 페이지를 사용하여 XenMobile 10.7.x 또는 10.6.x를 최신 버전의 XenMobile Server로 업그레이드합니다.
사전 요구 사항:
시스템 요구 사항을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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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러스터링된 배포의 경우 이 문서의 끝 부분에 나오는 지침을 참조하십시오.
1. Citrix 웹 사이트에 로그온하고 다운로드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XenMobile 업그레이드(.bin) 파일을 해당하는 위치에 다운로드
합니다.
2. XenMobile 콘솔에서 오른쪽 위 모서리의 기어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설정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3. 릴리스 관리를 클릭합니다. 릴리스 관리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4. 업데이트 아래에서 업데이트를 클릭합니다. 업데이트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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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찾아보기를 클릭하고 파일 위치로 이동하여 Citrix.com에서 다운로드한 XenMobile 업그레이드 파일을 선택합니다.
6. 업데이트를 클릭한 후 메시지가 표시되면 XenMobile을 다시 시작합니다.
몇 가지 이유로 업데이트를 성공적으로 완료할 수 없는 경우 문제를 나타내는 오류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그런 다음 업데이트
시도 이전의 상태로 시스템이 되돌려집니다.
참고: 업그레이드한 후 XenMobile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XenMobile CLI를 사용하여 XenMobile Server를 다시 시작합니다.
시스템을 다시 시작한 후에는 브라우저 캐시를 지워야 합니다.

클러스터된 XenMobile 배포를 업그레이드하려면

Important
XenMobile 업데이트를 설치하기 전에 VM(가상 컴퓨터)의 기능을 사용하여 시스템 스냅샷을 생성합니다. 또한 시스템 구성 데이터베이
스를 백업합니다. 업그레이드 도중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전체 백업을 사용하여 복구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이 클러스터 모드로 구성된 경우 다음 단계에 따라 XenMobile 10 릴리스의 각 노드를 업데이트합니다.
1. 설정 > 릴리스 관리에서 모든 노드에 .bin 파일을 업로드합니다.
2. CLI의 시스템 메뉴에서 모든 노드를 종료합니다.
3. CLI의 시스템 메뉴에서 노드 하나를 시작하고 서비스가 실행되는지 확인합니다.
4. 다른 노드를 하나씩 시작합니다.
XenMobile에서 업데이트를 성공적으로 완료할 수 없는 경우 문제를 나타내는 오류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그런 다음 XenMobile
이 업데이트 시도 이전의 상태로 시스템을 되돌립니다.

XenMobile 10.8 MDM Edition에서 Enterprise Edition으로 업그레이드
XenMobile 10.8 MDM Edition을 iOS 및 Android 장치용 XenMobile 10.8 Enterprise Edition으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습니다.
사전 요구 사항:
올바른 Enterprise 라이센스.
NetScaler Gateway가 구성되어 있음.
업그레이드하려면:
1. 설정 > 라이센스로 이동하고 올바른 Enterprise Edition 라이센스 유형이 업로드되었는지 확인합니다.
2. 설정 > 서버 속성으로 이동하고 서버 모드 속성을 MDM에서 ENT로 변경합니다.
3. 설정 > Netscaler Gateway로 이동하고 NetScaler Gateway 세부 정보를 구성합니다. 인증 모드를 MDM Edition과 동일한
모드, 즉 도메인 인증(Active Directory)으로 설정합니다. XenMobile은 사용자 등록 후의 인증 모드 변경을 지원하지 않습니
다.
4. 선택 사항: 설정 > 클라이언트 속성으로 이동하고 Citrix PIN 인증을 사용하도록 설정합니다.
이 단계를 완료한 후에는 사용자가 다음 단계를 수행하여 장치를 엔터프라이즈 모드로 전환해야 합니다.
iOS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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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ecure Hub 닫기: 장치 홈 단추를 빠르게 두 번 누르고 Secure Hub 앱을 위로 밉니다.
2. Secure Hub를 엽니다.
Android 사용자:
1. Secure Hub를 엽니다.
2. 기본 설정 > 장치 정보로 이동합니다.
3. 정책 새로 고침을 클릭합니다.
Citrix PIN 인증을 사용하도록 설정한 경우 Secure Hub가 PIN을 만들라는 메시지를 사용자에게 표시합니다. 사용자가 PIN을 생
성하면 XenMobile이 장치를 엔터프라이즈 모드로 구성합니다. 그러면 XenMobile 콘솔의 관리 > 장치 페이지에 MDM과 MAM
이 장치의 활성 모드로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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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계정, 역할 및 등록
Feb 21, 20 18

XenMobile 콘솔의 관리 탭 및 설정 페이지에서 다음 항목을 구성합니다.
사용자 계정 및 그룹
사용자 계정 및 그룹의 역할
등록 모드 및 초대
관리 탭에서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를 클릭하여 수동으로 사용자 계정을 추가하거나 .csv 프로비저닝 파일을 사용하여 계정을 가져오고 로컬 그룹을 관리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로컬 사용자 계정을 추가, 편집 또는 삭제하려면
.csv 프로비저닝 파일을 사용하여 사용자 계정을 가져오려면 및 프로비저닝 파일 형식
XenMobile에서 그룹을 추가하거나 제거하려면
이 문서의 뒷부분에 나오는 워크플로 만들기 및 관리에 설명된 대로 워크플로를 사용하여 사용자 계정의 생성 및 제거를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등록을 클릭하여 최대 7개 모드를 구성하고 등록 초대를 보냅니다. 각 등록 모드별로 사용자가 장치를 등록할 때 수행해야 하
는 보안 수준과 단계 수가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등록 모드를 구성하고 자가 지원 포털을 사용하려면
XenMobile에서 사용자 등록에 자동 검색 사용
설정 페이지에서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역할 기반 액세스 제어를 클릭하여 미리 정의된 역할 또는 권한 집합을 사용자 및 그룹에 할당합니다. 이러한 권한은 시스템
기능에 대한 사용자 액세스 수준을 제어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RBAC를 사용하여 역할 구성
자동화 동작, 등록 및 사용자에게 보내는 표준 알림 메시지에 사용할 알림 템플릿을 클릭합니다. 세 가지 채널(Secure Hub,
SMT P 또는 SMS)을 통해 메시지를 보내는 알림 템플릿을 구성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알림 템플릿 만들기 및 업데이트

로컬 사용자 계정을 추가, 편집 또는 삭제하려면
로컬 사용자 계정을 XenMobile에 수동으로 추가하거나 프로비저닝 파일을 사용하여 계정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프로비저닝
파일에서 사용자 계정을 가져오는 단계는 .csv 프로비저닝 파일을 사용하여 사용자 계정을 가져오려면을 참조하십시오.
1. XenMobile 콘솔에서 관리 > 사용자를 클릭합니다. 사용자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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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필터 표시를 클릭하여 목록을 필터링합니다.
로컬 사용자 계정을 추가하려면
1. 사용자 페이지에서 로컬 사용자 추가를 클릭합니다. 로컬 사용자 추가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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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 설정을 구성합니다.
사용자 이름: 이름을 입력합니다. 필수 필드입니다. 이름에 공백과 대/소문자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암호: 선택적 사용자 암호를 입력합니다.
역할: 목록에서 사용자 역할을 클릭합니다. 역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RBAC를 사용하여 역할 구성을 참조하십시오. 사용 가
능한 옵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ADMIN
DEVICE_PROVISIONING
SUPPORT
USER
구성원 자격: 목록에서 사용자를 추가할 그룹을 클릭합니다.
사용자 속성: 선택적 사용자 속성을 추가합니다. 추가할 각 사용자 속성에 대해 추가를 클릭하고 다음을 수행합니다.
사용자 속성: 목록에서 속성을 클릭하고 속성 옆의 필드에 사용자 속성 특성을 입력합니다.
완료를 클릭하여 사용자 속성을 저장하거나 취소를 클릭합니다.
참고: 기존 사용자 속성을 삭제하려면 속성이 포함된 줄 위로 마우스 포인터를 이동하고 오른쪽의 X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속성
이 즉시 삭제됩니다.
기존 사용자 속성을 편집하려면 속성을 클릭하고 변경합니다. 완료를 클릭하여 변경된 목록을 저장하거나 취소를 클릭하여 목
록을 변경되지 않은 상태로 유지합니다.
3. 저장을 클릭합니다.
로컬 사용자 계정을 편집하려면
1. 사용자 페이지의 사용자 목록에서 사용자를 선택한 후 편집을 클릭합니다. 로컬 사용자 편집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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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 정보를 적절하게 변경합니다.
사용자 이름: 사용자 이름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암호: 사용자 암호를 변경하거나 추가합니다.
역할: 목록에서 사용자 역할을 클릭합니다.
구성원 자격: 목록에서 사용자 계정을 추가하거나 편집할 그룹을 클릭합니다. 그룹에서 사용자 계정을 제거하려면 그룹 이름
옆의 확인란을 선택 취소합니다.
사용자 속성: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변경하려는 각 사용자 속성에 대해 속성을 클릭하고 변경합니다. 완료를 클릭하여 변경된 목록을 저장하거나 취소를 클릭
하여 목록을 변경되지 않은 상태로 유지합니다.
추가할 각 사용자 속성에 대해 추가를 클릭하고 다음을 수행합니다.
사용자 속성: 목록에서 속성을 클릭하고 속성 옆의 필드에 사용자 속성 특성을 입력합니다.
완료를 클릭하여 사용자 속성을 저장하거나 취소를 클릭합니다.
삭제할 각 기존 사용자 속성에 대해 속성이 포함된 줄 위로 마우스 포인터를 이동하고 오른쪽의 X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속성이 즉시 삭제됩니다.
3. 저장을 클릭하여 변경 내용을 저장하거나 취소를 클릭하여 사용자를 변경되지 않은 상태로 유지합니다.
로컬 사용자 계정을 삭제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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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용자 페이지의 사용자 목록에서 사용자 계정을 클릭하여 선택합니다.
참고: 각 사용자 계정 옆의 확인란을 선택하여 둘 이상의 사용자 계정을 선택하고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삭제를 클릭합니다. 확인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3. 삭제를 클릭하여 사용자 계정을 삭제하거나 취소를 클릭합니다.
Active Directory 사용자 삭제
한 번에 한 명 이상의 Active Directory 사용자를 삭제하려면 사용자를 선택하고 삭제를 클릭합니다.
장치가 등록되어 있는 사용자를 삭제한 후 해당 장치를 재등록하려면 재등록하기 전에 해당 장치를 삭제하십시오. 장치를 삭제
하려면 관리 > 장치에서 장치를 선택한 다음 삭제를 클릭합니다.

사용자 계정 가져오기
프로비저닝 파일이라고 하는 .csv 파일을 수동으로 만들어 로컬 사용자 계정 및 속성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프로비저닝 파일 형
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프로비저닝 파일 형식을 참조하십시오.
참고:
로컬 사용자의 경우 가져오기 파일에 사용자 이름과 함께 도메인 이름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username@domain을 지정
합니다. 만들거나 가져오는 로컬 사용자가 XenMobile에서 관리되는 도메인에 대한 사용자인 경우 해당 사용자는 해당하는
LDAP 자격 증명을 사용하여 등록할 수 없습니다.
XenMobile 내부 사용자 디렉터리로 사용자 계정을 가져오는 경우 기본 도메인을 사용하지 않으면 가져오기 프로세스 속도
가 빨라집니다. 도메인을 사용하지 않도록 설정하면 등록에 영향을 미치므로 내부 사용자 가져오기가 완료된 후 기본 도메인
을 다시 사용하도록 설정해야 합니다.
로컬 사용자는 UPN(사용자 계정 이름) 형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되는 도메인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example.com이 관리되는 경우 이 UPN 형식(user@example.com)으로 로컬 사용자를 만들지 마십시오.
프로비저닝 파일을 준비한 후 다음 단계에 따라 XenMobile로 파일을 가져옵니다.
1. XenMobile 콘솔에서 관리 > 사용자를 클릭합니다. 사용자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2. 로컬 사용자 가져오기를 클릭합니다. 프로비저닝 파일 가져오기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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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져오는 프로비저닝 파일의 형식으로 사용자 또는 속성을 선택합니다.
4. 찾아보기를 클릭하고 파일 위치로 이동하여 사용할 프로비저닝 파일을 선택합니다.
5. 가져오기를 클릭합니다.

프로비저닝 파일 형식
XenMobile로 사용자 계정 및 속성을 가져오기 위해 수동으로 만들어 사용하는 프로비저닝 파일은 다음 형식 중 하나여야 합니
다.
사용자 프로비저닝 파일 필드: user;password;role;group1;group2
사용자 특성 프로비저닝 파일 필드: user;propertyName1;propertyValue1;propertyName2;propertyValue2
참고:
프로비저닝 파일 내의 필드는 세미콜론(;)으로 구분합니다. 필드 자체에 세미콜론이 포함되는 경우 백슬래시 문자(\)로 이스케
이프 처리합니다. 예를 들어 propertyV;test;1;2 속성은 프로비저닝 파일에 propertyV\;test\;1\;2로 입력합니다.
역할의 유효한 값은 미리 정의된 USER, ADMIN, SUPPORT 및 DEVICE_PROVISIONING과 정의된 다른 역할입니다.
그룹 계층을 만들 때는 마침표 문자(.)를 구분 기호로 사용합니다. 그룹 이름에는 마침표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특성 프로비저닝 파일의 속성 특성에는 소문자를 사용합니다. 데이터베이스는 대/소문자를 구분합니다.
사용자 프로비저닝 콘텐츠의 예
user01;pwd\;o1;USER;myGroup.users01;myGroup.users02;myGroup.users.users01 항목은 다음을 의미합니다.
사용자: user01
암호: pwd;01
역할: USER
그룹:
myGroup.users01
myGroup.users02
myGroup.users.users.users01
또 다른 예로 AUser0;1.password;USER;ActiveDirectory.test.net은 다음을 의미합니다.
사용자: AUser0
암호: 1.password
역할: USER
그룹: ActiveDirectory.test.net
사용자 특성 프로비저닝 콘텐츠의 예
user01;propertyN;propertyV\;test\;1\;2;prop 2;prop2 value 항목은 다음을 의미합니다.
사용자: user01
속성 1
이름: propertyN
값: propertyV;test;1;2
속성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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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prop 2
값: prop2 value

등록 모드를 구성하고 자가 지원 포털을 사용하려면
장치 등록 모드를 구성하여 사용자가 XenMobile에 장치를 등록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XenMobile은 사용자가 장치를
등록할 때 수행해야 하는 보안 수준과 단계가 다른 7개 모드를 제공합니다. 일부 모드는 자가 지원 포털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포털에 로그온하여 장치를 등록하거나 등록 초대를 보내는 데 사용되는 등록 링크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XenMobile 콘솔의 설정 > 등록 페이지에서 등록 모드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등록 초대는 관리 > 등록 초대 페이지에서 보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등록 초대 보내기를 참조하십시오.
참고: 사용자 지정 알림 템플릿을 사용하려는 경우 등록 모드를 구성하기 전에 템플릿을 설정해야 합니다. 알림 템플릿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알림 템플릿 만들기 또는 업데이트를 참조하십시오.
1. XenMobile 콘솔에서 오른쪽 위 모서리의 기어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설정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2. 등록을 클릭합니다. 사용 가능한 모든 등록 모드 테이블이 포함된 등록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등록 모드가
사용됩니다.
3. 목록에서 등록 모드를 선택하여 편집합니다. 그런 다음 모드를 기본값으로 설정하거나 모드를 사용하지 않도록 설정하거나
자가 지원 포털을 통한 사용자 액세스를 허용합니다.
참고: 등록 모드 옆의 확인란을 선택하면 등록 모드 목록 위에 옵션 메뉴가 표시됩니다. 목록에서 아무 위치를 클릭하면 목록의
오른쪽에 옵션 메뉴가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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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등록 모드 중에서 선택합니다.
사용자 이름 + 암호
높은 수준의 보안
초대 URL
초대 URL + PIN
초대 URL + 암호
2단계
사용자 이름 + PIN
등록 초대를 사용하여 초대를 받은 사용자로 등록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OT P(일회용 PIN) 등록 초대를 2단계 솔루션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OT P 등록 초대는 사용자가 등록할 수 있는 장치의 수를
제어합니다.
보안 수준이 가장 높은 환경의 경우 등록 초대를 SN/UDID/EMEI로 장치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2단계 옵션을 사용하여 Active
Directory 암호와 OT P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등록 모드를 편집하려면

https://docs.citrix.com

© 1999-2017 Citrix Systems, Inc. All rights reserved.

p.298

1. 등록 목록에서 등록 모드를 선택한 후 편집을 클릭합니다. 등록 모드 편집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선택한 모드에 따라 표시되
는 옵션이 다를 수 있습니다.

2. 다음 정보를 적절하게 변경합니다.
다음 이후에 만료: 사용자가 장치를 등록할 수 없는 만료 기한을 입력합니다. 이 값은 사용자 및 그룹 등록 초대 구성 페이지에
나타납니다.
참고: 0을 입력하면 초대가 만료되지 않습니다.
일: 목록에서 다음 이후에 만료에 입력한 만료 기한에 해당하는 일 또는 시간을 클릭합니다.
최대 시도 횟수: 등록 프로세스가 잠기기 전까지 사용자가 등록을 시도할 수 있는 횟수를 입력합니다. 이 값은 사용자 및 그룹
등록 초대 구성 페이지에 나타납니다.
참고: 0을 입력하면 제한 없이 시도할 수 있습니다.
PIN 길이: 생성된 PIN의 길이를 설정할 숫자를 입력합니다.
숫자: 목록에서 숫자 또는 영숫자를 PIN 유형으로 클릭합니다.
알림 템플릿:
등록 URL용 템플릿: 목록에서 등록 URL에 사용할 템플릿을 클릭합니다. 예를 들어 등록 초대 템플릿은 사용자에게 전자 메
일 또는 SMS를 보냅니다. 방법은 사용자가 XenMobile에 장치를 등록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템플릿의 구성 방법에 따라 다
릅니다. 알림 템플릿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알림 템플릿 만들기 또는 업데이트를 참조하십시오.
등록 PIN용 템플릿: 목록에서 등록 PIN에 사용할 템플릿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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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확인용 템플릿: 목록에서 사용자가 성공적으로 등록되었음을 알릴 때 사용할 템플릿을 클릭합니다.
3. 저장을 클릭합니다.
등록 모드를 기본값으로 설정하려면
등록 모드를 기본값으로 설정하면 다른 등록 모드를 선택하지 않는 한 모든 장치 등록 요청에 해당 모드가 사용됩니다. 기본값
으로 설정된 등록 모드가 없는 경우 장치를 등록할 때마다 등록 요청을 만들어야 합니다.
참고: 사용자 이름 + 암호, 2단계 또는 사용자 이름 + PIN 등록 모드만 기본값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사용자 이름 + 암호, 2단계 또는 사용자 이름 + PIN 중에서 기본 등록 모드를 선택합니다.
참고: 모드를 기본값으로 사용하려면 먼저 사용하도록 설정해야 합니다.
2. 기본값을 클릭합니다. 이제 선택한 모드가 기본값입니다. 이전에 기본값으로 설정된 다른 등록 모드는 더 이상 기본값이 아닙
니다.
등록 모드를 사용하지 않으려면
등록 모드를 사용하지 않도록 설정하면 그룹 등록 초대와 자가 지원 포털에서 등록 모드를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한 등록 모드
를 사용하지 않도록 설정하고 다른 등록 모드를 사용하도록 설정하여 사용자가 장치를 등록하는 방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등록 모드를 선택합니다.
참고: 기본 등록 모드는 사용하지 않도록 설정할 수 없습니다. 기본 등록 모드를 사용하지 않으려면 먼저 기본값 상태를 제거해
야 합니다.
2. 사용 안 함을 클릭합니다. 등록 모드가 더 이상 사용되지 않습니다.
자가 지원 포털에서 등록 모드를 사용하도록 설정하려면
자가 지원 포털에서 등록 모드를 사용하도록 설정하면 사용자가 개별적으로 XenMobile에 장치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참고:
등록 모드를 자가 지원 포털에서 사용할 수 있으려면 등록 모드를 사용하도록 설정하고 알림 템플릿에 연결해야 합니다.
자가 지원 포털에는 한 번에 하나의 등록 모드만 사용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1. 등록 모드를 선택합니다.
2. 자가 지원 포털을 클릭합니다. 이제 사용자가 자가 지원 포털에서 선택한 등록 모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가 지원 포털에
사용하도록 설정된 다른 모드는 더 이상 사용자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그룹 추가 또는 제거
XenMobile 콘솔에서 사용자, 로컬 사용자 추가, 로컬 사용자 편집 페이지의 그룹 관리 대화 상자에서 그룹을 관리할 수 있습니
다. 그룹 편집 명령은 없습니다.
그룹을 제거하는 경우 그룹 제거가 사용자 계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그룹을 제거하면 해당 그룹에 대한
사용자 연결만 제거됩니다. 또한 사용자가 해당 그룹에 연결된 배달 그룹에서 제공하는 앱 또는 프로필에 액세스할 수 없게 됩
니다. 그러나 다른 모든 그룹 연결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른 로컬 그룹에 연결되지 않은 사용자는 상위 수준에 연결됩니다.
로컬 그룹을 추가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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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사용자 페이지에서 로컬 그룹 관리를 클릭합니다.

로컬 사용자 추가 페이지 또는 로컬 사용자 편집 페이지에서 그룹 관리를 클릭합니다.

그룹 관리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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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룹 목록 아래에 새 그룹 이름을 입력한 후 더하기 기호(+)를 클릭합니다. 사용자 그룹이 목록에 추가됩니다.
3. 닫기를 클릭합니다.
그룹을 제거하려면
참고: 그룹을 제거해도 사용자 계정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룹을 제거하면 해당 그룹에 대한 사용자 연결만 제거됩니다.
또한 사용자가 해당 그룹에 연결된 배달 그룹에서 제공하는 앱 또는 프로필에 액세스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다른 모든 그룹
연결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른 로컬 그룹에 연결되지 않은 사용자는 상위 수준에 연결됩니다.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사용자 페이지에서 로컬 그룹 관리를 클릭합니다.
로컬 사용자 추가 페이지 또는 로컬 사용자 편집 페이지에서 그룹 관리를 클릭합니다.
그룹 관리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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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룹 관리 대화 상자에서 삭제할 그룹을 클릭합니다.
3. 그룹 이름 오른쪽의 휴지통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확인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4. 삭제를 클릭하여 작업을 확인하고 그룹을 제거합니다.
중요: 이 작업은 실행 취소할 수 없습니다.
5. 그룹 관리 대화 상자에서 닫기를 클릭합니다.

워크플로 만들기 및 관리
워크플로를 사용하여 사용자 계정의 생성 및 제거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워크플로를 사용하려면 먼저 조직에서 사용자 계정 요
청을 승인할 권한이 있는 담당자를 식별합니다. 그런 다음 워크플로 템플릿을 사용하여 사용자 계정 요청을 만들고 승인할 수
있습니다.
XenMobile을 처음으로 설정하는 경우 워크플로를 사용하기 전에 먼저 워크플로 전자 메일 설정을 구성해야 합니다. 워크플로
전자 메일 설정은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설정에는 전자 메일 서버, 포트, 전자 메일 주소 및 사용자 계정 생성 요
청에 승인이 필요한지 여부가 포함됩니다.
XenMobile의 두 위치에서 워크플로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XenMobile 콘솔의 워크플로 페이지. 워크플로 페이지에서 앱 구성에 사용할 여러 워크플로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워크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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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에서 워크플로를 구성하는 경우 앱을 구성할 때 워크플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앱의 응용 프로그램 커넥터를 구성할 때 워크플로 이름을 입력한 다음 사용자 계정 요청을 승인할 수 있는 사용자를 구성합니
다. XenMobile에 앱 추가를 참조하십시오.
사용자 계정에 대한 관리자 승인을 최대 3개 수준까지 할당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계정을 승인할 다른 사용자가 필요한 경우 해
당 사용자의 이름 또는 전자 메일 주소를 사용하여 검색하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XenMobile에서 해당 사용자가 검색되면 워크
플로에 추가하면 됩니다. 새 사용자 계정에 대한 승인 또는 거부를 위한 전자 메일이 워크플로의 모든 사용자에게 전송됩니다.
1. XenMobile 콘솔에서 오른쪽 위 모서리의 기어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설정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2. 워크플로를 클릭합니다. 워크플로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3. 추가를 클릭합니다. 워크플로 추가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4. 다음 설정을 구성합니다.
이름: 워크플로의 고유한 이름을 입력합니다.
설명: 필요한 경우 워크플로의 설명을 입력합니다.
전자 메일 승인 템플릿: 목록에서 할당할 전자 메일 승인 템플릿을 선택합니다. XenMobile 콘솔의 설정 아래 알림 템플릿 섹
션에서 전자 메일 템플릿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필드의 오른쪽에 있는 눈 아이콘을 클릭하면 구성 중인 템플릿의 미리 보기
가 표시됩니다.
관리자 승인 수준: 목록에서 이 워크플로에 필요한 관리자 승인 수준의 번호를 선택합니다. 기본값은 1 수준입니다. 사용 가
능한 옵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필요 없음
1 수준
2 수준
3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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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ve Directory 도메인 선택: 목록에서 워크플로에 사용할 적절한 Active Directory 도메인을 선택합니다.
추가로 필요한 승인자 찾기: 검색 필드에 이름을 입력하고 검색을 클릭합니다. 이름은 Active Directory에서 가져옵니다.
필드에 이름이 나타나면 해당하는 이름 옆의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이름과 전자 메일 주소가 추가로 필요한 승인자 선택됨
목록에 나타납니다.
목록에서 이름을 제거하려면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검색을 클릭하여 선택한 도메인의 모든 사용자 목록을 표시합니다.
검색 결과를 제한하려면 검색 상자에 이름 전체 또는 일부를 입력한 다음 검색을 클릭합니다.
추가로 필요한 승인자 선택됨 목록에 있는 사용자는 검색 결과 목록에서 해당 이름 옆에 확인 표시가 있습니다. 목록을
스크롤하고 제거할 각 이름 옆의 확인란을 선택 취소합니다.
5. 저장을 클릭합니다. 생성된 워크플로가 워크플로 페이지에 표시됩니다.
워크플로를 만든 후 워크플로 세부 정보를 보거나 워크플로에 연결된 앱을 보거나 워크플로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워크플로를
만든 후에는 워크플로를 편집할 수 없습니다. 승인 수준 또는 승인자가 다른 워크플로가 필요한 경우 다른 워크플로를 만듭니
다.
세부 정보를 보고 워크플로를 삭제하려면
1. 워크플로 페이지의 기존 워크플로 목록에서 특정 워크플로를 선택합니다. 이렇게 하려면 테이블의 행을 클릭하거나 워크플로
옆의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2. 워크플로를 삭제하려면 삭제를 클릭합니다. 확인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삭제를 다시 클릭합니다.
중요: 이 작업은 실행 취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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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BAC를 사용하여 역할 구성
Feb 21, 20 18

사전 정의된 각 RBAC(역할 기반 액세스 제어) 역할에는 특정 액세스 및 기능 권한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문서에서는 각 사용
권한이 수행하는 작업에 대해 설명합니다. 각 기본 제공 역할에 대한 기본 사용 권한의 전체 목록을 보려면 Role-Based Access
Control Defaults(역할 기반 액세스 제어 기본값)를 다운로드하십시오.

사용 권한을 적용할 때 RBAC 역할에 관리 권한이 있는 사용자 그룹을 정의합니다. 기본 관리자는 적용된 사용 권한 설정을 변경
할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적용된 사용 권한은 모든 사용자 그룹에 적용됩니다.
할당을 수행할 때 RBAC 역할을 그룹에 할당하면 사용자 그룹이 RBAC 관리자 권한을 소유하게 됩니다.
이 문서의 섹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 역할
장치 프로비저닝 역할
지원 역할
사용자 역할
RBAC를 사용하여 역할 구성

관리 역할
미리 정의된 관리자 역할을 가진 사용자는 XenMobile에서 다음 기능에 액세스하거나 액세스할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허가
된 액세스(자가 지원 포털 제외), 콘솔 기능 및 권한 적용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허가된 액세스
관리자 콘솔 액세스

관리자는 XenMobile 콘솔의 모든 기능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자가 지원 포털 액세스

관리자에게는 자가 지원 포털 액세스 권한이 없습니다.

공유 장치 등록자

관리자에게는 공유 장치 등록자 액세스 권한이 없습니다. 이 기능은 공유 장치를 등록
해야 하는 사용자를 위한 것입니다.

원격 지원 액세스

관리자는 원격 지원 액세스를 소유합니다.*

공용 API 액세스

관리자는 공용 API에 액세스하여 XenMobile 콘솔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동작을 프로그
래밍 방식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동작에는 인증서, 앱, 장치, 배달 그룹 및 로
컬 사용자 관리가 포함됩니다.

* XenMobile Service 고객은 원격 지원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온-프레미스 XenMobile Server 배포의 경우: 원격 지원을 사용하
면 지원 센터 담당자가 관리되는 Windows CE 및 Android 모바일 장치를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스크린캐스트는
Samsung KNOX 장치에서만 지원됩니다. 원격 지원은 클러스터링된 온-프레미스 XenMobile Server 배포에서 지원되지 않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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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솔 기능
관리자는 XenMobile 콘솔에 대한 무제한 액세스 권한을 갖습니다.
대시보드

대시보드는 관리자가 XenMobile 콘솔에 로그온한 후 표시되는 첫 번째 페이지입니다. 대시
보드에는 알림 및 장치에 대한 기본 정보가 표시됩니다.

보고

분석 > 보고 페이지에는 앱 및 장치 배포를 분석할 수 있는 미리 정의된 보고서가 제공됩니
다.

장치

관리 > 장치 페이지에서는 사용자 장치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는 페이지에서 개별 장
치를 추가하거나 장치 프로비저닝 파일을 가져와 한 번에 여러 장치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로컬 사용자 및 그룹

관리 > 사용자 페이지에서는 로컬 사용자 및 로컬 사용자 그룹을 추가, 편집 또는 삭제할 수
있습니다.

등록

관리 > 등록 초대 페이지는 XenMobile에 장치를 등록할 사용자를 초대하는 방법을 관리하는
곳입니다.

정책

구성 > 장치 정책 페이지는 VPN 및 WiFi와 같은 장치 정책을 관리하는 곳입니다.

앱

구성 > 앱 페이지는 관리자가 사용자가 장치에 설치할 수 있는 다양한 앱을 관리하는 곳입니
다.

미디어

구성 > 미디어 페이지는 관리자가 사용자가 장치에 설치할 수 있는 다양한 미디어를 관리하
는 곳입니다.

스마트 동작

구성 > 동작 페이지는 이벤트를 트리거하는 응답을 관리하는 곳입니다.

등록 프로필

구성 > 등록 프로필 페이지에서 관리자는 사용자가 장치를 등록할 때 사용할 등록 프로필(모
드)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배달 그룹

구성 > 배달 그룹 페이지는 관리자가 배달 그룹 및 배달 그룹과 관련된 리소스를 관리하는 곳
입니다.

설정

설정 페이지에서는 클라이언트 및 서버 속성, 인증서 및 자격 증명 공급자 같은 시스템 설정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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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장치
관리자는 장치 제한 사항을 설정하고, 장치에 대한 알림을 설정 및 전송하고, 장치의 앱을 관리하는 등 콘솔을 통해 장치 기능에
액세스합니다.
장치 전체 초기화

장치에서 모든 데이터와 앱을 초기화하며, 장치에 메모리 카드가 있는 경우 메
모리 카드도 초기화합니다.

제한 사항 지우기

하나 이상의 장치 제한 사항을 제거합니다.

장치 선택적 초기화

개인 데이터 및 앱은 그대로 유지하고 장치에서 모든 회사 데이터 및 앱을 초기
화합니다.

위치 보기

장치의 위치를 확인하고 지리적 제한 사항을 설정합니다. 포함 사항: 장치 찾
기, 장치의 위치 보기, 장치 추적, 시간대별 장치 위치 추적

장치 잠금

사용자가 장치를 사용할 수 없도록 원격으로 장치를 잠급니다.

장치 잠금 해제

사용자가 장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원격으로 장치의 잠금을 해제합니다.

컨테이너 잠금

장치에서 회사 컨테이너를 원격으로 잠급니다.

컨테이너 잠금 해제

장치에서 회사 컨테이너를 원격으로 잠금 해제합니다.

컨테이너 암호 재설정

회사 컨테이너 암호를 재설정합니다.

ASM DEP 사용/활성화 잠금 바이패스

활성화 잠금을 사용하면 감독되는 iOS 장치에 바이패스 코드가 저장됩니다. 장
치를 지워야 하는 경우 이 코드를 사용하여 활성화 잠금을 자동으로 지웁니다.

장치 벨 울림

원격으로 Windows 장치의 벨을 5분 동안 최대 볼륨으로 울립니다.

장치 다시 부팅

XenMobile 콘솔에서 Windows 장치를 다시 시작합니다.

장치에 배포

장치에 앱, 알림, 제한 사항 등을 보냅니다.

장치 편집

장치의 설정을 변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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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에 알림

장치에 알림을 보냅니다.

장치 추가/삭제

XenMobile에서 장치를 추가하거나 제거합니다.

장치 가져오기

파일에서 XenMobile로 장치 그룹을 가져옵니다.

장치 테이블 내보내기

장치 페이지에서 장치 정보를 수집하여 .csv 파일로 내보냅니다.

장치 해지

장치가 XenMobile에 연결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앱 잠금

장치의 모든 앱에 대한 액세스를 거부합니다. Android에서는 사용자가
XenMobile에 로그인할 수 없게 됩니다. iOS에서는 사용자가 로그인할 수 있지
만 앱에 액세스할 수 없게 됩니다.

앱 초기화

Android에서는 사용자의 XenMobile 계정이 삭제됩니다. iOS에서는
XenMobile 기능에 액세스할 때 필요한 암호화 키가 삭제됩니다.

소프트웨어 인벤토리 보기

어떤 소프트웨어가 장치에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AirPlay 미러링 요청

AirPlay 스트리밍을 시작하도록 요청합니다.

AirPlay 미러링 중지

AirPlay 스트리밍을 중지합니다.

분실 모드 활성화

관리 페이지의 장치에서 감독되는 장치를 분실 모드로 설정하여 잠금 화면에
서 감독되는 장치를 차단하고 장치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장치를 찾습
니다.

분실 모드 비활성화

장치의 관리 페이지에서 분실 모드로 설정된 장치의 분실 모드를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OS 업데이트 장치

OS 업데이트 제어 장치 정책을 장치에 배포할 수 있습니다.

장치 종료

XenMobile 콘솔에서 iOS 장치를 종료합니다.

장치 다시 시작

XenMobile 콘솔에서 iOS 장치를 다시 시작합니다.

로컬 사용자 및 그룹
관리자는 XenMobile의 관리 > 사용자 페이지에서 로컬 사용자 및 로컬 사용자 그룹을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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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 사용자 추가/삭제

로컬 사용자 편집

로컬 사용자 가져오기

로컬 사용자 내보내기

로컬 사용자 그룹

등록
관리자는 등록 초대를 추가 및 삭제하고, 사용자에게 알림을 보내고, 등록 테이블을 .csv 파일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등록 추가/삭제

사용자 또는 사용자 그룹에 대한 등록 초대를 추가하거나 제거합니다.

사용자 알림

사용자 또는 사용자 그룹에 대한 등록 초대를 보냅니다.

등록 초대 테이블 내보내기

등록 페이지에서 등록 정보를 수집하여 .csv 파일로 내보냅니다.

정책
정책 추가/삭제

장치 또는 앱 정책을 추가하거나 제거합니다.

정책 편집

장치 또는 앱 정책을 변경합니다.

정책 업로드

장치 또는 앱 정책을 업로드합니다.

정책 복제

장치 또는 앱 정책을 복사합니다.

정책 사용 안 함

기존 앱 정책을 사용하지 않도록 설정합니다.

정책 내보내기

장치 정책 페이지에서 장치 정책 정보를 수집하여 .csv 파일로 내보냅니다.

정책 할당

장치 정책을 하나 이상의 배달 그룹에 할당합니다.

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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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는 XenMobile의 구성 > 앱 페이지에서 앱을 관리합니다.
앱 스토어 또는 엔터프라이즈 앱 추가/삭제

공용 앱 스토어 앱 또는 MDX Toolkit으로 래핑되지 않은 앱을 추가하거나
제거합니다.

앱 스토어 또는 엔터프라이즈 앱 편집

공용 앱 스토어 앱 또는 MDX Toolkit으로 래핑되지 않은 앱을 변경합니다.

MDX, 웹 및 SaaS 앱 추가/삭제

MDX Toolkit(MDX 앱)으로 래핑된 앱, 내부 네트워크의 앱(웹 앱) 또는 공용
네트워크(SaaS)의 앱을 XenMobile에 추가하거나 제거합니다.

MDX, 웹 및 SaaS 앱 편집

MDX Toolkit(MDX 앱)으로 래핑된 앱, 내부 네트워크의 앱(웹 앱) 또는 공용
네트워크(SaaS)의 앱을 XenMobile에서 변경합니다.

범주 추가/삭제

XenMobile Store에서 앱을 표시할 수 있는 범주를 추가하거나 삭제합니다.

공용/엔터프라이즈 앱을 배달 그룹에 할당

공용 앱 스토어 앱 또는 MDX Toolkit으로 래핑되지 않은 앱을 배포를 위해
배달 그룹에 할당합니다.

MDX/WebLink/SaaS 앱을 배달 그룹에 할당

MDX Toolkit으로 래핑된 앱(MDX 앱), Single Sign-on이 필요 없는 앱
(WebLink) 또는 공용 네트워크의 앱(SaaS)을 사용자 장치에 배포하기 위해
배달 그룹에 할당합니다.

앱 페이지에서 앱 정보를 수집하여 .csv 파일로 내보냅니다.

앱 테이블 내보내기

미디어
공용 앱 스토어 또는 VPP 라이센스를 통해 취득한 미디어를 관리합니다.
앱 스토어 또는 엔터프라이즈 서적 추가/삭제

공용/엔터프라이즈 서적을 배달 그룹에 할당

앱 스토어 또는 엔터프라이즈 서적 편집

스마트 동작
스마트 동작 추가/삭제

트리거(이벤트, 장치/사용자 속성 또는 설치된 앱 이름) 및 관련 응답에 의해 정의된 동
작을 추가하거나 제거합니다.

스마트 동작 편집

https://docs.citri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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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을 변경합니다.

스마트 동작을 배달 그룹에 할당

사용자 장치에 배포하기 위해 배달 그룹에 동작을 할당합니다.

스마트 동작 내보내기

동작 페이지에서 동작 정보를 수집하여 .csv 파일로 내보냅니다.

배달 그룹
관리자는 구성 > 배달 그룹 페이지에서 배달 그룹을 관리합니다.
배달 그룹 추가/삭제

지정된 사용자 및 선택적인 정책, 앱 및 동작을 추가하는 배달 그룹을 만들거나 제거합
니다.

배달 그룹 편집

기존 배달 그룹을 변경하여, 사용자 및 선택적인 정책, 앱 및 동작을 수정합니다.

배달 그룹 배포

배달 그룹을 사용할 수 있게 만듭니다.

배달 그룹 내보내기

배달 그룹 페이지에서 배달 그룹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csv 파일로 내보냅니다.

등록 프로필
등록 프로필을 관리합니다.
등록 프로필 추가/삭제

등록 프로필 편집

배달 그룹에 등록 프로필 할당

설정
관리자는 설정 페이지에서 다양한 설정을 구성합니다.
RBAC

RBAC 할당, 역할 할당

LDAP

그룹, 사용자 계정 및 관련 속성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하나 이상의 LDAP 호환 디렉터
리(예: Active Directory)를 관리합니다.

라이센스

https://docs.citri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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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사용자 및 자가 지원 포털에 대해 등록 모드를 사용하도록 설정합니다.

릴리스 관리

현재 설치된 릴리스를 확인합니다. 포함 사항: 릴리스 관리 업데이트

인증서

APNS 인증서 편집, 인증서 SSL 수신기

알림 템플릿

자동화 동작이나 등록에서, 아니면 사용자에게 표준 알림 메시지를 제공할 때 사용
할 알림 템플릿을 만듭니다.

워크플로

앱 구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 계정의 만들기, 승인 및 제거를 관리합니다.

자격 증명 공급자

장치 인증서를 발급하도록 승인된 하나 이상의 자격 증명 공급자를 추가합니다. 자
격 증명 공급자는 인증서 형식과 인증서를 갱신하거나 해지하기 위한 조건을 제어
합니다.

PKI 엔터티

공개 키 인프라 엔터티(일반, Microsoft 인증서 서비스 또는 임의의 CA)를 관리합니
다.

PKI 연결 테스트

설정 > PKI 엔터티 페이지의 연결 테스트 단추를 사용하여 서버에 액세스할 수 있
는지 확인합니다.

클라이언트 속성

암호 유형, 강도, 만료 등과 같은 사용자 장치의 다양한 속성을 관리합니다.

클라이언트 지원

사용자가 지원 서비스에 연락할 수 있는 방법(전자 메일, 전화 또는 지원 티켓 전자
메일)을 설정합니다.

XenMobile Store의 사용자 지정 스토어 이름과 기본 스토어 보기를 생성합니다.

클라이언트 브랜딩

XenMobile Store 또는 Secure Hub에 표시되는 사용자 지정 로고를 추가합니다.

이동 통신 사업자 SMS 게이트웨이

이동 통신 사업자의 SMS 게이트웨이를 설정하여 이동 통신 사업자의 SMS 게이트
웨이를 통해 XenMobile이 전송하는 알림을 구성합니다.

알림 서버

사용자에게 전자 메일을 보내도록 SMT P 게이트웨이 서버를 설정합니다.

ActiveSync Gateway

규칙 및 속성을 통해 사용자 및 장치에 대한 사용자 액세스를 관리합니다.

Google Play 자격 증명

Google Play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사용자 이름, 암호 및 장치 ID를 설정합니다.

Apple DEP(장치 등록 프로그램)

XenMobile에 Apple DEP 계정을 추가합니다.

https://docs.citri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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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e Conﬁgurator 장치 등록

XenMobile에서 Apple Conﬁgurator 설정을 구성합니다.

iOS/VPP 설정

Apple Volume Purchase Program 계정을 추가합니다.

모바일 서비스 공급자

모바일 서비스 공급자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BlackBerry 및 기타 Exchange
ActiveSync 장치를 쿼리하고 작업을 실행합니다.

NetScaler Gateway

온-프레미스 XenMobile Server에 해당합니다. NetScaler Gateway를 추가합니다.
인증을 사용할지 여부와 인증 시 사용자 인증서를 푸시할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자
격 증명 공급자를 선택합니다.

네트워크 액세스 제어

장치가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지 확인하고 네트워크에 대한 액세스를 거부하는 조
건을 설정합니다.

Samsung KNOX

XenMobile이 Samsung KNOX 증명 서버 REST API를 쿼리하거나 쿼리하지 않도록
설정합니다.

서버 속성

서버 속성을 추가하거나 수정합니다. 모든 노드에서 XenMobile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Syslog

온-프레미스 XenMobile Server에 해당합니다. 서버 호스트 이름 또는 IP 주소를 사
용하여 시스템 로그(syslog) 서버로 로그 파일을 보냅니다.

XenApp/XenDesktop

사용자가 Secure Hub를 통해 XenApp 및 XenDesktop을 추가하는 것을 허용합니
다.

ShareFile

XenMobile을 ShareFile Enterprise와 함께 사용할 경우: ShareFile 계정 및 관리자
서비스 계정에 연결하여 사용자 계정을 관리하는 설정을 구성합니다. 기존
ShareFile 도메인 및 관리자 자격 증명이 필요합니다. XenMobile과 함께
StorageZone 커넥터를 사용하는 경우: ShareFile StorageZones 커넥터에 정의된
네트워크 공유 및 SharePoint 위치를 가리키도록 XenMobile을 구성합니다.

환경 개선 프로그램

온-프레미스 XenMobile Server에 해당합니다. Citrix로 익명 통계 및 사용 현황 정보
를 보내거나 보내지 않도록 선택합니다.

Microsoft Azure

온-프레미스 XenMobile Server에 해당합니다. XenMobile과 Microsoft Azure를 통
합합니다.

Android for Work

https://docs.citri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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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P(ID 공급자)

ID 공급자를 구성합니다.

파생된 자격 증명

iOS 장치 등록을 위한 파생된 자격 증명을 구성합니다.

XenMobile Tools

XenMobile Tools 페이지에 액세스합니다.

SNMP 구성

XenMobile Server 노드에 대해 SNMP를 사용하도록 설정합니다. 모니터링 사용자
를 편집 또는 추가하고, 트랩 알림이 나타나는 SNMP 관리자를 설정하고, 트랩 간격
과 임계값을 구성합니다.

지원
관리자는 다양한 지원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NetScaler Gateway 연결 확인

IP 주소로 NetScaler Gateway에 대한 다양한 연결 확인을 수행합니다. 사용자 이름 및
암호가 필요합니다.

XenMobile 연결 확인

선택한 XenMobile 기능(예: 데이터베이스, DNS, Google Plan 등)에 대한 연결 확인을
수행합니다.

지원 번들 만들기

온-프레미스 XenMobile Server에 해당합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Citrix 지원에 보낼 파
일을 생성합니다. XenMobile 또는 NetScaler Gateway에 대한 시스템 정보, 로그, 데이
터베이스 정보, 핵심 정보, 추적 파일 및 최신 구성 정보가 포함됩니다.

Citrix 제품 설명서

공개 Citrix XenMobile 설명서 사이트에 액세스합니다.

Citrix Knowledge Center

Citrix 지원 사이트에 액세스하여 기술 자료 문서를 검색합니다.

로그

디버그, 관리자 감사 및 사용자 감사에 대한 로그 파일 세부 정보에 액세스하고 분석합
니다.

클러스터 정보

온-프레미스 XenMobile Server에 해당합니다. 클러스터된 환경의 각 노드에 대한 정보
에 액세스합니다.

가비지 수집

온-프레미스 XenMobile Server에 해당합니다.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메모리 개체에 대
한 정보에 액세스합니다.

Java 메모리 속성

온-프레미스 XenMobile Server에 해당합니다. Java 메모리 사용 현황, 메모리 세부 정보
및 메모리 풀 세부 정보의 스냅샷에 액세스합니다.

https://docs.citri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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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크로

프로필, 정책, 알림 또는 등록 템플릿의 텍스트 필드에 사용자 또는 장치 속성 데이터를
채웁니다. 단일 정책을 구성하여 대규모 사용자 기반에 정책을 배포하고 각 대상 사용
자에게 사용자 관련 값이 표시되게 합니다.

PKI 구성

PKI 구성 정보를 가져오고 내보냅니다.

APNS 서명 유틸리티

APNs(Apple Push Network signing) 인증서에 대한 요청을 제출하거나 iOS용 Secure
Mail APNs 인증서를 업로드합니다.

Citrix Insight Services

다양한 문제에 대한 도움을 받으려면 CIS(Citrix Insight Services)에 로그를 업로드하십
시오.

장치 NetScaler Connector 상태

장치 ActiveSync ID를 기반으로 XenMobile NetScaler Connector로 전송된 장치의 상
태를 XenMobile에 쿼리합니다.

익명화 및 익명화 취소

온-프레미스 XenMobile Server에 해당합니다. XenMobile에서 지원 번들을 만드는 경
우 중요한 사용자, 서버 및 네트워크 데이터가 기본적으로 익명으로 만들어집니다. 지
원의 익명화 및 익명화 취소 페이지에 있는 고급에서 이 동작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로그 설정

로그 수준을 사용자 지정하거나 사용자 지정 로거를 추가합니다.

그룹 액세스 제한
관리 사용자는 모든 사용자 그룹에 권한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장치 프로비저닝 역할
Important
장치 프로비저닝 역할은 Windows CE 장치에만 적용됩니다.

미리 정의된 장치 프로비저닝 역할이 있는 사용자는 콘솔 기능에 제한적으로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러한 사용자
는 권한이 모든 사용자 그룹으로 설정되고 이 설정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콘솔 기능
장치 프로비저닝 사용자는 XenMobile 콘솔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제한적인 액세스 권한을 갖습니다. 기본적으로, 다음 기능 각각
이 사용하도록 설정됩니다.

장치

https://docs.citri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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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 편집

장치의 설정을 변경합니다.

장치 추가/삭제

XenMobile에서 장치를 추가하거나 제거합니다.

설정
장치 프로비저닝 사용자는 설정 페이지에 액세스할 수 있지만 기능을 구성하는 권한이 없습니다.

지원 역할
지원 역할을 가진 사용자는 원격 지원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용자의 권한은 기본적으로 모든 사용자에게 적용되며
이 설정을 편집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 역할
사용자 역할을 가진 사용자는 다음과 같이 XenMobile에 제한적으로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허가된 액세스
자가 지원 포털

사용자는 XenMobile에서 자가 지원 포털에만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콘솔 기능
사용자는 XenMobile 콘솔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제한적인 액세스 권한을 갖습니다.

장치
장치 전체 초기화

장치에서 모든 데이터와 앱을 초기화하며, 장치에 메모리 카드가 있는 경우 메모리 카드
도 초기화합니다.

장치 선택적 초기화

개인 데이터 및 앱은 그대로 유지하고 장치에서 모든 회사 데이터 및 앱을 초기화합니다.

위치 보기

장치의 위치를 확인하고 지리적 제한 사항을 설정합니다. 포함 사항: 장치 찾기, 장치의 위
치 보기, 장치 추적, 시간대별 장치 위치 추적

장치 잠금

장치를 원격으로 잠가 사용할 수 없게 만듭니다.

장치 잠금 해제

장치를 원격으로 잠금 해제하여 사용할 수 있게 만듭니다.

컨테이너 잠금

장치에서 회사 컨테이너를 원격으로 잠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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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잠금 해제

장치에서 회사 컨테이너를 원격으로 잠금 해제합니다.

컨테이너 암호 재설정

회사 컨테이너 암호를 재설정합니다.

ASM DEP 사용/활성화 잠금 바

활성화 잠금을 사용하면 감독되는 iOS 장치에 바이패스 코드가 저장됩니다. 장치를 지워

이패스

야 하는 경우 이 코드를 사용하여 활성화 잠금을 자동으로 지웁니다.

장치 벨 울림

원격으로 Windows 장치의 벨을 5분 동안 최대 볼륨으로 울립니다.

장치 다시 부팅

Windows 장치를 다시 시작합니다.

소프트웨어 인벤토리 보기

어떤 소프트웨어가 장치에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등록
등록 추가/삭제

사용자 또는 사용자 그룹에 대한 등록 초대를 추가하거나 제거합니다.

사용자 알림

사용자 또는 사용자 그룹에 대한 등록 초대를 보냅니다.

그룹 액세스 제한
네 가지 기본 역할 모두에 대해 이 권한은 기본적으로 설정되며 모든 사용자 그룹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역할은 편집할 수 없
습니다.

RBAC를 사용하여 역할 구성
XenMobile의 RBAC(역할 기반 액세스 제어)를 사용하여 미리 정의된 역할 또는 권한 집합을 사용자 및 그룹에 할당할 수 있습니
다. 이러한 권한은 시스템 기능에 대한 사용자 액세스 수준을 제어합니다.
XenMobile은 네 가지 기본 사용자 역할을 구현하여 시스템 기능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논리적으로 분리합니다.
관리자. 전체 시스템 액세스 권한을 부여합니다.
장치 프로비저닝. Windows CE 장치에 대한 기본적인 장치 관리 액세스 권한을 부여합니다.
지원. 원격 지원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부여합니다.
사용자. 장치를 등록할 수 있고 자가 지원 포털에 액세스할 수 있는 사용자가 사용합니다.
또한 기본 역할을 템플릿으로 사용하고, 이 템플릿을 사용자 지정하여 기본 역할에 정의된 기능 이외의 특정 시스템 기능에 액세
스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새로운 사용자 역할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역할은 로컬 사용자(사용자 수준) 또는 Active Directory 그룹(해당 그룹의 모든 사용자가 동일한 권한을 가짐)에 할당할 수 있습
니다. 사용자가 여러 Active Directory 그룹에 속하는 경우 모든 권한이 병합되어 해당 사용자의 권한을 정의합니다. 예를 들어
ADGroupA 사용자가 관리자 장치를 찾을 수 있고, ADGroupB 사용자가 직원 장치를 초기화할 수 있는 경우 두 그룹에 모두 속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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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관리자 및 직원의 장치를 찾고 초기화할 수 있습니다.
참고: 로컬 사용자에게는 하나의 역할만 할당될 수 있습니다.
XenMobile의 RBAC 기능을 사용하여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새 역할을 만듭니다.
역할에 그룹을 추가합니다.
로컬 사용자를 역할에 연결합니다.
1. XenMobile 콘솔에서 오른쪽 위 모서리의 기어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설정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2. 역할 기반 액세스 제어를 클릭합니다. 역할 기반 액세스 제어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이 페이지에는 네 개의 기본 사용자 역할
과 앞서 추가한 모든 역할이 표시됩니다.

역할 옆에 있는 더하기 기호(+)를 클릭하면 다음 그림과 같이 역할이 확장되어 해당 역할에 대한 모든 권한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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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가를 클릭하여 새 사용자 역할을 추가하거나, 기존 역할 오른쪽에 있는 연필 아이콘을 클릭하여 역할을 편집하거나, 이전에
정의한 역할 오른쪽에 있는 휴지통 아이콘을 클릭하여 역할을 삭제합니다. 기본 사용자 역할은 삭제할 수 없습니다.
추가 또는 연필 아이콘을 클릭하면 역할 추가 또는 역할 편집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휴지통 아이콘을 클릭하면 확인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선택한 역할을 제거하려면 삭제를 클릭합니다.
4. 다음과 같은 정보를 입력하여 새 사용자 역할을 만들거나 기존 사용자 역할을 편집합니다.
RBAC 이름: 새 사용자 역할을 설명하는 이름을 입력합니다. 기존 역할의 이름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RBAC 템플릿: 선택적으로, 새 역할의 시작점으로 사용할 템플릿을 클릭합니다. 기존 역할을 편집하는 경우 템플릿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RBAC 템플릿은 기본 사용자 역할입니다. 이러한 템플릿은 해당 역할과 연결된 사용자가 갖는 시스템 기능에 대한 액세스 권한
을 정의합니다. RBAC 템플릿을 선택한 후 허가된 액세스 및 콘솔 기능 필드에서 해당 역할과 연결된 모든 권한을 확인할 수 있
습니다. 템플릿 사용은 선택적입니다. 허가된 액세스 및 콘솔 기능 필드에서 역할에 할당할 옵션을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5. RBAC 템플릿 필드 오른쪽에 있는 적용을 클릭하여 허가된 액세스 및 콘솔 기능 확인란을 선택한 템플릿의 미리 정의된 액세
스 권한과 기능 권한으로 채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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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허가된 액세스 및 콘솔 기능의 확인란을 선택하고 선택 취소하여 역할을 사용자 지정합니다.
콘솔 기능 옆에 있는 삼각형을 클릭하면 해당 기능과 관련된 권한이 선택하거나 선택 취소할 수 있도록 나타납니다. 최상위 수
준 확인란을 클릭하면 해당 콘솔 부분에 대한 액세스가 차단됩니다. 따라서 최상위 수준 아래의 개별 옵션을 선택하여 해당 옵
션을 사용하도록 설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 그림에서 역할에 할당된 사용자의 콘솔에 장치 전체 초기화 및 제한 사항 지
우기 옵션은 나타나지 않지만 확인란이 선택된 옵션은 나타납니다.

7. 권한 적용: 선택한 권한을 적용할 그룹을 선택합니다. 특정 사용자 그룹을 클릭하면 하나 이상의 그룹을 선택할 수 있는 그룹
목록이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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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다음을 클릭합니다. 할당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9. 다음 정보를 입력하여 사용자 그룹에 역할을 할당합니다.
도메인 선택: 목록에서 도메인을 클릭합니다.
사용자 그룹 포함: 검색을 클릭하여 사용 가능한 모든 그룹의 목록을 보거나, 그룹 이름 전체 또는 일부를 입력하여 해당 이름
을 포함하는 그룹으로 목록을 제한합니다.
나타나는 목록에서 역할을 할당할 사용자 그룹을 선택합니다. 사용자 그룹을 선택하면 해당 그룹이 선택된 사용자 그룹 목록
에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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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선택된 사용자 그룹 목록에서 사용자 그룹을 제거하려면 사용자 그룹 이름 옆에 있는 X를 클릭합니다.
10. 저장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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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Feb 21, 20 18

XenMobile에서 다음과 같은 용도로 알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선택적인 사용자 그룹에게 다양한 시스템 관련 기능을 전달합니다. 특정 사용자를 대상으로 이러한 알림을 보낼 수도 있습니
다. 예를 들어 모든 iOS 장치 사용자, 장치가 규정 위반 상태인 사용자, 직원 소유의 장치 사용자 등을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
다.
사용자 및 장치를 등록합니다.
특정 조건이 충족될 때 사용자에게 자동으로 알림을 보냅니다(자동화 동작 사용).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규정 문제로 인해 기업 도메인에서 사용자 장치를 차단할 예정인 경우
장치가 탈옥 또는 루팅된 경우
자동화 동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자동화된 동작을 참조하십시오.
XenMobile에서 알림을 보내려면 게이트웨이 및 알림 서버를 구성해야 합니다. XenMobile에서 알림 서버를 설정하고
SMT P(Simple Mail Transfer Protocol) 및 SMS(Short Message Service) 게이트웨이 서버를 구성하여 사용자에게 전자 메일 및
텍스트(SMS) 알림을 보낼 수 있습니다. 알림을 사용하여 SMT P 또는 SMS의 두 개 채널로 메시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SMT P는 연결 지향적인 텍스트 기반 프로토콜로, 일반적으로 T CP(T ransmission Control Protocol) 연결을 통해 명령 문자열
을 실행하고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메일을 보낸 사람과 메일을 받는 사람이 통신합니다. SMT P 세션은 SMT P
클라이언트(메시지를 보내는 사람)에서 시작된 명령과 이에 대한 SMT P 서버의 응답으로 구성됩니다.
SMS는 전화, 웹 또는 모바일 통신 시스템의 문자 메시지 서비스 구성 요소입니다. SMS는 표준화된 통신 프로토콜을 사용하
여 유선 전화 또는 휴대폰 장치에서 SMS를 교환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XenMobile에서 이동 통신 사업자 SMS 게이트웨이를 설정하여 이동 통신 사업자의 SMS 게이트웨이를 통해 전송되는 알
림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동 통신 사업자는 통신 네트워크를 통한 SMS 전송의 송수신에 SMS 게이트웨이를 사용합니다. 이
러한 텍스트 기반 메시지는 표준화된 통신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유선 전화 또는 휴대폰 장치에서 SMS를 교환할 수 있도록 합니
다.
이 문서에는 다음을 수행하는 방법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SMT P 서버 추가
SMS 게이트웨이 추가
이동 통신 사업자 SMS 게이트웨이 추가
알림 템플릿 만들기 및 업데이트

사전 요구 사항
SMS 게이트웨이를 구성하기 전에 시스템 관리자에게 문의하여 서버 정보를 확인하십시오. SMS 서버가 내부 회사 서버에서
호스트되는지, 호스트되는 전자 메일 서비스의 일부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후자의 경우 서비스 공급자의 웹 사이트에서 정
보를 얻어야 합니다.
사용자에게 메시지를 보내도록 SMT P 알림 서버를 구성합니다. 서버가 내부 서버에서 호스트되는 경우 시스템 관리자에게
구성 정보를 문의하십시오. 서버가 호스트되는 전자 메일 서비스인 경우 서비스 공급자의 웹 사이트에서 해당하는 구성 정보
를 찾으십시오.
한 번에 하나의 SMT P 서버와 하나의 SMS 서버만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네트워크 DMZ에 위치한 XenMobile에서 포트 25를 열어 내부 네트워크의 SMT P 서버를 다시 가리키도록 합니다. 이렇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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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XenMobile에서 성공적으로 알림을 보낼 수 있습니다.

SMTP 서버 및 SMS 게이트웨이 구성
1. XenMobile 콘솔에서 오른쪽 위 모서리의 기어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설정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2. 알림에서 알림 서버를 클릭합니다. 알림 서버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2. 추가를 클릭합니다. SMT P 서버 또는 SMS 게이트웨이를 구성하는 옵션이 포함된 메뉴가 나타납니다.

SMT P 서버를 추가하려면 SMTP 서버를 클릭하고 SMT P 서버를 추가하려면의 단계에 따라 이 설정을 구성합니다.
SMS 게이트웨이를 추가하려면 SMS 게이트웨이를 클릭하고 SMS 게이트웨이를 추가하려면의 단계에 따라 이 설정을 구성
합니다.

SMTP 서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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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설정을 구성합니다.
이름: SMT P 서버 계정에 연결된 이름을 입력합니다.
설명: 필요한 경우 서버의 설명을 입력합니다.
SMTP 서버: 서버의 호스트 이름을 입력합니다. 호스트 이름은 FQDN(정규화된 도메인 이름) 또는 IP 주소일 수 있습니다.
보안 채널 프로토콜: 목록에서 서버가 사용하는 보안 채널 프로토콜에 대해 SSL, TLS 또는 없음을 클릭합니다(보안 인증을 사
용하도록 서버가 구성된 경우). 기본값은 없음입니다.
SMTP 서버 포트: SMT P 서버에서 사용하는 포트를 입력합니다. 기본적으로 포트는 25로 설정됩니다. SMT P 연결에 SSL 보
안 채널 프로토콜이 사용되는 경우 포트는 465로 설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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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켜짐 또는 꺼짐을 선택합니다. 기본값은 꺼짐입니다.
인증을 사용하는 경우 다음 설정을 구성합니다.
사용자 이름: 인증에 사용할 사용자 이름을 입력합니다.
암호: 인증 사용자의 암호를 입력합니다.
Microsof t SPA(보안 암호 인증): SMT P 서버에서 SPA를 사용하는 경우 켜짐을 클릭합니다. 기본값은 꺼짐입니다.
발신자 이름: 클라이언트에서 이 서버의 알림 전자 메일을 수신할 때 보낸 사람 상자에 표시되는 이름을 입력합니다. 예를 들
어, 회사 IT 를 입력합니다.
발신자 전자 메일: 전자 메일 받는 사람이 SMT P 서버에서 보낸 알림에 회신할 때 사용하는 전자 메일 주소를 입력합니다.
2. 구성 테스트를 클릭하여 테스트 전자 메일 알림을 보냅니다.
3. 고급 설정을 확장하고 다음 설정을 구성합니다.
SMTP 재시도 횟수: SMT P 서버에서 보낸 실패한 메시지를 재시도할 횟수를 입력합니다. 기본값은 5입니다.
SMTP 시간 제한: SMT P 요청을 보낼 때 대기할 기간(초)을 입력합니다. 시간 제한으로 인해 메시지 전송이 지속적으로 실패
하는 경우 이 값을 늘립니다. 이 값을 줄일 때는 주의하십시오. 시간 초과로 인해 배달되지 않은 메시지의 수가 늘어날 수 있습
니다. 기본값은 30초입니다.
최대 SMTP 받는 사람 수: SMT P 서버에서 보내는 전자 메일 메시지당 최대 받는 사람 수를 입력합니다. 기본값은 100입니다.
4. 추가를 클릭합니다.

SMS 게이트웨이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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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
XenMobile은 Nexmo SMS 메시지만 지원합니다. Nexmo 메시지 사용을 위한 계정이 없는 경우 웹 사이트를 방문하여 계정을 만드십시
오.

1. 다음 설정을 구성합니다.
이름: SMS 게이트웨이 구성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이것은 필수 필드입니다.
설명: 필요한 경우 구성의 설명을 입력합니다.
키: 계정을 활성화할 때 시스템 관리자가 제공한 숫자 식별자를 입력합니다. 이것은 필수 필드입니다.
암호: 암호 분실 또는 도난 시 계정에 액세스하는 데 사용할 시스템 관리자가 제공한 암호를 입력합니다. 이것은 필수 필드입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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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 전화 번호: 이 필드는 북미 전화 번호(+1 접두사 사용)로 보낼 때 사용합니다. 이 필드에는 Nexmo 가상 전화 번호를 입력
해야 하며 숫자만 사용해야 합니다. Nexmo 웹 사이트에서 가상 전화 번호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HTTPS: SMS 요청을 Nexmo에 전송할 때 HT T PS를 사용할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기본값은 꺼짐입니다.
중요: HT T PS는 꺼짐으로 설정하라는 Citrix 지원의 지침이 없는 한 켜짐으로 설정하십시오.
국가 코드: 목록에서 조직의 받는 사람에 대한 기본 SMS 국가 코드 접두사를 클릭합니다. 이 필드는 항상 + 기호로 시작됩니
다. 기본값은 아프가니스탄 +93입니다.
2. 구성 테스트를 클릭하여 현재 구성으로 테스트 메시지를 보냅니다. 인증, 가상 전화 번호 오류 등과 같은 연결 오류는 즉시 감
지되고 표시됩니다. 휴대폰 간에 전송된 메시지와 같은 시간 내에 메시지가 수신됩니다.
2. 추가를 클릭합니다.

이동 통신 사업자 SMS 게이트웨이 추가
XenMobile에서 이동 통신 사업자의 SMS 게이트웨이를 설정하여 이동 통신 사업자의 SMS 게이트웨이를 통해 전송되는 알림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동 통신 사업자는 SMS(Short Message Service) 게이트웨이를 사용하여 통신 네트워크에서 SMS 전송을
보내거나 받습니다. 이러한 텍스트 기반 메시지는 표준화된 통신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유선 전화 또는 휴대폰 장치에서 SMS를
교환할 수 있도록 합니다.
1. XenMobile 콘솔에서 오른쪽 위 모서리의 기어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설정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2. 알림에서 이동 통신 사업자 SMS 게이트웨이를 클릭합니다. 이동 통신 사업자 SMS 게이트웨이 페이지가 열립니다.

https://docs.citrix.com

© 1999-2017 Citrix Systems, Inc. All rights reserved.

p.329

3.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검색을 클릭하여 자동으로 게이트웨이를 검색합니다. 새로운 이동 통신 사업자가 검색되지 않았음을 나타내거나 등록된 장
치 중에서 검색된 새 이동 통신 사업자를 나열하는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추가를 클릭합니다. 이동 통신 사업자 SMS 게이트웨이 추가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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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XenMobile은 Nexmo SMS 메시지만 지원합니다. Nexmo 메시지 사용을 위한 계정이 없는 경우 웹 사이트를 방문하여 계
정을 만드십시오.
4. 다음 설정을 구성합니다.
이동 통신 사업자: 이동 통신 사업자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게이트웨이 SMTP 도메인: SMT P 게이트웨이에 연결된 도메인을 입력합니다.
국가 코드: 목록에서 이동 통신 사업자의 국가 코드를 클릭합니다.
전자 메일 전송 접두사: 필요한 경우 전자 메일 전송 접두사를 지정합니다.
5. 추가를 클릭하여 새 이동 통신 사업자를 추가하거나 취소를 클릭하여 새 이동 통신 사업자를 추가하지 않습니다.

알림 템플릿 만들기 및 업데이트
XenMobile에서 자동화 동작, 등록 및 사용자에게 보내는 표준 알림 메시지에 사용할 알림 템플릿을 만들거나 업데이트할 수 있
습니다. 세 가지 채널(Secure Hub, SMT P 또는 SMS)을 통해 메시지를 보내는 알림 템플릿을 구성합니다.
XenMobile에는 시스템의 모든 장치에 자동으로 응답하는 서로 다른 이벤트 유형을 반영하는 다수의 미리 정의된 알림 템플릿
이 있습니다.
참고: SMT P 또는 SMS 채널을 사용하여 사용자에게 알림을 보내려는 경우 채널을 설정한 후 활성화해야 합니다. 채널이 설정되
지 않은 경우 알림 템플릿을 추가할 때 채널을 설정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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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XenMobile 콘솔에서 오른쪽 위 모서리의 기어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설정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2. 알림 템플릿을 클릭합니다. 알림 템플릿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알림 템플릿 추가
1. 추가를 클릭합니다. SMS 게이트웨이 또는 SMT P 서버가 설정되지 않은 경우 SMS 및 SMT P 알림의 사용에 관한 메시지가 표
시됩니다. SMT P 서버 또는 SMS 게이트웨이를 지금 설정하거나 나중에 설정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SMS 또는 SMT P 서버 설정을 지금 설정하도록 선택하는 경우 설정 페이지의 알림 서버 페이지로 리디렉션됩니다. 사용할 채널
을 설정한 후 알림 템플릿 페이지로 돌아가서 알림 템플릿 추가 또는 수정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Important
SMS 또는 SMT P 서버 설정을 나중에 설정하도록 선택하는 경우 알림 템플릿을 추가하거나 편집할 때 이러한 채널을 활성화할 수 없으므
로 사용자 알림을 보낼 때 이러한 채널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2. 다음 설정을 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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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템플릿에 대한 설명적 이름을 입력합니다.
설명: 템플릿에 대한 설명을 입력합니다.
유형: 목록에서 알림 유형을 클릭합니다. 선택한 유형에 대해 지원되는 채널만 표시됩니다. 미리 정의된 템플릿인 APNS 인증
서 만료 템플릿만 허용됩니다. 즉, 이 유형의 새 템플릿을 추가할 수 없습니다.
참고: 일부 템플릿 유형의 경우 유형 아래에 수동 보내기 지원이라는 구가 표시됩니다. 이 구는 대시보드 및 장치 페이지의 알림
목록에 있는 템플릿을 사용하여 사용자에게 수동으로 알림을 보낼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모든 채널에서 제목 또는 메시지 필드
에 다음 매크로를 사용하는 템플릿에는 수동 보내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outofcompliance.reason(whitelist_blacklist_apps_name)}
${outofcompliance.reason(smg_block)}
3. 채널에서 이 알림에 사용할 각 채널에 대한 정보를 구성합니다. 일부 또는 모든 채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알림을 보내는 방
법에 따라 다른 채널을 선택합니다.
Secure Hub를 선택하는 경우 iOS 및 Android 장치만 알림을 수신하며 장치의 알림 트레이에 표시됩니다.
SMTP를 선택하는 경우 전자 메일 주소를 등록한 대부분의 사용자가 메시지를 수신합니다.
SMS를 선택하는 경우 SIM 카드가 있는 장치를 사용하는 사용자만 알림을 수신합니다.
Secure Hub:
활성화: 알림 채널을 사용하려면 클릭합니다.
메시지: 사용자에게 보낼 메시지를 입력합니다. Secure Hub를 사용하는 경우 필수 필드입니다. 메시지에서 매크로를 사용하
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매크로를 참조하십시오.
사운드 파일: 목록에서 알림이 수신될 때 울릴 알림 사운드를 클릭합니다.
SMTP:
활성화: 알림 채널을 사용하려면 클릭합니다.
중요: SMT P 서버를 이미 설정한 경우에만 SMT P 알림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보낸 사람: 알림을 보낸 사람을 선택적으로 입력합니다. 이름, 전자 메일 주소 또는 둘 다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받는 사람: 이 필드에는 올바른 SMT P 받는 사람 주소로 알림이 전송되도록 임시 알림을 제외한 모든 알림에 대해 미리 작성
된 매크로가 포함됩니다. 템플릿의 매크로는 수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세미콜론(;)으로 주소를 구분하여 사용자 외에 받
는 사람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예: 회사 관리자). 임시 알림을 보내려면 이 페이지에서 특정 받는 사람을 입력하거나 관리 > 장
치 페이지에서 장치를 선택하고 거기에서 알림을 보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장치를 참조하십시오.
제목: 알림에 대한 설명적인 제목을 입력합니다. 이것은 필수 필드입니다.
메시지: 사용자에게 보낼 메시지를 입력합니다. 메시지에서 매크로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매크로를 참조하
십시오.
SMS:
활성화: 알림 채널을 사용하려면 클릭합니다.
중요: SMS 게이트웨이를 이미 설정한 경우에만 SMS 알림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받는 사람: 이 필드에는 올바른 SMS 받는 사람 주소로 알림이 전송되도록 임시 알림을 제외한 모든 알림에 대해 미리 작성된
매크로가 포함됩니다. 템플릿의 매크로는 수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임시 알림을 보내려면 특정 받는 사람을 입력하거나
관리 > 장치 페이지에서 장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메시지: 사용자에게 보낼 메시지를 입력합니다. 이것은 필수 필드입니다. 메시지에서 매크로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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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은 매크로를 참조하십시오.
5. 추가를 클릭합니다. 모든 채널이 올바르게 구성되면 알림 템플릿 페이지에 SMT P, SMS 및 Secure Hub 순서로 표시됩니다. 올
바르게 구성되지 않은 채널은 올바르게 구성된 채널 뒤에 표시됩니다.
알림 템플릿 편집
1. 알림 템플릿을 선택합니다. 해당 템플릿에 관련된 편집 페이지가 나타나고 거기에서 유형 필드를 제외한 모든 항목을 변경할
수 있으며 채널을 활성화하거나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2. 저장을 클릭합니다.
알림 템플릿 삭제
참고: 추가한 알림 템플릿만 삭제할 수 있으며 미리 정의된 알림 템플릿은 삭제할 수 없습니다.
1. 기존의 알림 템플릿을 선택합니다.
2. 삭제를 클릭합니다. 확인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2. 삭제를 클릭하여 알림 템플릿을 삭제하거나 취소를 클릭하여 알림 템플릿 삭제를 취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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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
Feb 21, 20 18

XenMobile 서버 데이터베이스는 모바일 장치 목록을 저장합니다. 고유 일련 번호 또는 IMEI(International Mobile Station Equipment
Identity)/MEID(Mobile Equipment Identiﬁer)가 각 모바일 장치를 고유하게 정의합니다. XenMobile 콘솔에 장치를 채우려면 수동으로 장치를 추가하거나 파
일에서 장치 목록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장치 프로비저닝 파일 형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장치 프로비저닝 파일 형식을 참조하십시오.
XenMobile 콘솔의 장치 페이지에는 각 장치와 다음과 같은 정보가 나열됩니다.
상태(아이콘이 장치가 탈옥 상태인지, 관리되는 상태인지, Active Sync Gateway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배포 상태를 나타냄)
모드(장치 모드가 MDM, MAM 또는 둘 모두인지 여부)
사용자 이름, 장치 플랫폼, 운영 체제 버전, 장치 모델, 마지막 액세스 및 비활성 일 수 같은 장치에 대한 기타 정보. 이러한 머리글은 기본적으로 표시됩니
다.
장치 테이블을 사용자 지정하려면 마지막 머리글의 아래쪽 화살표를 클릭하십시오. 그런 다음 테이블에 표시할 추가 머리글을 선택하거나 제거할 머리글을
선택 취소합니다.

장치를 수동으로 추가하고, 장치 프로비저닝 파일에서 장치를 가져오고, 장치 세부 정보를 편집하고, 보안 동작을 수행하고, 장치에 알림을 보낼 수 있습니다.
모든 장치 테이블 데이터를 .csv 파일로 내보내 사용자 지정 보고서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서버는 모든 장치 특성을 내보냅니다. 필터를 적용한 경우 .csv 파
일을 만들 때 XenMobile이 필터를 사용합니다.
장치 관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수동으로 장치 추가
장치 프로비저닝 파일에서 장치 가져오기
보안 동작 수행
장치에 알림 보내기
장치 테이블 내보내기
사용자 장치에 수동으로 태그 지정
장치 프로비저닝 파일 형식
장치 속성 이름 및 값

수동으로 장치 추가
1. XenMobile 콘솔에서 관리 > 장치를 클릭합니다. 장치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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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가를 클릭합니다. 장치 추가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3. 다음 설정을 구성합니다.
플랫폼 선택: iOS 또는 Android를 클릭합니다.
일련 번호: 장치 일련 번호를 입력합니다.
IMEI/MEID: Android 장치에만 해당하며, 필요한 경우 장치 IMEI/MEID 정보를 입력합니다.
4. 추가를 클릭합니다. 장치 테이블이 나타나고 목록 맨 아래에 장치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추가한 장치를 선택한 다음 나타나는 메뉴에서 편집을 클릭하여
장치 세부 정보를 보고 확인합니다.
참고: 장치 옆에 있는 확인란을 선택하면 장치 목록 위에 옵션 메뉴가 표시됩니다. 목록에서 아무 위치를 클릭하면 목록의 오른쪽에 옵션 메뉴가 나타납니다.
엔터프라이즈(XME) 또는 MDM 모드로 구성된 XenMobile Server
구성된 LDAP
로컬 그룹 및 로컬 사용자를 사용 중인 경우:
하나 이상의 로컬 그룹.
로컬 그룹에 할당된 로컬 사용자.
배달 그룹은 로컬 그룹과 연결됩니다.
Active Directory를 사용 중인 경우:
배달 그룹은 Active Directory 그룹과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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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일반 페이지에는 일련 번호, ActiveSync ID 및 플랫폼 유형에 대한 기타 정보 같은 장치 식별자가 나열됩니다. 장치 소유권의 경우 회사 또는 BYOD를 선택
합니다.
일반 페이지에는 강력한 ID, 장치 잠금, 활성화 잠금 바이패스 및 플랫폼 유형에 대한 기타 정보 같은 장치 보안 속성도 나열됩니다. 장치 전체 초기화 필드에
는 사용자 PIN 코드가 포함됩니다. 장치가 초기화된 후 사용자는 이 코드를 입력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코드를 잊은 경우 여기서 코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6. 속성 페이지에는 XenMobile이 프로비저닝할 장치 속성이 나열됩니다. 이 목록에는 장치를 추가하는 데 사용된 프로비저닝 파일에 포함된 모든 장치 속성
이 표시됩니다. 속성을 추가하려면 추가를 클릭한 다음 목록에서 속성을 선택합니다. 각 속성에 유효한 값에 대해서는 이 문서의 장치 속성 이름 및 값을 참조
하십시오.
속성을 추가하면 처음에는 속성을 추가한 범주 아래에 나타납니다. 다음을 클릭한 후 속성 페이지로 돌아가면 속성이 해당 목록에 나타납니다.
속성을 삭제하려면 목록 위에 마우스 포인터를 이동하고 오른쪽에 있는 X를 클릭합니다. 항목이 즉시 삭제됩니다.
7. 나머지 장치 세부 정보 섹션에는 장치에 대한 요약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용자 속성: RBAC 역할, 그룹 구성원 자격, VPP 계정 및 사용자 속성을 표시합니다. 이 페이지에서 VPP 계정을 사용 중지할 수 있습니다.
할당된 정책: 배포된 정책, 보류 중인 정책 및 실패한 정책의 수를 포함하여 할당된 정책의 수를 표시합니다. 각 정책에 대해 정책 이름, 유형 및 마지막 배포
정보를 제공합니다.
앱: 마지막 인벤토리에 대한 설치된 앱 배포, 보류 중인 앱 배포 및 실패한 앱 배포의 수를 표시합니다. 앱 이름, 식별자, 유형 및 기타 정보를 제공합니다.
미디어: 마지막 인벤토리에 대해 배포된 미디어 배포, 보류 중인 미디어 배포 및 실패한 미디어 배포의 수를 표시합니다.
동작: 배포된 동작, 보류 중인 동작 및 실패한 동작의 수를 표시합니다. 마지막 배포의 동작 이름 및 시간을 제공합니다.
배달 그룹: 성공한 배달 그룹, 보류 중인 배달 그룹 및 실패한 배달 그룹의 수를 표시합니다. 각 배포에 대해 배달 그룹 이름 및 배포 시간을 제공합니다. 배
달 그룹을 선택하여 상태, 동작 및 채널 또는 사용자를 비롯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합니다.
iOS 프로필: 이름, 유형, 조직 및 설명을 비롯한 마지막 iOS 프로필 인벤토리를 표시합니다.
iOS 프로비전 프로필: UUID, 만료 날짜 및 관리 여부와 같은 엔터프라이즈 배포 프로비전 프로필 정보를 표시합니다.
인증서: 유효하거나, 만료되거나, 해지된 인증서에 대해 유형, 공급자, 발급자, 일련 번호 및 만료 전까지 남은 날짜와 같은 정보를 표시합니다.
연결: 첫 번째 연결 상태 및 마지막 연결 상태를 표시합니다. 각 연결에 대해 사용자 이름, 마지막 두 번째(끝에서 두 번째) 인증 시간 및 마지막 인증 시간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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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M 상태: MDM 상태, 마지막 푸시 시간 및 마지막 장치 회신 시간 같은 정보를 표시합니다.
TouchDown(Android 장치만 해당): 마지막 장치 인증 및 마지막으로 인증된 사용자에 대한 정보를 표시합니다. 적용 가능한 각 정책 이름 및 정책 값을 제
공합니다.

프로비저닝 파일에서 장치 가져오기
이동 통신 사업자 또는 장치 제조업체가 제공한 파일을 가져오거나 고유한 장치 프로비저닝 파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문서의 장치 프로비
저닝 파일 형식을 참조하십시오.
1. 관리 > 장치로 이동하여 가져오기를 클릭합니다. 프로비저닝 파일 가져오기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2. 파일 선택을 클릭한 다음 가져오려는 파일을 찾습니다.
3. 가져오기를 클릭합니다. 장치 테이블에 가져온 파일이 나열됩니다.
4. 장치 정보를 편집하려면 장치를 선택한 다음 편집을 클릭합니다. 장치 세부 정보 페이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수동으로 장치 추가를 참조하십시오.

장치에 알림 보내기
장치 페이지에서 장치에 알림을 보낼 수 있습니다. 알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알림을 참조하십시오.
1. 관리 > 장치 페이지에서 알림을 보낼 하나 이상의 장치를 선택합니다.
2. 알림을 클릭합니다. 알림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받는 사람 필드에 알림을 받을 모든 장치가 나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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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 설정을 구성합니다.
템플릿: 목록에서 보내려는 알림을 유형을 클릭합니다. 임시 템플릿을 제외한 각 템플릿의 경우 제목 및 메시지 필드에 선택한 템플릿에 구성된 텍스트가
표시됩니다.
채널: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기본값은 SMTP 및 SMS입니다. 각 채널의 메시지 형식을 확인하려면 탭을 클릭합니다.
보낸 사람: 선택적 보낸 사람을 입력합니다.
제목: 임시 메시지의 경우 제목을 입력합니다.
메시지: 임시 메시지의 경우 메시지를 입력합니다.
4. 알림을 클릭합니다.

장치 테이블 내보내기
1. 내보내기 파일에 나타날 항목에 따라 장치 테이블을 필터링합니다.
2. 장치 테이블 위에서 내보내기 단추를 클릭합니다. 필터링된 장치 테이블의 정보가 추출되어 .csv 파일로 변환됩니다.
3. 메시지가 표시되면 .csv 파일을 열거나 저장합니다.

사용자 장치에 수동으로 태그 지정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XenMobile에서 장치에 수동으로 태그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초대 기반 등록 프로세스 도중
자가 지원 포털 등록 프로세스 도중
장치 소유권을 장치 속성으로 추가
장치에 회사 소유 또는 직원 소유 태그를 지정하는 옵션도 있습니다. 자가 지원 포털을 사용하여 장치를 자가 등록할 때 장치에 회사 소유 또는 직원 소유 태
그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장치에 수동으로 태그를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1. XenMobile 콘솔의 장치 탭에서 장치에 속성을 추가합니다.
2. 이름이 소유자인 속성을 추가하고 회사 또는 BYOD(직원 소유) 중에서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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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 프로비저닝 파일 형식
여러 모바일 운영자 또는 장치 제조업체에서 인증된 모바일 장치의 목록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목록을 사용하면 긴 모바일 장치 목록을 수동으로 입력할 필
요가 없습니다. XenMobile은 지원되는 세 가지 장치 유형(Android, iOS 및 Windows) 모두에 공통되는 가져오기 파일 형식을 지원합니다.
수동으로 만들며 장치를 XenMobile로 가져오기 위해 사용하는 프로비저닝 파일은 다음과 같은 형식이어야 합니다.
SerialNumber;IMEI;OperatingSystemFamily;propertyName1;propertyValue1;propertyName2;propertyValue2; ... propertyNameN;propertyValueN
참고:
속성 이름 및 값에 대해서는 다음 섹션에서 "장치 속성 이름 및 값"을 참조하십시오.
UT F-8 문자 집합을 사용합니다.
프로비저닝 파일 내에서 필드를 구분하려면 세미콜론(;)을 사용합니다. 필드 자체에 세미콜론이 포함되는 경우 백슬래시 문자(\)로 이스케이프 처리합니다.
다음과 같은 속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propertyV;test;1;2
이 경우 다음과 같이 이스케이프 처리합니다.
propertyV\;test\;1\;2
일련 번호는 iOS 장치 식별자이므로 iOS 장치에는 일련 번호가 필수입니다.
다른 장치 플랫폼의 경우 일련 번호 또는 IMEI를 포함해야 합니다.
OperatingSystemFamily의 유효한 값은 WINDOWS, ANDROID 또는 iOS입니다.
장치 프로비저닝 파일의 예

복사

1050BF3F517301081610065510590391;15244201625379901;WINDOWS;propertyN;propertyV\;test\;1\;2;prop 2

2050BF3F517301081610065510590392;25244201625379902;ANDROID;propertyN;propertyV$*&&ééétest

3050BF3F517301081610065510590393;35244201625379903;iOS;test;

4050BF3F517301081610065510590393;;iOS;test;

;55244201625379903;ANDROID;test.testé;value;

파일의 각 줄은 장치 하나를 기술합니다. 위 샘플에서 첫 번째 항목은 다음과 같은 의미입니다.
SerialNumber: 1050BF3F517301081610065510590391
IMEI: 15244201625379901
OperatingSystemFamily: WINDOWS
ProertyName: propertyN
PropertyValue: propertyV\;test\;1\;2;prop 2

장치 속성 이름 및 값
관리 > 장치 페이지의 속성 이름

장치 프로비저닝 파일에 대한 이름 및 값

값(의미)

값
유형

AIK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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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
계정이 일시 중단되었습니까?

GOOGLE_AW_DIRECTORY_SUSPENDED

문자
열

활성화 잠금 바이패스 코드

ACT IVAT ION_LOCK_BYPASS_CODE

문자
열

활성화 잠금이 사용됨

ACT IVAT ION_LOCK_ENABLED

1(예), 0(아니요)

부울

활성 iTunes 계정

ACT IVE_IT UNES

1(예), 0(아니요)

부울

ActiveSync ID

EXCHANGE_ACT IVESYNC_ID

문자
열

MSP에 알려진 ActiveSync 장치

AS_DEVICE_KNOWN_BY_ZMSP

1(True), 0(False)

부울

관리자 사용 안 함

ADMIN_DISABLED

1(예), 0(아니요)

부울

Amazon MDM API 사용 가능

AMAZON_MDM

1(True), 0(False)

부울

Android for Work 장치 ID

GOOGLE_AW_DEVICE_ID

문자
열

Android for Work에서 활성화된 장치?

GOOGLE_AW_ENABLED_DEVICE

문자
열

Android for Work 설치 유형

GOOGLE_AW_INSTALL_T YPE

DeviceAdministrator(장치

문자

소유자),

열

AvengerManagedProﬁle(작
업이 관리되는 장치),
ManagedProﬁle(작업 프로
필)

스파이웨어 방지 프로그램 서명 상태

ANT I_SPYWARE_SIGNAT URE_STAT US

부울

ANT I_SPYWARE_STAT US

부울

(Windows 10)

스파이웨어 방지 프로그램 상태
(Windows 10)

바이러스 백신 서명 상태

ANT I_VIRUS_SIGNAT URE_STAT US

(Windows 10)

바이러스 백신 상태

ANT I_VIRUS_STAT US

(Windows 10)

Not recent version, Most

문자

recent version 해당 없음

열

ON and monitoring,

문자

Disabled, OFF or not

열

monitoring, Temporarily
not monitoring, N/A

자산 태그

ASSET _TAG

문자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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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업데이트 상태

AUTOUPDAT E_STAT US

문자
열

사용 가능한 RAM

MEMORY_AVAILABLE

정수

사용 가능한 스토리지 공간

TOTAL_DISK_SPACE

정수

BIOS 정보

BIOS_INFO

문자
열

백업 배터리

BACKUP_BAT T ERY_PERCENT

정수

기저대역 펌웨어 버전

MODEM_FIRMWARE_VERSION

문자
열

배터리 상태

BAT T ERY_STAT US

문자
열

배터리 충전

BAT T ERY_CHARGING

1(True), 0(False)

부울

BAT T ERY_CHARGING_STAT US

1(True), 0(False)

부울

(Windows 8.1 Phone)

배터리 충전
(Windows 10)

배터리 잔량

BAT T ERY_EST IMAT ED_CHARGE_REMAINING

정수

(Windows 10)

MSP에 알려진 BES 장치

BES_DEVICE_KNOWN_BY_ZMSP

BES PIN

BES_PIN

1(True), 0(False)

부울

문자
열

BES 서버 에이전트 ID

ENROLLMENT _AGENT _ID

문자
열

BES 서버 이름

BES_SERVER

문자
열

BES 서버 버전

BES_VERSION

문자
열

Bit Locker 상태

WINDOWS_HAS_BIT _LOCKER_STAT US

문자
열

Bluetooth MAC 주소

BLUETOOT H_MAC

문자
열

부팅 디버깅이 사용됩니까?

WINDOWS_HAS_BOOT _DEBUGGING_ENABLED

문자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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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DOWS_HAS_BOOT _MGR_REV_LIST _VERSION

부팅 관리자 수정 목록 버전

문자
열

CARRIER_CODE

이동 통신 사업자 코드

문자
열

CARRIER_SET T INGS_VERSION

이동 통신 사업자 설정 버전

문자
열

GPS_LAT IT UDE_FROM_CELLULAR

셀룰러 위도

문자
열

GPS_LONGIT UDE_FROM_CELLULAR

셀룰러 경도

문자
열

셀룰러 기술

CELLULAR_T ECHNOLOGY

정수

셀룰러 타임스탬프

GPS_T IMESTAMP_FROM_CELLULAR

날짜

다음 로그인 시 암호를 변경하시겠습니까?

GOOGLE_AW_DIRECTORY_CHANGE_PASSWORD_NEXT _LOGIN

문자
열

클라이언트 장치 ID

CLIENT _DEVICE_ID

문자
열

클라우드 백업이 활성화됨

CLOUD_BACKUP_ENABLED

코드 무결성이 사용됩니까?

WINDOWS_HAS_CODE_INT EGRIT Y_ENABLED

1(예), 0(아니요)

부울

문자
열

코드 무결성 수정 목록 버전

WINDOWS_HAS_CODE_INTGT Y_REV_LIST _VERSION

문자
열

색

COLOR

문자
열

CPU 클럭 속도

CPU_CLOCK_SPEED

정수

CPU 유형

CPU_T YPE

문자
열

만든 시간

GOOGLE_AW_DIRECTORY_CREAT ION_T IME

문자
열

현재 이동 통신 사업자 네트워크

CURRENT _CARRIER_NET WORK

문자
열

현재 모바일 국가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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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RENT _MNC

현재 모바일 네트워크 코드

문자
열

DEP 계정 이름

BULK_ENROLLMENT _DEP_ACCOUNT _NAME

DEP 정책

WINDOWS_HAS_DEP_POLICY

문자
열

문자
열

데이터 로밍 허용

DATA_ROAMING_ENABLED

1(예), 0(아니요)

마지막 iCloud 백업 날짜

LAST _CLOUD_BACKUP_DAT E

날짜

설명

DESCRIPT ION

문자

부울

열

장치 등록 프로그램 프로필이 할당됨

PROFILE_ASSIGN_T IME

날짜

장치 등록 프로그램 프로필이 푸시됨

PROFILE_PUSH_T IME

날짜

장치 등록 프로그램 프로필이 제거됨

PROFILE_REMOVE_T IME

날짜

장치 등록 프로그램 등록자

DEVICE_ASSIGNED_BY

문자
열

장치 등록 프로그램 등록 날짜

DEVICE_ASSIGNED_DAT E

날짜

장치 유형

DEVICE_T YPE

문자
열

MODEL_ID

장치 모델

문자
열

DEVICE_NAME

장치 이름

문자
열

방해 금지가 활성화됨

DO_NOT _DIST URB

ELAM 드라이버가 로드되었습니까?

WINDOWS_HAS_ELAM_DRIVER_LOADED

1(예), 0(아니요)

부울

문자
열

ENCRYPT ION_COMPLIANCE

암호화 규정 준수

Encrypted, Not Encrypted

(Windows 10)

문자
열

ENROLLMENT _KEY_GENERAT ION_DAT E

ENROLLMENT _KEY_GENERAT ION_DAT E

날짜

엔터프라이즈 ID

ENT ERPRISE_ID

문자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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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스토리지 1: 사용 가능한 공간

EXT ERNAL_STORAGE1_FREE_SPACE

정수

외부 스토리지 1: 이름

EXT ERNAL_STORAGE1_NAME

문자
열

외부 스토리지 1: 총 공간

EXT ERNAL_STORAGE1_TOTAL_SPACE

정수

외부 스토리지 2: 사용 가능한 공간

EXT ERNAL_STORAGE2_FREE_SPACE

정수

외부 스토리지 2: 이름

EXT ERNAL_STORAGE2_NAME

문자
열

외부 스토리지 2: 총 공간

EXT ERNAL_STORAGE2_TOTAL_SPACE

외부 스토리지가 암호화됨

EXT ERNAL_ENCRYPT ION

방화벽 상태

FIREWALL_STAT US

정수

1(예), 0(아니요)

부울

문자

(Windows 8.1 Phone)

방화벽 상태

열

DEVICE_FIREWALL_STAT US

(Windows 10)

On and monitoring,

문자

Disabled, Off or not

열

monitoring, Temporarily
not monitoring, N/A

펌웨어 버전

FIRMWARE_VERSION

문자
열

첫 번째 동기화

ZMSP_FIRST _SYNC

날짜

GPS 고도

GPS_ALT IT UDE_FROM_GPS

문자
열

GPS 위도

GPS_LAT IT UDE_FROM_GPS

문자
열

GPS 경도

GPS_LONGIT UDE_FROM_GPS

문자
열

GPS 타임스탬프

GPS_T IMESTAMP_FROM_GPS

날짜

Google Directory 별칭

GOOGLE_AW_DIRECTORY_GOOGLE_ALIAS

문자
열

Google Directory 패밀리 이름

GOOGLE_AW_DIRECTORY_FAMILY_NAME

문자
열

Google Directory 이름

GOOGLE_AW_DIRECTORY_NAME

문자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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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gle Directory 기본 전자 메일

GOOGLE_AW_DIRECTORY_PRIMARY

문자
열

Google Directory 사용자 ID

GOOGLE_AW_DIRECTORY_USER_ID

문자
열

HAS_CONTAINER

HAS_CONTAINER

HTC API 버전

HTC_MDM_VERSION

1(예), 0(아니요)

부울

문자
열

HTC MDM API 사용 가능

HTC_MDM

1(예), 0(아니요)

하드웨어 암호화 기능

HARDWARE_ENCRYPT ION_CAPS

정수

현재 로그온되어 있는 iTunes 스토어 계정

IT UNES_STORE_ACCOUNT _HASH

문자

부울

의 해시

홈 이동 통신 사업자 네트워크

열

SIM_CARRIER_NET WORK

문자
열

홈 모바일 국가 코드

SIM_MCC

정수

홈 모바일 네트워크 코드

SIM_MNC

문자
열

ICCID

ICCID

문자
열

IMEI/MEID 번호

IMEI

문자
열

IMSI

IMSI

문자
열

IP 위치

IP_LOCAT ION

문자
열

ID

AS_DEVICE_IDENT IT Y

문자
열

내부 스토리지가 암호화됨

LOCAL_ENCRYPT ION

IPV4 주소

IP_ADDRESSV4

1(True), 0(False)

부울

문자

(Windows 10)

IPV6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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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dows 10)
실행 시간

열
WINDOWS_HAS_ISSUED_AT

문자
열

탈옥/루팅

ROOT _ACCESS

커널 디버깅이 사용됩니까?

WINDOWS_HAS_OS_KERNEL_DEBUGGING_ENABLED

1(예), 0(아니요)

부울

문자
열

키오스크 모드

IS_KIOSK

마지막으로 알려진 IP 주소

LAST _IP_ADDR

1(True), 0(False)

부울

문자
열

마지막 정책 업데이트 시간

LAST _POLICY_UPDAT E_T IME

날짜

마지막 동기화

ZMSP_LAST _SYNC

날짜

로케이터 서비스 사용

DEVICE_LOCATOR

1(예), 0(아니요)

부울

MAC 주소 네트워크 연결

MAC_NET WORK_CONNECT ION

1(예), 0(아니요)

부울

MAC_ADDRESS_T YPE

Unknown, LAN, WLAN

문자

(Windows 10)

MAC 주소 유형
(Windows 10)

MDX_SHARED_ENCRYPT ION_KEY

열

MDX_SHARED_ENCRYPT ION_KEY

문자
열

MEID

MEID

문자
열

사서함 설정

GOOGLE_AW_DIRECTORY_MAILBOX_SET UP

문자
열

기본 배터리

MAIN_BAT T ERY_PERCENT

정수

휴대폰 번호

T EL_NUMBER

문자
열

모델 ID

SYST EM_OEM

문자
열

모델 번호

MODEL_NUMBER

문자
열

네트워크 어댑터 유형

NET WORK_ADAPT ER_T YPE

문자
열

https://docs.citrix.com

© 1999-2017 Citrix Systems, Inc. All rights reserved.

p.347

NitroDesk TouchDown이 설치됨

TOUCHDOWN_FIND

1(True), 0(False)

부울

NitroDesk TouchDown이 MDM을 통해 라

TOUCHDOWN_LICENSED_VIA_MDM

1(True), 0(False)

부울

이센스 부여됨

운영 체제 빌드

SYST EM_OS_BUILD

문자
열

운영 체제 버전

OS_EDIT ION

문자

(Windows 10)

운영 체제 언어(로캘)

열

SYST EM_LANGUAGE

문자
열

운영 체제 버전

SYST EM_OS_VERSION

문자
열

조직 주소

ORGANIZAT ION_ADDRESS

문자
열

조직 전자 메일

ORGANIZAT ION_EMAIL

문자
열

조직 매직

ORGANIZAT ION_MAGIC

문자
열

조직 이름

ORGANIZAT ION_NAME

문자
열

조직 전화 번호

ORGANIZAT ION_PHONE

문자
열

기타

OT HER

문자
열

규정 위반

OUT _OF_COMPLIANCE

1(True), 0(False)

부울

소유자

CORPORAT E_OWNED

1(회사), 0(BYOD)

부울

PCR0

WINDOWS_HAS_PCR0

문자
열

지오펜스의 PIN 코드

PIN_CODE_FOR_GEO_FENCE

문자
열

암호 규정 준수

PASSCODE_IS_COMPLIANT

1(예), 0(아니요)

부울

구성을 준수하는 암호

PASSCODE_IS_COMPLIANT _WIT H_CFG

1(예), 0(아니요)

부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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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암호

PASSCODE_PRESENT

1(예), 0(아니요)

부울

경계 위반

GPS_PERIMET ER_BREACH

1(예), 0(아니요)

부울

개인 핫스폿이 활성화됨

PERSONAL_HOT SPOT _ENABLED

1(예), 0(아니요)

부울

플랫폼

SYST EM_PLAT FORM

문자
열

플랫폼 API 수준

API_LEVEL

정수

정책 이름

POLICY_NAME

문자
열

기본 전화 번호

IDENT IT Y1_PHONENUMBER

문자
열

기본 SIM 이동 통신 사업자 운영자

IDENT IT Y1_CARRIER_NET WORK_OPERATOR

문자

(Windows 10)

기본 SIM ICCID

열

IDENT IT Y1_ICCID

문자

(Windows 10)

기본 SIM 카드 IMEI

열

IDENT IT Y1_IMEI

문자
열

기본 SIM 카드 IMSI

IDENT IT Y1_IMSI

문자
열

기본 SIM 카드 로밍

IDENT IT Y1_ROAMING

1(True), 0(False)

부울

기본 SIM 로밍 규정 준수

IDENT IT Y1_ROAMING_COMPLIANCE

1(True), 0(False)

부울

(Windows 10)

제품 이름

PRODUCT _NAME

문자
열

게시자 장치 ID

PUBLISHER_DEVICE_ID

문자
열

재설정 횟수

WINDOWS_HAS_RESET _COUNT

문자
열

다시 시작 횟수

WINDOWS_HAS_RESTART _COUNT

문자
열

SBCP 해시

WINDOWS_HAS_SBCP_HASH

문자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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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S 지원

IS_SMS_CAPABLE

안전 모드가 사용됩니까?

WINDOWS_HAS_SAFE_MODE

1(True), 0(False)

부울

문자
열

Samsung KNOX API 사용 가능

SAMSUNG_KNOX

Samsung KNOX API 버전

SAMSUNG_KNOX_VERSION

1(True), 0(False)

부울

문자
열

Samsung KNOX 증명

SAMSUNG_KNOX_AT T EST ED

Samsung KNOX 증명 업데이트 날짜

SAMSUNG_KNOX_AT T _UPDAT ED_T IME

Samsung SAFE API 사용 가능

SAMSUNG_MDM

Samsung SAFE API 버전

SAMSUNG_MDM_VERSION

1(통과), 0(실패)

부울

날짜

1(True), 0(False)

부울

문자
열

화면: X축 해상도

SCREEN_XDPI

정수
(PPI)

화면: Y축 해상도

SCREEN_YDPI

정수
(PPI)

화면: 높이

SCREEN_HEIGHT

정수
(픽
셀)

화면: 색상 수

SCREEN_NB_COLORS

정수

화면: 크기

SCREEN_SIZE

10진
수
(인
치)

화면: 너비

SCREEN_WIDT H

정수
(픽
셀)

보조 전화 번호

IDENT IT Y2_PHONENUMBER

문자
열

보조 SIM 카드 IMEI

IDENT IT Y2_IMEI

문자
열

보조 SIM 카드 IMSI

IDENT IT Y2_IMSI

문자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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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 SIM 카드 로밍

IDENT IT Y2_ROAMING

보안 부팅이 사용됩니까?

WINDOWS_HAS_SECURE_BOOT _ENABLED

1(True), 0(False)

부울

문자

(Windows 8.1 Phone)

보안 부팅 상태

열

SECURE_BOOT _STAT E

(Windows 10)

SecureContainer 사용

Not supported, Enabled,

문자

Disabled

열

WINDOWS_HAS_BIT _LOCKER_STAT US

문자
열

일련 번호

SERIAL_NUMBER

문자
열

Sony Enterprise API 사용 가능

SONY_MDM

Sony Enterprise API 버전

SONY_MDM_VERSION

1(True), 0(False)

부울

문자
열

감독됨

감독됨

일시 중단 이유

GOOGLE_AW_DIRECTORY_SUSPENT ION_REASON

1(예), 0(아니요)

부울

문자
열

무단 변경된 상태

TAMPERED_STAT US

문자
열

약관

T ERMS_AND_CONDIT IONS

문자
열

약관에 동의하십니까?

GOOGLE_AW_DIRECTORY_AGREED_TO_T ERMS

문자
열

테스트 서명이 사용됩니까?

WINDOWS_HAS_T EST _SIGNING_ENABLED

문자
열

총 RAM

MEMORY

정수

총 스토리지 공간

FREEDISK

정수

T PM 버전

T PM_VERSION

문자

(Windows 10)

UDID

열

UDID

문자
열

사용자 계정 제어 상태

UAC_STAT US

(Windows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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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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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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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에이전트

USER_AGENT

문자
열

사용자 정의 #1

USER_DEFINED_1

문자
열

사용자 정의 #2

USER_DEFINED_2

문자
열

사용자 정의 #3

USER_DEFINED_3

문자
열

사용자 언어(로캘)

USER_LANGUAGE

문자
열

VSM이 사용됩니까?

WINDOWS_HAS_VSM_ENABLED

문자
열

공급업체

VENDOR

문자
열

음성 지원

IS_VOICE_CAPABLE

1(True), 0(False)

부울

음성 로밍 허용

VOICE_ROAMING_ENABLED

1(예), 0(아니요)

부울

WINDOWS_ENROLLMENT _KEY

WINDOWS_ENROLLMENT _KEY

문자
열

WNS 알림 상태

WNS_PUSH_STAT US

문자
열

WNS 알림 URL

PROPERT Y_WNS_PUSH_URL

문자
열

WNS 알림 URL 만료 날짜

PROPERT Y_WNS_PUSH_URL_EXPIRY

문자
열

WiFi MAC 주소

WIFI_MAC

문자
열

WinPE가 사용됩니까?

WINDOWS_HAS_WINPE

문자
열

XenMobile 에이전트 ID

AGENT _ID

문자
열

XenMobile 에이전트 수정

EW_REVISION

문자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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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enMobile 에이전트 버전

EW_VERSION

문자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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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veSync Gateway
Feb 21, 20 18

ActiveSync는 Microsoft에서 개발한 모바일 데이터 동기화 프로토콜입니다. ActiveSync는 핸드헬드 장치 및 데스크톱(또는 랩
톱) 컴퓨터와 데이터를 동기화합니다.
XenMobile에서 ActiveSync Gateway 규칙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칙에 따라 장치에서 ActiveSync 데이터에 대한 액세
스를 허용하거나 거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락된 필수 앱 규칙을 활성화하면 XenMobile은 필수 앱에 대해 앱 액세스 정
책을 확인하고 필수 앱이 누락된 경우 ActiveSync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를 거부합니다. 각 규칙에 대해 허용 또는 거부 중 하나
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본 설정은 허용입니다.
앱 액세스 장치 정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앱 액세스 장치 정책을 참조하십시오.
XenMobile은 다음 규칙을 지원합니다.
익명 장치: 장치가 익명 모드인지 확인합니다. 이 확인은 장치가 다시 연결할 때 XenMobile이 사용자를 다시 인증할 수 없는 경
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Samsung KNOX 증명 실패: 장치가 Samsung KNOX 증명 서버의 쿼리에 실패했는지 확인합니다.
금지된 앱: 장치에 앱 액세스 정책에 정의된 금지된 앱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암시적 허용 및 거부: 이 동작이 ActiveSync Gateway의 기본값입니다. 게이트웨이는 다른 필터 규칙 기준을 충족시키지 않는
모든 장치의 장치 목록을 만들고 해당 목록을 기반으로 연결을 허용하거나 거부합니다. 일치하는 규칙이 없으면 기본값은 암시
적 허용입니다.
비활성 장치: Server Properties(서버 속성)의 Device Inactivity Days T hreshold(장치 비활성 일 수 임계값) 설정에 정의된 대로 장
치가 비활성 상태인지 확인합니다.
누락된 필수 앱: 앱 액세스 정책에 정의된 대로, 장치에 필수 앱이 누락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비추천 앱: 앱 액세스 정책에 정의된 대로, 장치에 비추천 앱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암호: 사용자 암호가 규정을 준수하는지 확인합니다. iOS 및 Android 장치에서 XenMobile은 현재 장치에
있는 암호가 장치로 보낸 암호 정책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iOS에서는 XenMobile이 암호 정책을
장치에 보내는 경우 60분 내에 암호를 설정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암호를 설정하기 전에 암호가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수 있습
니다.
규정 위반 장치: 규정 위반 장치 속성에 따라 장치가 규정을 위반하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 속성은 대개 자동화된 동작이나
XenMobile API를 활용하는 제3자에 의해 변경됩니다.
해지된 상태: 장치 인증서가 해지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해지된 장치는 다시 권한이 부여될 때까지 다시 등록할 수 없습
니다.
루팅된 Android 및 탈옥 iOS 장치: Android 또는 iOS 장치가 탈옥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관리되지 않는 장치: 장치가 여전히 XenMobile 제어 하에 관리되는 상태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MAM 모드에서 실행
중인 장치나 등록되지 않은 장치는 관리되지 않습니다.
Android 도메인 사용자를 ActiveSync Gateway로 보내기: XenMobile이 Android 장치 정보를 ActiveSync Gateway로 보내도
록 하려면 예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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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veSync Gateway 설정을 구성하려면
1. XenMobile 콘솔에서 오른쪽 위 모서리의 기어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설정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2. 서버 아래에서 ActiveSync Gateway를 클릭합니다. ActiveSync Gateway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3. Activate the f ollowing rules(다음 규칙 활성화)에서 활성화하려는 하나 이상의 규칙을 선택합니다.
4. Android만의 Android 도메인 사용자를 ActiveSync Gateway로 보내기에서 예를 클릭하여 XenMobile이 Android 장치 정
보를 ActiveSync Gateway로 보내도록 합니다.
5. 저장을 클릭합니다.

https://docs.citrix.com

© 1999-2017 Citrix Systems, Inc. All rights reserved.

p.355

Android for Work
Feb 21, 20 18

Android for Work는 Android 5.0 이상을 실행하는 Android 장치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보안 작업 공간입니다. 작업 공간은 개인 계정, 앱 및 데이터로부터 비즈니스
계정, 앱 및 데이터를 분리합니다. XenMobile에서는 사용자가 자신의 장치에 별도의 작업 프로필을 만들게 하여 BYOD(Bring Your Own Device) 및 회사 소유
Android 장치를 모두 관리할 수 있습니다. 하드웨어 암호화와 배포하는 정책을 결합하여 장치에서 회사 영역과 개인 영역을 안전하게 분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개인 영역에 영향을 주지 않고 모든 회사 정책, 앱 및 데이터를 원격으로 관리하거나 초기화할 수 있습니다. 지원되는 Android 장치에 대한 자세한 내용
은 Google Android Enterprise 웹 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Google Play를 사용하여 장치의 Android for Work 작업 공간에 배포할 앱을 추가, 구매 및 승인합니다. Google Play를 사용하여 공용 앱과 타사 앱뿐만 아니라 개
인 Android 앱도 배포할 수 있습니다. XenMobile에 Android for Work용으로 유료 공용 앱 스토어 앱을 추가할 경우 대량 구매 라이센스 상태를 검토할 수 있습니
다. 이 상태는 사용 가능한 총 라이센스 수, 현재 사용 중인 라이센스 수 및 라이센스를 사용하고 있는 각 사용자의 전자 메일 주소입니다. XenMobile에 앱을 추가
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XenMobile에 공용 앱 스토어 앱을 추가하려면을 참조하십시오.

Android for Work 설정
이제 XenMobile에서 조직의 Android for Work를 간편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XenMobile 관리 도구를 사용하여 Google Play를 통해 XenMobile을 엔터프라이
즈 모빌리티 관리 공급자로 바인딩하고 Android for Work용 엔터프라이즈를 생성합니다.
참고: G Suite 고객의 경우 "G Suite 고객을 위한 레거시 Android for Work"를 참조하십시오.
다음이 필요합니다.
• XenMobile Tools 로그인을 위한 Citrix 계정 자격 증명
• Google Play 로그인을 위한 회사 Google ID 자격 증명
1. XenMobile 콘솔에서 오른쪽 위 모서리의 기어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설정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2.설정 페이지에서 Android f or Work 를 클릭합니다.

3. XenMobile 설정의 Android for Work 페이지에서 XenMobile Tools 로 이동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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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메시지가 표시되면 Citrix 계정에 로그인합니다.
5. XenMobile Tools 관리의 Android for Work 페이지에서 Google P lay 로 이동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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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Google Play에서 Citrix를 조직의 엔터프라이즈 모빌리티 관리로 등록합니다.
a. 조직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b. Citrix가 엔터프라이즈 모빌리티 관리로 표시되는지 확인합니다.
c. 약관에 동의합니다.
d. 확인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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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표시되는 페이지에서 등록 완료를 클릭합니다.

파일이 생성되면 다운로드한 후 XenMobile에 업로드합니다.

7. XenMobile Tools 관리의 Android for Work 페이지에서 다운로드를 클릭합니다.
8. 파일 암호화에 사용할 암호를 생성합니다. 이 작업은 파일을 업로드할 때 다시 수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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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XenMobile 로 돌아가기를 클릭합니다.
10. XenMobile 설정의 Android for Work 페이지에서 파일 업로드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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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다운로드한 파일을 찾아보고 생성한 암호를 입력합니다. 업로드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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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Android for Work에 대한 엔터프라이즈 ID가 추가되었습니다. Android of Work를 사용하려면 Android f or Work 사용을 예로 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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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Suite 고객을 위한 레거시 Android for Work
G Suite 고객은 레거시 Android for Work에 대한 레거시 Android for Work 설정을 사용해야 합니다.
레거시 Android for Work 요구 사항:
공개적으로 액세스할 수 있는 도메인
Google 관리자 계정
관리되는 프로필을 지원하고 Android 5.0 Lollipop 이상을 실행 중인 장치
Google Play가 설치된 Google 계정
장치에 설정된 작업 프로필
레거시 Android for Work를 구성하려면 XenMobile 설정의 Android for Work 페이지에서 레거시 Android f or Work 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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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oid for Work 계정을 만듭니다.
Android for Work 계정을 설정하려면 먼저 다음 사전 요구 사항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Google에서 이미 도메인 이름을 확인한 경우 Android for Work 서비스 계정 설정 및 Android for Work 인증서 다운로드 단계로 건너뛸 수 있습니다.
1. https://www.google.com/a/signup/?enterprise_product=ANDROID_WORK로 이동합니다.
관리자 및 회사 정보를 입력하는 다음과 같은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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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리자 사용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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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리자 계정 정보와 더불어 회사 정보를 입력합니다.

프로세스의 첫 번째 단계가 완료되면 다음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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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메인 소유권 확인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하여 Google이 도메인을 확인할 수 있게 만듭니다.
T XT 또는 CNAME 레코드를 도메인 호스트의 웹 사이트에 추가합니다.
도메인의 웹 서버에 HT ML 파일을 업로드합니다.
홈 페이지에 태그를 추가합니다. 첫 번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문서에서는 도메인 소유권을 확인하는 단계를 다루지 않습니다. 필요한 정보는
https://support.google.com/a/answer/6095407/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1. St art (시작)를 클릭하여 도메인 확인을 시작합니다.
Verif y domain ownership(도메인 소유권 확인)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페이지의 지침에 따라 도메인을 확인합니다.
2. Verif y(확인)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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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Google이 도메인 소유권을 확인합니다.

4. 확인이 성공하면 다음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Cont inue(계속)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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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Citrix에 제공하고 Android for Work 설정을 구성할 때 사용하는 EMM 바인딩 토큰이 만들어집니다. 토큰을 복사하여 저장합니다. 나중에서 설정 절차에서 이
토큰이 필요합니다.

6. F inish(마침)를 클릭하여 Android for Work 설정을 완료합니다. 도메인을 확인했음을 나타내는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Android for Work 서비스 계정을 만든 후 Google 관리 콘솔에 로그인하여 모바일 관리 설정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Android for Work 서비스 계정 설정 및 Android for Work 인증서 다운로드
XenMobile이 Google Play 및 디렉터리 서비스에 액세스할 수 있게 하려면 개발자를 위한 Google 프로젝트 포털을 사용하여 서비스 계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
서비스 계정은 XenMobile과 Android용 Google 서비스 사이의 서버 간 통신에 사용됩니다. 사용되는 인증 프로토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tps://developers.google.com/identity/protocols/OAuth2ServiceAccount를 참조하십시오.
1. 웹 브라우저에서 https://console.cloud.google.com/project로 이동하여 Google 관리자 자격 증명으로 로그인합니다.
2. P roject s(프로젝트) 목록에서 Creat e P roject (프로젝트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3. P roject name(프로젝트 이름)에 프로젝트 이름을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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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시보드에서 Use Google AP Is(Google AP I 사용)를 클릭합니다.

5. Library(라이브러리)를 클릭하고 Search(검색)에 EMM 을 입력한 다음 검색 결과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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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Overview(개요) 페이지에서 Enable(사용)을 클릭합니다.

7. Google P lay EMM AP I 옆에서 Go t o Credent ials(자격 증명으로 이동)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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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Add credent ials t o our project (프로젝트에 자격 증명 추가) 목록의 1단계에서 service account (서비스 계정)를 클릭합니다.

9. Service Account s(서비스 계정) 페이지에서 Creat e Service Account (서비스 계정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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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Creat e service account (서비스 계정 만들기)에서 계정 이름을 지정하고 F urnish a new privat e key(새 개인 키 준비)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P 12 를 클릭
하고 Enable Google Apps Domain-wide Delegat ion(Google Apps 도메인 전체 위임 사용) 확인란을 선택한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Creat e(만들기)

인증서(P12 파일)가 컴퓨터에 다운로드됩니다. 인증서를 안전한 위치에 저장합니다.
11. Service account creat ed(서비스 계정 만들어짐) 확인 페이지에서 Close(닫기)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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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P ermissions(권한)에서 Service account s(서비스 계정)를 클릭한 다음 서비스 계정의 Opt ions(옵션)에서 View Client ID(클라이언트 ID 보기)를 클릭합
니다.

13. Google 관리 콘솔의 계정 승인에 필요한 세부 정보가 표시됩니다. Client ID(클라이언트 ID) 및 Service account ID(서비스 계정 ID)를 나중에 정보를 검
색할 수 있는 위치에 복사합니다. 허용 목록에 등록하기 위해 Citrix 지원에 도메인 이름을 보낼 때 이 정보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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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Library(라이브러리) 페이지에서 Admin SDK 를 검색한 다음 검색 결과를 클릭합니다.

15. Overview(개요) 페이지에서 Enable(사용)을 클릭합니다.

16. 도메인에 대한 Google 관리 콘솔을 연 다음 Securit y(보안)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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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Set t ings(설정) 페이지에서 Show more(자세히 표시)를 클릭한 다음 Advanced set t ings(고급 설정)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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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Manage AP I client access(AP I 클라이언트 액세스 관리)를 클릭합니다.

https://docs.citrix.com

© 1999-2017 Citrix Systems, Inc. All rights reserved.

p.377

19. Client Name(클라이언트 이름)에 앞서 저장한 클라이언트 ID를 입력하고, One or More AP I Scopes(하나 이상의 AP I 범위)에
https://www.googleapis.com/auth/admin.directory.user를 입력한 다음 Aut horize(승인)를 클릭합니다.

XenMobile을 사용하여 Android 장치를 관리하려면 먼저 Citrix 기술 지원 팀에 연락하여 도메인 이름, 서비스 계정 및 바인딩 토큰을 제공해야 합니다. Citrix는 해
당 토큰을 사용자의 EMM(엔터프라이즈 모빌리티 관리) 공급자로 XenMobile에 바인딩합니다. Citrix 기술 지원 팀의 연락처 정보: Citrix 기술 지원 팀
1. 바인딩을 확인하려면 Google Admin 포털에 로그인한 다음 Securit y(보안)를 클릭합니다.
2. Manage EMM provider f or Android(Android 용 EMM 공급자 관리)를 클릭합니다.
Google Android for Work 계정이 EMM 공급자로 Citrix에 바인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큰 바인딩을 확인한 후 XenMobile 콘솔을 사용하여 Android 장치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14단계에서 생성한 P12 인증서를 가져옵니다. Android for Work 서버
설정을 지정하고, SAML 기반 SSO(Single Sign On)를 사용하도록 설정하고, Android for Work 장치 정책을 하나 이상 정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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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oid for Work P12 인증서를 가져오려면 다음 단계를 따르십시오.
1. XenMobile 콘솔에 로그인합니다.
2. 콘솔의 오른쪽 위 모서리에 있는 기어 아이콘을 클릭하여 설정 페이지를 연 다음 인증서를 클릭합니다. 인증서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3. 가져오기를 클릭합니다. 가져오기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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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설정을 구성합니다.
가져오기: 목록에서 키 저장소를 클릭합니다.
키 저장소 유형: 목록에서 P KCS#12 를 클릭합니다.
용도: 목록에서 서버를 클릭합니다.
키 저장소 파일: 찾아보기를 클릭하고 P12 인증서를 찾아 선택합니다.
암호: 키 저장소 암호를 입력합니다.
설명: 인증서에 대한 선택적 설명을 입력합니다.
4. 가져오기를 클릭합니다.

1. XenMobile 콘솔에서 오른쪽 위 모서리의 기어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설정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2. 서버 아래에서 Android f or Work 를 클릭합니다. Android f or Work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다음 설정을 구성합니다.
도메인 이름: Android for Work 도메인 이름을 입력합니다(예: domain.com).
도메인 관리자 계정: 도메인 관리자 사용자 이름을 입력합니다(예: Google 개발자 포털에 사용되는 전자 메일 계정).
서비스 계정 ID : 서비스 계정 ID를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Google 서비스 계정에 연결된 전자 메일
(serviceaccountemail@xxxxxxxxx.iam.gserviceaccount.com)을 입력합니다.
Android f or Work 사용: Android for Work 사용 여부를 설정하려면 클릭합니다.
3. 저장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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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XenMobile 콘솔에 로그인합니다.
2. 콘솔 오른쪽 위 모서리에서 기어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설정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3. 인증서를 클릭합니다. 인증서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3. 인증서 목록에서 SAML 인증서를 클릭합니다.
4. 내보내기를 클릭하고 인증서를 컴퓨터에 저장합니다.
5. Android for Work 관리자 자격 증명을 사용하여 Google Admin 포털에 로그인합니다. 포털 액세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Google Admin 포털을 참조하십시오.
6. Securit y(보안)를 클릭합니다.

7. Securit y(보안) 아래에서 Set up single sign-on (SSO)(SSO(Single Sign-On) 설정)을 클릭한 후 다음과 같은 설정을 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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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gn-in page URL(로그인 페이지 URL): 사용자가 시스템 및 Google Apps에 로그인할 수 있는 URL을 입력합니다. 예:https:///aw/saml/signin.
Sign out page URL(로그아웃 페이지 URL): 사용자가 로그아웃한 경우 리디렉션되는 URL을 입력합니다. 예: https:///aw/saml/signout.
Change password URL(암호 변경 URL): 사용자가 시스템의 암호를 변경할 수 있는 URL을 입력합니다. 예: https:///aw/saml/changepassword. 이 필드가
정의되어 있으면 SSO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도 이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Verif icat ion cert if icat e(확인 인증서): CHOOSE F ILE(파일 선택)을 클릭한 다음 XenMobile에서 내보낸 SAML 인증서를 찾아 선택합니다.
8. SAVE CHANGES(변경 내용 저장)를 클릭합니다.

사용자가 처음 등록할 때 장치에 대한 암호를 설정해야 하도록 암호 정책을 설정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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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장치 정책을 설정하는 기본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XenMobile 콘솔에 로그온합니다.
2. 구성을 클릭한 다음 장치 정책을 클릭합니다.
3. 추가를 클릭한 다음 새 정책 추가 대화 상자에서 추가하려는 정책을 선택합니다. 이 예제에서는 암호를 클릭합니다.
4. 정책 정보 페이지를 완성합니다.
5. Android f or Work 를 클릭한 다음 정책에 대한 설정을 구성합니다.
6. 배달 그룹에 정책을 할당합니다.
Android for Work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다른 장치 정책을 설정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플랫폼별 XenMobile 장치 정책을 참조하십시오.

장치에서 Android 앱 및 정책 관리를 시작하려면 먼저 XenMobile에서 Android for Work 도메인 및 계정 정보를 설정해야 합니다. 먼저 Google에서 Android for
Work 설정 작업을 완료하여 도메인 관리자를 설정하고 서비스 계정 ID 및 바인딩 토큰을 얻습니다.
1. XenMobile 웹 콘솔에서 오른쪽 위 모서리의 기어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설정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2. 서버 아래에서 Android f or Work 를 클릭합니다. Android f or Work 구성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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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ndroid f or Work 페이지에서 다음 설정을 구성합니다.
도메인 이름: 도메인 이름을 입력합니다.
도메인 관리자 계정: 도메인 관리자 사용자 이름을 입력합니다.
서비스 계정 ID : Google 서비스 계정 ID를 입력합니다.
Android f or Work 사용: Android for Work를 사용하도록 설정할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4. 저장을 클릭합니다.

Android for Work 엔터프라이즈 등록 취소
XenMobile Server 콘솔 및 XenMobile Tools를 사용하여 Android for Work 엔터프라이즈를 등록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작업을 수행하면 XenMobile Server에서 XenMobile Tools에 대한 팝업 창이 열립니다. 시작하기 전에 사용하는 브라우저에서 팝업 창을 여는 데 필요한 권한이
XenMobile Server에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Google Chrome 같은 일부 브라우저의 경우 팝업 차단을 사용하지 않도록 설정하고 XenMobile 사이트 주소를 팝업
차단 화이트리스트에 추가해야 합니다.

경고
엔터프라이즈 등록이 취소되면 엔터프라이즈를 통해 이미 등록된 장치의 Android for Work 앱이 기본 상태로 재설정됩니다. 장치가 더 이상 Google을 통해 관리되지 않습니
다. Android for Work 엔터프라이즈에 다시 등록하는 경우 추가 구성을 수행하지 않으면 이전 기능이 복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Android for Work 엔터프라이즈 등록 취소 후:
엔터프라이즈를 통해 등록된 장치 및 사용자의 Android for Work 앱이 기본 상태로 재설정됩니다. 이전에 적용된 Android for Work 앱 권한 및 Android for
Work 앱 제한 정책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엔터프라이즈를 통해 등록된 장치는 XenMobile을 통해 관리되지만 Google 측면에서는 관리되지 않습니다. 새로운 Android for Work 앱을 추가할 수 없습니
다. 새로운 Android for Work 앱 권한 또는 Android for Work 앱 제한 정책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예약, 암호 및 제한 같은 다른 정책은 계속해서 이러한 장치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Android for Work에 장치를 등록하려고 하면 Android for Work 장치가 아닌 Android 장치로 등록됩니다.
Android for Work 엔터프라이즈를 등록 취소하려면:
1. XenMobile 콘솔에서 오른쪽 위 모서리의 기어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설정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2. 설정 페이지에서 Android f or Work 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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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엔터프라이즈 제거를 클릭합니다.

4. 암호를 지정합니다. 그 다음 단계에서 등록 취소를 완료하려면 암호가 필요합니다. 그런 다음 등록 취소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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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XenMobile Tools 페이지가 열리면 이전 단계에서 만든 암호를 입력합니다.

6. 등록 취소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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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oid for Work 장치 등록
장치 등록 프로세스 동안 사용자가 사용자 이름 또는 사용자 ID를 입력해야 하는 경우 XenMobile 서버가 무엇(UPN(사용자 계정 이름) 또는 SAM 계정 이름)으로
사용자를 검색하도록 구성되었는지에 따라 사용 가능한 형식이 달라집니다.
XenMobile 서버가 UPN으로 사용자를 검색하도록 구성된 경우 다음 형식으로 UPN을 입력해야 합니다.

username@ domain
XenMobile 서버가 SAM으로 사용자를 검색하도록 구성된 경우 다음 형식으로 SAM을 입력해야 합니다.

username@ domain
domain\ username
XenMobile 서버가 어떤 사용자 이름 유형으로 구성되었는지 확인하려면:
1. XenMobile 서버 콘솔에서 오른쪽 맨 위의 기어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설정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2. LDAP 를 클릭하여 LDAP 연결 구성을 봅니다.
3. 페이지 하단 가까이에 있는 사용자 검색 기준 필드를 확인합니다.
userP rincipalName 으로 설정된 경우 XenMobile 서버가 UPN으로 검색하도록 설정된 것입니다.
sAMAccount Name 으로 설정된 경우 XenMobile 서버가 SAM으로 검색하도록 설정된 것입니다.

Android for Work에서 작업 관리 장치 모드 프로비저닝
Android for Work의 작업 관리 장치 모드는 회사 소유 장치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XenMobile은 작업 관리 장치 모드에서 두 가지 등록 방법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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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 C(근거리 통신) 범프. NFC 범프 등록 방법은 출고 기본값으로 재설정된 제품군 장치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NFC 범프는 근거리 통신을 사용하여 두 장치 간
데이터를 전송합니다. 출고 기본값으로 재설정된 장치에서는 Bluetooth, Wi-Fi 및 기타 통신 모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NFC는 이 상태에서 장치가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통신 프로토콜입니다.
QR 코드. QR 코드 프로비저닝을 통해 태블릿과 같이 NFC를 지원하지 않는 분산된 제품군의 장치를 간편하게 프로비저닝할 수 있습니다. QR 코드 등록 방법
은 출고 기본값으로 재설정된 제품군 장치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QR 코드 등록 방법은 설치 마법사에서 QR 코드를 스캔하여 작업 관리 장치 모드를 설정하고
구성합니다.

NFC 범프를 사용하여 장치 모드에서 장치를 등록하려면 두 장치, 즉 출고 기본값으로 재설정된 장치와 XenMobile Provisioning Tool을 실행하는 장치가 필요합니
다.
사전 요구 사항
Android for Work를 사용하도록 설정한 XenMobile Server 버전 10.4
작업 관리 장치 모드에서 Android for Work용으로 프로비저닝되었으며 출고 기본값으로 재설정된 장치. 이 사전 요구 사항을 완료하는 단계는 이 문서의 뒷부
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NFC 호환성이 있으며 구성된 Provisioning T ool이 실행되고 있는 또 다른 장치. Provisioning T ool은 Secure Hub 10.4 또는 Citrix 다운로드 페이지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각 장치에는 EMM(엔터프라이즈 모빌리티 관리) 앱으로 관리되는 Android for Work 프로필이 하나만 있을 수 있습니다. XenMobile에서 Secure Hub는 EMM 앱
입니다. 각 장치에는 하나의 프로필만 허용됩니다. 두 번째 EMM 앱을 추가하면 첫 번째 EMM 앱이 제거됩니다.
새 장치 또는 출고 기본값으로 복원된 장치에서 작업 관리 장치 모드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XenMobile을 사용하여 전체 장치를 관리합니다.
NF C 범프를 통해 전송된 데이터
출고 기본값으로 재설정된 장치를 프로비저닝하려면 NFC 범프를 통해 다음 데이터를 전송하여 Android for Work를 초기화해야 합니다.
장치 소유자(이 경우 Secure Hub) 역할을 하는 EMM 공급자 앱의 패키지 이름
장치가 EMM 공급자 앱을 다운로드 할 수 있는 인트라넷/인터넷 위치
다운로드가 성공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EMM 공급자 앱의 SHA1 해시
출고 기본값으로 재설정된 장치가 연결하여 EMM 공급자 앱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Wi-Fi 연결 세부 정보. 참고: 이 단계에서 Android는 802.1x Wi-Fi를 지원하
지 않습니다.
장치의 표준 시간대(선택 사항)
장치의 지리적 위치(선택 사항)
두 장치가 범프되면 Provisioning Tool의 데이터가 출고 기본값으로 재설정된 장치로 전송됩니다. 이 데이터는 관리자 설정으로 Secure Hub를 다운로드하는 데
사용됩니다. 표준 시간대 및 위치 값을 입력하지 않으면 Android가 자동으로 새 장치에서 이러한 값을 구성합니다.
XenMobile P rovisioning Tool 구성
NFC 범프를 수행하기 전에 Provisioning Tool을 구성해야 합니다. 이 구성은 NFC 범프 중에 출고 기본값으로 재설정된 장치로 전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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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필드에 데이터를 입력하거나 텍스트 파일을 통해 데이터를 채울 수 있습니다. 다음 절차의 단계에서는 텍스트 파일을 구성하고 각 필드에 대한 설명을 포
함시키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입력한 정보가 앱에 저장되지 않으므로 나중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유지하려면 텍스트 파일을 만들 수 있습니다.
텍스트 파일을 사용하여 P rovisioning Tool을 구성하려면
파일의 이름을 nfcprovisioning.txt 로 지정하고 장치의 SD 카드에 있는 /sdcard/ 폴더에 파일을 저장합니다. 그러면 앱에서 텍스트 파일을 읽고 값을 채울 수 있습
니다.
텍스트 파일에는 다음과 같은 데이터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android.app.ext ra.P ROVISIONING_DEVICE_ADMIN_PACKAGE_DOWNLOAD_LOCAT ION=
이 줄은 EMM 공급자 앱의 인트라넷/인터넷 위치입니다. NFC 범프 후에 출고 기본값으로 재설정된 장치가 Wi-Fi에 연결되면 장치가 이 위치에 액세스하여 다운
로드할 수 있어야 합니다. URL은 특수한 형식이 필요하지 않은 일반 URL입니다.
android.app.ext ra.P ROVISIONING_DEVICE_ADMIN_PACKAGE_CHECKSUM=
이 줄은 EMM 공급자 앱의 체크섬입니다. 이 체크섬은 다운로드가 성공했는지 확인하는 데 사용됩니다. 체크섬을 얻는 단계에 대해서는 이 문서 뒷부분에서 설명
합니다.
android.app.ext ra.P ROVISIONING_WIF I_SSID=
이 줄은 Provisioning Tool이 실행되고 있는 장치의 연결된 Wi-Fi SSID입니다.
android.app.ext ra.P ROVISIONING_WIF I_SECURIT Y_T YP E=
지원되는 값은 WEP 및 WPA2입니다. Wi-Fi가 보호되지 않는 경우 이 필드는 비어 있어야 합니다.
android.app.ext ra.P ROVISIONING_WIF I_PASSWORD=
Wi-Fi가 보호되지 않는 경우 이 필드는 비어 있어야 합니다.
android.app.ext ra.P ROVISIONING_LOCALE= < 로캘>
언어 및 국가 코드를 입력합니다. 언어 코드는 ISO 639-1에 정의된 대로 소문자 두 자로 구성된 ISO 언어 코드입니다(예: en). 국가 코드는 ISO 3166-1에 정의된 대
로 대문자 두 자로 구성된 ISO 국가 코드입니다(예: US). 예를 들어, 미국에서 사용하는 영어의 경우 en_US를 입력합니다. 코드를 입력하지 않으면 국가 및 언어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android.app.ext ra.P ROVISIONING_T IME_Z ONE= < 표준 시간대>
장치가 실행되고 있는 표준 시간대입니다. 지역/위치 형식의 Olson 이름을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태평양 표준시의 경우 America/Los_Angeles를 입력합니다. 이
름을 입력하지 않으면 표준 시간대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android.app.ext ra.P ROVISIONING_DEVICE_ADMIN_PACKAGE_NAME=
값이 앱에 Secure Hub로 하드 코딩되어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완결성을 위해 언급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WPA2를 사용하여 보호되는 Wi-Fi가 있는 경우 완성된 nf cprovisioning.t xt 파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android.app.extra.PROVISIONING_DEVICE_ADMIN_PACKAGE_DOWNLOAD_LOCAT ION=http://www.somepublicurlhere.com/path/to/securehub.apk
android.app.extra.PROVISIONING_DEVICE_ADMIN_PACKAGE_CHECKSUM=ga50TwdCmfdJ72LGRFkke4CrbAk\u003d
android.app.extra.PROVISIONING_WIFI_SSID=Protected_WiFi_Name
android.app.extra.PROVISIONING_WIFI_SECURIT Y_T YPE=WPA2
android.app.extra.PROVISIONING_WIFI_PASSWORD=wiﬁPasswordHere
android.app.extra.PROVISIONING_LOCALE=en_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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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oid.app.extra.PROVISIONING_T IME_ZONE=America/Los_Angeles
예를 들어 보호되지 않는 Wi-Fi가 있는 경우 완성된 nfcprovisioning.txt 파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android.app.extra.PROVISIONING_DEVICE_ADMIN_PACKAGE_DOWNLOAD_LOCAT ION=http://www.somepublicurlhere.com/path/to/securehub.apk
android.app.extra.PROVISIONING_DEVICE_ADMIN_PACKAGE_CHECKSUM=ga50TwdCmfdJ72LGRFkke4CrbAk\u003d
android.app.extra.PROVISIONING_WIFI_SSID=Unprotected_WiFi_Name
android.app.extra.PROVISIONING_LOCALE=en_US
android.app.extra.PROVISIONING_T IME_ZONE=America/Los_Angeles
Secure Hub 체크섬을 얻으려면
특정 앱의 체크섬을 얻으려면 앱을 엔터프라이즈 앱으로 추가합니다.
1. XenMobile 콘솔에서 구성 > 앱으로 이동한 후 추가를 클릭합니다.
앱 추가 창이 나타납니다.
2. 엔터프라이즈를 클릭합니다.
앱 정보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3. 다음과 같은 구성을 선택한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Android f or Work 엔터프라이즈 앱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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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apk에 대한 경로를 제공한 후 다음을 클릭하고 파일을 업로드합니다.
업로드가 완료되면 업로드된 패키지의 세부 정보가 나타납니다.

5. 다음을 클릭하여 JSON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페이지를 엽니다. 이 파일을 사용하여 Google Play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Secure Hub의 경우 Google Play에
업로드할 필요가 없지만 SHA1 값을 읽으려면 JSON 파일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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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JSON 파일은 다음과 같은 형식입니다.

6. ﬁle_sha1_base64 값을 복사한 후 Provisioning Tool의 해시 필드에 이 값을 사용합니다. 참고: 해시는 URL로 사용할 수 있는 형식이어야 합니다.
모든 + 기호를 - 로 변환합니다.
모든 / 기호를 _ 로 변환합니다.
끝에 있는 \u003d 를 = 로 바꿉니다.
장치의 SD 카드에 있는 nfcprovisioning.txt 파일에 해시를 저장하면 앱에서 안전을 위한 변환을 수행합니다. 하지만 수동으로 해시를 입력하는 경우 URL 안전성
을 보장하는 것은 사용자의 책임입니다.
사용된 라이브러리
Provisioning Tool의 소스 코드에는 다음과 같은 라이브러리가 사용되었습니다.
Apache 라이센스 2.0에 따라 Google이 제작한 v7 appcompat 라이브러리
Apache 라이센스 2.0에 따라 Google이 제작한 디자인 지원 라이브러리
Apache 라이센스 2.0에 따라 Google이 제작한 v7 팔레트 라이브러리
Apache 라이센스 2.0에 따라 Jake Wharton이 제작한 Butter Knife

장치 모드에서 QR 코드를 사용하여 장치를 등록하려면 JSON을 생성하고 JSON을 QR 코드로 변환하여 QR 코드를 생성합니다. QR 코드가 장치 카메라로 스캔되
어 장치가 등록됩니다.
사전 요구 사항
QR 코드를 사용한 작업 관리 장치 모드 프로비저닝은 Android 7.0 이상을 실행하는 모든 Android 장치에서 지원됩니다.
JSON 에서 QR 코드 생성
다음 필드를 사용하여 JSON을 생성합니다.
다음 필드는 필수입니다.

https://docs.citrix.com

© 1999-2017 Citrix Systems, Inc. All rights reserved.

p.392

키: android.app.extra.PROVISIONING_DEVICE_ADMIN_COMPONENT _NAME
값: com.zenprise/com.zenprise.conﬁguration.AdminFunction
키: android.app.extra.PROVISIONING_DEVICE_ADMIN_SIGNAT URE_CHECKSUM
값: qn7oZUtheu3JBAinzZRrrjCQv6LOO6Ll1OjcxT 3-yKM
키: android.app.extra.PROVISIONING_DEVICE_ADMIN_PACKAGE_DOWNLOAD_LOCAT ION
값: https://path/to/securehub.apk
참고: Secure Hub가 엔터프라이즈 앱으로 Citrix XenMobile 서버에 업로드된 경우 https://:4443/ instanceName/worxhome.apk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위의 값으로 사용되는 Secure Hub APK의 경로는 프로비저닝 시 장치가 연결되는 Wi-Fi 연결을 통해 액세스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 필드는 선택 사항입니다.
android.app.ext ra.P ROVISIONING_LOCALE
언어 및 국가 코드를 입력합니다. 언어 코드는 ISO 639-1에 정의된 대로 소문자 두 자로 구성된 ISO 언어 코드입니다(예: en). 국가 코드는 ISO 3166-1에 정
의된 대로 대문자 두 자로 구성된 ISO 국가 코드입니다(예: US). 예를 들어, 미국에서 사용하는 영어의 경우 en_US를 입력합니다.
android.app.ext ra.P ROVISIONING_T IME_Z ONE
장치가 실행되는 표준 시간대입니다. 지역/위치 형식의 Olson 이름을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태평양 표준시의 경우 America/Los_Angeles를 입력합니다.
입력하지 않으면 표준 시간대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android.app.ext ra.P ROVISIONING_LOCAL_T IME
Epoch 이후의 시간(밀리초)입니다. Unix Epoch(즉 Unix 시간 또는 POSIX 시간 Unix 타임스탬프)는 1970년 1월 1일(자정 UTC/GMT ) 이후 경과한 시간이며,
윤초는 계산되지 않습니다(ISO 8601: 1970-01-01T 00:00:00Z).
android.app.ext ra.P ROVISIONING_SKIP _ENCRYP T ION
프로필 생성 시 암호화를 건너뛰려면 true로 설정합니다. 프로필 생성 시 암호화를 적용하려면 false로 설정합니다.
일반적인 JSON은 다음과 같습니다.

JSON 유효성 검사 도구(예: https://jsonlint.com)를 사용하여 생성된 JSON의 유효성을 검사하고 온라인 QR 코드 생성기(예: http://goqr.me)를 사용하여 해당
JSON 문자열을 QR 코드로 변환합니다.
이 QR 코드는 출고 기본값으로 재설정된 장치에서 스캔되어 해당 장치가 작업 관리 장치 모드로 등록됩니다.
장치 등록
작업 관리 장치 모드에서 장치를 등록하려면 장치가 출고 기본값으로 재설정된 상태여야 합니다.
장치를 등록하려면:
1. 시작 화면에서 화면을 6번 눌러 QR 코드 등록 흐름을 시작합니다.
2. 메시지가 표시되면 Wi-Fi에 연결합니다. QR 코드에 있는 Secure Hub의 다운로드 위치(JSON으로 인코딩됨)는 이 Wi-Fi 네트워크를 통해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장치가 Wi-Fi에 연결되면 Google에서 QR 코드 판독기를 다운로드하고 카메라를 시작합니다.
3. 카메라로 QR 코드를 가리키고 코드를 스캔합니다.
Android는 QR 코드에 있는 다운로드 위치에서 Secure Hub를 다운로드하고 서명 인증서 서명의 유효성을 검사한 후 Secure Hub를 설치하고 장치 소유자로 설정
합니다.
추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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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이 Android EMM 개발자용 Google 가이드(https://developers.google.com/android/work/prov-devices#qr_code_method)를 참조하십시오.

Android for Work에서 작업 프로필 모드 프로비저닝
Android for Work의 작업 프로필 모드는 장치에서 회사 영역과 개인 영역을 안전하게 분리한 장치(예: BYOD(bring-your-own device) 장치)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작업 프로필 모드의 등록 환경은 XenMobile의 Android 등록과 비슷하여 사용자가 Google Play에서 Secure Hub를 다운로드하고 장치를 등록합니다. Android 장
치 등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장치 등록을 참조하십시오.

팁
Android for Work의 작업 프로필 모드에서 장치를 등록하는 경우 항상 Google Play로 이동하십시오. 거기서 사용자의 개인 프로필에 Secure Hub가 표시되도록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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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S 및 macOS 장치의 대량 등록
Feb 21, 20 18

XenMobile에서는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여 많은 수의 iOS 및 macOS 장치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Apple DEP(장치 등록 프로그램)를 사용하여 Apple, 참여 Apple 공인 리셀러 또는 이동 통신 사업자로부터 직접 구입한 iOS 및
macOS 장치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XenMobile은 비즈니스를 위한 장치 등록 프로그램과 교육 기관을 위한 Apple School
Manager를 지원합니다. 이 문서에는 비즈니스 DEP 계정 통합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Apple School Manager DEP 계정에 대
한 자세한 내용은 Apple 교육 기능과 통합을 참조하십시오.
DEP를 사용하여 macOS 장치를 등록하려면 XenMobile에서 해당 장치가 macOS 10.10 이상을 실행해야 합니다.
또는 Apple Configurator를 사용하여 Apple에서 직접 구입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iOS 장치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DEP를 사용하는 경우 장치를 터치하거나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DEP를 통해 장치 일련 번호 또는 구매 주문
번호를 제출하여 장치를 구성하고 등록할 수 있습니다. XenMobile에 장치가 등록된 후에는 장치를 사용자에게 제공하여 바로
사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또한 DEP를 사용하여 장치를 설정하면 장치를 처음 시작할 때 완료해야 하는 설정 도우미의 몇몇
단계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DEP 설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pple Device Enrollment Program(장치 등록 프로그램)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Apple Conﬁgurator를 사용하는 경우 iOS 장치를 macOS 10.7.2 이상을 실행하는 Apple 컴퓨터와 Apple Conﬁgurator 2 앱에 연
결합니다. Apple Conﬁgurator 2를 통해 iOS 장치를 준비하고 정책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정책으로 장치를 프로비전한
후 장치에서 처음으로 XenMobile에 연결하면 XenMobile의 정책이 장치에 수신됩니다. 그런 다음 장치 관리를 시작할 수 있습
니다. Apple Conﬁgurator 사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pple Conﬁgurator 도움말을 참조하십시오.

Important
XenMobile과 Apple 간의 연결에 필요한 포트를 열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포트 요구 사항을 참조하십시오.

비즈니스 Apple DEP 계정과 XenMobile 통합
Apple 비즈니스 DEP 계정이 없는 경우 Apple DEP를 통해 iOS 및 macOS 장치 배포를 참조하십시오.
Apple 비즈니스 DEP 계정을 XenMobile 서버 배포에 연결하려면 다음 단계에 설명된 것과 같이 XenMobile 콘솔과 Apple DEP
포털에서 정보를 입력합니다.

1. XenMobile 콘솔에 로그온하고 설정 > Apple DEP (장치 등록 프로그램)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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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개 키 다운로드에서 다운로드를 클릭합니다.

1. 회사 Apple ID를 사용하여 Apple Deployment Program Portal(Apple 배포 프로그램 포털)에 로그온합니다.
2. Apple DEP 포털에서 Device Enrollment P rogram(장치 등록 프로그램)을 클릭합니다.

3. Manage Servers(서버 관리)를 클릭한 후 오른쪽에서 Add MDM Server(MDM 서버 추가)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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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Add MDM Server(MDM 서버 추가)에서 XenMobile 서버의 이름을 입력한 후 Next (다음)를 클릭합니다.

5. Apple DEP 포털에서 Choose ﬁle(파일 선택)을 클릭하고 XenMobile에서 다운로드한 공개 키를 선택한 후 Next (다음)를 클
릭합니다.

https://docs.citrix.com

© 1999-2017 Citrix Systems, Inc. All rights reserved.

p.397

6. Your Server Token(서버 토큰)을 클릭하여 서버 토큰을 생성하고 브라우저에서 다운로드한 후 Done(완료)을 클릭합니다.

토큰 파일을 가져오면 Apple DEP 토큰 정보가 XenMobile 콘솔에 표시됩니다. 서버 토큰 파일은 DEP 계정을 XenMobile에 추가
할 때 업로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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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개의 DEP 계정을 XenMobile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면 서로 다른 등록 설정 및 설정 도우미 옵션을 국가,
부서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DEP 계정을 여러 장치 정책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 국가에 있는 동일한 XenMobile 서버의 모든 DEP 계정을 중앙 집중화하여 모든 DEP 장치를 가져오고 감독할 수
있습니다. 등록 설정 및 설정 도우미 옵션을 부서, 조직 계층 또는 다른 구조별로 사용자 지정하면 정책을 통해 조직 전체에 적절
한 기능을 제공하고 장치 사용자가 적절한 설정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XenMobile 콘솔에서 설정 > Apple DEP (장치 등록 프로그램)로 이동하고 DEP 계정 추가에서 추가를 클릭합니다.

2. 계정 정보 페이지에서 다음 설정을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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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 계정 이름: 이 DEP 계정의 고유한 이름입니다. 국가 또는 조직 계층 구조별과 같이 DEP 계정을 구성하는 방식을 반영하
는 이름을 사용합니다.
Business/Educat ion unit (비즈니스/ 교육 단위): 장치를 할당할 비즈니스 단위 또는 부서입니다. 이것은 필수 필드입니다.
고유 서비스 ID : 계정을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선택적 고유 ID입니다.
지원 전화 번호: 사용자가 설정 중에 전화할 수 있는 지원 전화 번호입니다. 이것은 필수 필드입니다.
지원 전자 메일 주소: 최종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선택적 지원 전자 메일 주소입니다.
3. 서버 토큰 페이지에서 서버 토큰 파일을 지정하고 업로드를 클릭합니다.

서버 토큰 정보가 표시됩니다.
4. iOS 설정에서 다음 설정을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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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설정
장치 등록 필요: 사용자가 장치를 등록해야 하는지 여부를 설정합니다. 기본값은 예입니다.
장치 등록에 자격 증명 필요: DEP 설정 중에 사용자가 자격 증명을 입력해야 하는지 여부를 설정합니다. 이 기능은 iOS 7.1 이
상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본값은 아니요입니다.
참고: 처음 설정할 때 DEP를 켜고 이 옵션을 선택하지 않으면 DEP 사용자, Secure Hub, 소프트웨어 인벤토리 및 DEP 배포 그
룹과 같은 DEP 구성 요소가 만들어집니다. 이 옵션을 선택하면 XenMobile이 구성 요소를 만들지 않습니다. DEP 구성 요소가
없으므로 나중에 이 옵션을 선택 취소하면 자격 증명을 입력하지 않은 사용자가 DEP 등록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DEP 구성
요소를 추가하려면 DEP 계정을 사용하지 않도록 설정한 다음 사용하도록 설정해야 합니다.
구성에서 설정을 완료할 때까지 대기: 모든 MDM 리소스가 장치에 배포될 때까지 사용자가 설정 도우미 모드에 있어야 하는
지 여부를 설정합니다. 이 옵션은 감독 모드의 iOS 9.0 이상 장치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본값은 아니요입니다.
Apple 설명서에 따르면 장치가 설정 도우미 모드에 있는 동안에는 다음 명령이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InviteT oProgram
InstallApplication
ApplyRedemptionCode
InstallMedia
RequestMirroring
DeviceLock
장치 설정
감독 모드: Apple Configurator를 사용하여 DEP 등록 장치를 관리하거나 구성에서 설정을 완료할 때까지 대기를 사용하는
경우 예로 설정해야 합니다. 기본값은 예입니다. iOS 장치를 감독 모드로 전환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pple
Configurator를 사용하여 iOS 장치를 감독 모드로 전환을 참조하십시오.
등록 프로필 제거 허용: 원격으로 제거할 수 있는 프로필을 장치에서 사용하도록 할지 여부를 설정합니다. 기본값은 아니
요입니다.
장치 페어링 허용: DEP를 통해 등록한 장치를 iT unes 및 Apple Configurator를 통해 관리할지 여부를 설정합니다. 기본값은
아니요입니다.

https://docs.citrix.com

© 1999-2017 Citrix Systems, Inc. All rights reserved.

p.401

5. macOS 설정에서 다음 설정을 지정합니다.

등록 설정
장치 등록 필요: 사용자가 장치를 등록해야 하는지 여부를 설정합니다. 기본값은 예입니다.
구성에서 설정을 완료할 때까지 대기: 예인 경우 MDM 리소스 암호가 장치에 배포되기 전까지 설정 도우미에서 macOS 장
치가 계속되지 않습니다. 해당 배포는 로컬 계정이 만들어지기 전에 발생합니다. 이 설정은 macOS 10.11 이상 장치에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기본값은 아니요입니다.
장치 설정
등록 프로필 제거 허용: 원격으로 제거할 수 있는 프로필을 장치에서 사용하도록 할지 여부를 설정합니다. 기본값은 아니
요입니다.
6. iOS 설정 도우미 옵션에서 사용자가 장치를 처음으로 시작할 때 수행하지 않아도 되는 iOS 설정 도우미 단계(즉, 생략되는 단
계)를 선택합니다. 모든 항목에 대한 기본값은 선택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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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서비스: 장치에 위치 서비스를 설정합니다.
T ouch ID : iOS 8.0 이상 장치에서 T ouch ID를 설정합니다.
암호 잠금: 장치에 대한 암호를 만듭니다.
새로 설정 또는 복원: 장치를 새로 설정하거나 iCloud 또는 iT unes 백업에서 복원합니다.
Android 에서 이동: Android 장치의 데이터를 iOS 9 이상 장치로 전송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옵션은 새로 설정 또는 복원을
선택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즉, 단계가 생략됨).
Apple ID : 장치에 대한 Apple ID 계정을 설정합니다.
약관: 사용자가 장치 사용에 대한 약관에 동의해야 합니다.
Apple P ay : iOS 8.0 이상 장치에 Apple Pay를 설정합니다.
Siri: 장치에서 Siri를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습니다.
앱 분석: 충돌 데이터 및 사용 현황 통계를 Apple과 공유할지 여부를 설정합니다.
표시 확대/ 축소: iOS 8.0 이상 장치에서 디스플레이 해상도(표준 또는 확대)를 설정합니다.
T rue T one : iOS 10.0 장치(최소 버전)에서 T rue T one 디스플레이를 설정합니다.
홈 버튼: iOS 10.0 장치(최소 버전)에서 홈 버튼 화면 민감도를 설정합니다.
새로운 기능 하이라이트: iOS 11.0 장치(최소 버전)에서 어디서든 Dock에 접근하기와 최근 앱 간 전환이라는 온보딩 정보 제
공용 화면을 설정합니다.
DEP 계정이 설정 > Apple DEP (장치 등록 프로그램)에 표시됩니다.
7. macOS 설정 도우미 옵션에서 사용자가 장치를 처음으로 시작할 때 수행하지 않아도 되는 macOS 설정 도우미 단계(즉, 생략
되는 단계)를 선택합니다. 모든 항목에 대한 기본값은 선택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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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설정 또는 복원: 장치를 새로 설정하거나 iCloud 또는 iT unes 백업에서 복원합니다.
위치 서비스: 장치에 위치 서비스를 설정합니다.
Apple ID : 장치에 대한 Apple ID 계정을 설정합니다.
약관: 사용자가 장치 사용에 대한 약관에 동의해야 합니다.
Siri: 장치에서 Siri를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습니다.
F ileVault : FileVault를 사용하여 시동 디스크를 암호화합니다. XenMobile은 iCloud에 로그인한 로컬 사용자 계정이 하나인
경우에만 FileVault 설정을 적용합니다.
참고: macOS FileVault 디스크 암호화 기능으로 시스템 볼륨 콘텐츠를 암호화하여 시스템 볼륨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https://support.apple.com/en-us/HT 204837). FileVault가 꺼져 있는 최신 휴대용 Mac에서 설정 도우미를 실행하면 이
기능을 켜라는 메시지가 표시될 수 있습니다. 새 시스템과 OS X 10.10 또는 10.11로 업그레이드한 시스템에 메시지가 표시
되지만 시스템에 로컬 관리자 계정이 하나이고 이 계정으로 iCloud에 로그인한 경우에만 표시됩니다.
앱 분석: 충돌 데이터 및 사용 현황 통계를 Apple과 공유할지 여부를 설정합니다.
등록: 사용자가 장치를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 정보 설정은 OS X 10.9를 통해 제공되었습니다. 등록 프로세스를 수행하여 시스템 등록 정보를 Apple에 보낼 수 있었
습니다. 이 정보는 관리자의 연락처 정보를 Mac 하드웨어와 연결합니다. Apple은 주로 이 정보를 AppleCare 지원을 용이
하게 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이전에 Apple ID를 입력한 경우 설정 도우미가 관리자의 Apple ID 계정에 따라 선택적으로 등
록을 제출했습니다. Apple ID를 입력하지 않은 경우 수동으로 연락처 정보를 입력할 수 있었습니다.
로컬 계정 설정 옵션에서 macOS에 필요한 관리자 계정을 만들 때 사용할 설정을 지정합니다. XenMobile이 지정된 정보를 사
용하여 계정을 만듭니다.
8. XenMobile과 Apple 간의 연결을 테스트하려면 계정을 선택하고 연결 테스트를 클릭합니다.

https://docs.citrix.com

© 1999-2017 Citrix Systems, Inc. All rights reserved.

p.404

상태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DEP 계정에 대한 장치 정책 및 앱의 배포 규칙 구성
구성 > 장치 정책 및 구성 > 앱 아래의 배포 규칙 섹션을 사용하여 서로 다른 장치 정책 및 앱에 DEP 계정을 연결할 수 있습니
다. 다음과 같은 정책 또는 앱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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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Apple DEP 계정에만 배포합니다.
선택한 계정을 제외한 모든 Apple DEP 계정에 배포합니다.
DEP 계정 목록에 상태가 사용 또는 사용 안 함 상태인 계정만 포함됩니다. 사용되지 않는 DEP 계정에는 DEP 장치가 속하지 않
습니다. 따라서 해당 장치에는 앱 또는 정책이 배포되지 않습니다.
다음 예에서 장치 정책은 Apple DEP 계정 이름이 "DEP Account NR"인 장치에만 배포됩니다.

Apple Conﬁgurator 설정 구성
1. XenMobile 콘솔에서 설정 > Apple Conﬁgurat or 장치 등록으로 이동합니다.

2. Apple Conﬁgurat or 장치 등록 허용을 예로 설정합니다.
3. Apple Conﬁgurat or에 입력할 등록 URL 은 읽기 전용 필드입니다. Apple과 통신하는 XenMobile 서버의 URL입니다. 이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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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의 나중에 URL을 복사하여 Apple Conﬁgurator에 붙여 넣습니다. Apple Conﬁgurator 2에서 등록 URL은 XenMobile 서버의
FQDN(정규화된 도메인 이름)(예: mdm.server.url.com) 또는 IP 주소입니다.
4. 알 수 없는 장치의 등록을 방지하려면 등록 전에 장치 등록 필요를 예로 설정합니다. 참고: 이 설정이 예인 경우 등록 전에 구
성된 장치를 XenMobile의 관리 > 장치에 수동으로 추가하거나 CSV 파일을 통해 추가해야 합니다.
5. iOS 7.1 이상 장치 사용자가 등록할 때 자격 증명을 입력하도록 하려면 장치 등록에 자격 증명 필요를 예로 설정합니다. 기본
값은 등록에 자격 증명을 요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6. 참고: XenMobile 서버에서 신뢰할 수 있는 SSL 인증서를 사용하는 경우 이 단계를 건너뜁니다. 앵커 인증서 내보내기를 클릭
하고 certchain.pem 파일을 macOS 키 집합(로그인 또는 시스템)에 저장합니다.

7. Apple Conﬁgurator를 시작하고 준비 > 설정 > 구성 설정으로 이동합니다.
8. 장치 등록 설정에서 4단계의 MDM 서버 URL을 Conﬁgurator의 MDM 서버 URL 상자에 붙여 넣습니다.
9. XenMobile에서 신뢰할 수 있는 SSL 인증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장치 등록 설정에서 루트 인증 기관 및 SSL 서버 인증 기관
을 앵커 인증서에 복사합니다.
10. Dock 커넥터-USB 케이블을 사용하여 Apple Conﬁgurator를 실행하는 Mac에 장치를 연결하고 최대 30개의 연결된 장치를
동시에 구성합니다. Dock 커넥터가 없는 경우 전원이 연결된 하나 이상의 USB 2.0 고속 허브를 사용하여 장치에 연결합니다.
11. 준비를 클릭합니다. Apple Conﬁgurator로 장치를 준비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pple Conﬁgurator 도움말 페이지
장비 준비하기를 참조하십시오.
12. Apple Conﬁgurator에서 필요한 장치 정책을 구성합니다.
13. 각 장치를 준비할 때 장치를 켜서 iOS 설정 도우미를 시작하면 장치를 처음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됩니다.

Apple DEP를 사용하여 인증서를 갱신하거나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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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려면
XenMobile SSL(Secure Sockets Layer) 인증서가 갱신되면 XenMobile 콘솔의 설정 > 인증서에서 새 인증서를 업로드합니다. 가
져오기 대화 상자의 용도에서 SSL 수신기를 클릭해야 인증서가 SSL에 사용됩니다. 서버를 다시 시작하면 XenMobile이 새 SSL
인증서를 사용합니다. XenMobile의 인증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XenMobile의 인증서 업로드를 참조하십시오.
SSL 인증서를 갱신하거나 업데이트할 때 Apple DEP와 XenMobile 간의 트러스트 관계를 다시 설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문서의 이전 단계에 따라 언제든지 DEP 설정을 다시 구성할 수 있습니다.
Apple DEP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pple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Apple Conﬁgurator를 사용하여 iOS 장치를 감독 모드로
전환
Important
감독 모드로 장치를 설정하면 선택한 버전의 iOS가 장치에 설치되어 이전에 저장된 사용자 데이터 또는 앱이 장치에서 완전히 초기화됩
니다.

1. iTunes에서 Apple Conﬁgurator를 설치합니다.
2. Apple 컴퓨터에 iOS 장치를 연결합니다.
3. Apple Conﬁgurator를 시작합니다. 감독을 위해 준비할 장치가 있다고 표시됩니다.
4. 감독할 장치를 준비하려면:
a. Supervision(감독) 컨트롤을 On(켜짐)으로 설정합니다. 주기적으로 구성을 다시 적용하여 장치의 제어를 유지하려는 경우
이 설정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b. 필요한 경우 장치 이름을 입력합니다.
c. iOS에서 Lat est (최신)를 클릭하여 설치할 최신 버전의 iOS를 검색합니다.
5. 장치를 감독하도록 준비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 P repare(준비)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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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이언트 속성
Feb 21, 20 18

클라이언트 속성은 사용자 장치에서 Secure Hub에 직접 제공되는 정보를 포함합니다. 이러한 속성을 사용하여 Citrix PIN 같은
고급 설정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Citrix 지원에서 클라이언트 속성을 가져옵니다.
클라이언트 속성은 Secure Hub가 릴리스될 때마다 변경될 수 있으며 클라이언트 앱의 경우 가끔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보다 일반
적으로 구성된 클라이언트 속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문서 뒷부분에서 클라이언트 속성 참조를 참조하십시오.
1. XenMobile 콘솔에서 오른쪽 위 모서리의 기어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설정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2. 클라이언트에서 클라이언트 속성을 클릭합니다. 클라이언트 속성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이 페이지에서 클라이언트 속성을
추가, 편집 또는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추가를 클릭합니다. 새 클라이언트 속성 추가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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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 설정을 구성합니다.
키: 목록에서 추가하려는 속성을 클릭합니다. 중요: 이 설정을 업데이트하기 전에 Citrix 지원에 문의하십시오. 특수 키를 요청
할 수 있습니다.
값: 선택한 속성 값입니다.
이름: 속성의 이름입니다.
설명: 속성의 설명입니다.
3. 저장을 클릭합니다.

1. 클라이언트 속성 테이블에서 편집할 클라이언트 속성을 선택합니다.
참고: 클라이언트 속성 옆의 확인란을 선택하면 서버 속성 목록 위에 옵션 메뉴가 표시됩니다. 목록에서 아무 위치를 클릭하면
목록의 오른쪽에 옵션 메뉴가 나타납니다.
2. 편집을 클릭합니다. 클라이언트 속성 편집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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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 정보를 적절하게 변경합니다.
키: 이 필드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값: 속성 값입니다.
이름: 속성 이름입니다.
설명: 속성 설명입니다.
4. 저장 을 클릭하여 변경 내용을 저장하거나 취소 를 클릭하여 속성을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합니다.

1. 클라이언트 속성 테이블에서 삭제할 클라이언트 속성을 선택합니다.
참고: 각 속성 옆에 있는 확인란을 선택하여 삭제할 속성을 둘 이상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삭제를 클릭합니다. 확인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삭제 를 다시 클릭합니다.

클라이언트 속성 참조
XenMobile의 미리 정의된 클라이언트 속성과 해당 기본 설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CONT AINER_SELF _DEST RUCT _P ERIOD :
표시 이름: MDX Container Self Destruct Period(MDX 컨테이너 자체 폐기 기간)
자체 폐기는 지정된 비활성화 기간(일)이 지난 후 Secure Hub 및 관리되는 앱에 액세스할 수 없도록 합니다. 시간 제한 후에는
앱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습니다. 데이터 초기화에는 설치된 각 앱의 앱 데이터(앱 캐시 및 사용자 데이터 등)를 지우는 작업
이 포함됩니다. 비활성화 시간은 서버가 특정 시간 동안 사용자 검증을 위한 인증 요청을 수신하지 않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이 속성이 30일인 경우 사용자가 앱을 30일 넘게 사용하지 않으면 정책이 적용됩니다.
이 글로벌 보안 정책은 iOS 및 Android 플랫폼에 적용되며 기존의 앱 잠금 및 초기화 정책의 향상된 버전입니다.
이 글로벌 정책을 구성하려면 설정 > 클라이언트 속성으로 이동한 다음 사용자 지정 키
CONT AINER_SELF _DEST RUCT _P ERIOD 를 추가합니다.
값: 일 수
DEVICE_LOGS_T O_IT _HELP _DES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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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 이름: 장치 로그를 IT 지원 센터에 보내기
이 속성을 사용하여 IT 지원 센터로 로그를 보내는 기능의 사용 여부를 설정합니다.
가능한 값: t rue 또는 f alse
기본값: f alse
DISABLE_LOGGING :
표시 이름: 로깅 사용 안 함
사용자가 장치의 로그를 수집하고 업로드할 수 없도록 하려면 이 속성을 사용합니다. 이 속성은 Secure Hub 및 모든 설치된
MDX 앱에 대한 로깅을 사용하지 않도록 설정합니다. 사용자는 지원 페이지에서 앱의 로그를 전송할 수 없습니다. 메일 작성
대화 상자가 표시되지만 로그는 첨부되지 않습니다.로깅이 비활성화되었다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또한 이 설정을 사용하
면 XenMobile 콘솔에서 Secure Hub 및 MDX 앱에 대한 로그 설정을 업데이트할 수 없습니다.
이 속성을 t rue 로 설정하면 Secure Hub에서 Block applicat ion logs(응용 프로그램 로그 차단)이 t rue 로 설정됩니다.따
라서 새 정책이 적용될 때 MDX 앱이 로깅을 중지합니다.
가능한 값: t rue 또는 f alse
기본값: f alse (로깅 사용)
ENABLE_CRASH_REP ORT ING :
표시 이름: Enable Crash Reporting(충돌 보고 사용)
t rue 인 경우 Citrix는 iOS 및 Android용 Secure Hub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충돌 보고서 및 진단을 수집합니다.
f alse 인 경우 데이터가 수집되지 않습니다.
가능한 값: t rue 또는 f alse
기본값: t rue
ENABLE_CREDENT IAL_ST ORE :
표시 이름: Enable Credential Store(자격 증명 저장소 사용)
자격 증명 저장소를 사용하면 Android 또는 iOS 사용자가 XenMobile Apps에 액세스할 때 암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됩니다.
Citrix PIN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자격 증명 저장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Citrix PIN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는 Active
Directory 암호를 입력합니다. XenMobile은 Secure Hub 및 공용 스토어 앱에 대해서만 자격 증명 저장소와 함께 Active
Directory 암호를 사용하도록 지원합니다.자격 증명 저장소와 함께 Active Directory 암호를 사용하는 경우 XenMobile에서
PKI 인증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Secure Mail에 자동 등록하려면 이 속성을 t rue 로 설정해야 합니다.
이 사용자 지정 클라이언트 정책을 구성하려면 설정 > 클라이언트 속성으로 이동한 다음 사용자 지정 키
ENABLE_CREDENT IAL_ST ORE 를 추가하고 값을 t rue 로 설정합니다.
ENABLE_F IP S_MODE :
표시 이름: Enable FIPS Mode(FIPS 모드 사용)
이 속성은 모바일 장치에서 FIPS 모드의 사용 여부를 설정합니다. 값을 변경하면 Secure Hub가 다음번 온라인 인증을 수행할
때 새 값을 장치로 전달합니다.
가능한 값: t rue 또는 f alse
기본값: f alse
ENABLE_NET WORK_EXT ENSION :
표시 이름: ENABLE_NET WORK_EXT ENSION
기본적으로 XenMobile은 Secure Hub가 설치될 때 Apple Network Extension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도록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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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work Extension을 사용하지 않도록 설정하려면 설정 > 클라이언트 속성으로 이동한 다음 사용자 지정 키
ENABLE_NET WORK_EXT ENSION 을 추가하고 값을 f alse 로 설정합니다.
기본값: t rue
ENABLE_PASSCODE_AUT H :
표시 이름: Enable Citrix PIN Authentication(Citrix PIN 인증 사용)
이 속성을 사용하여 Citrix PIN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Citrix PIN 또는 암호를 사용하는 경우 Active Directory 암호 대
신 사용할 PIN을 정의하라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이 설정은 ENABLE_PASSWORD_CACHING이 활성화되거나 XenMobile
이 인증서 인증을 사용하는 경우 자동으로 활성화됩니다.
오프라인 인증의 경우 로컬에서 Citrix PIN의 유효성이 검사되고 사용자가 요청한 앱이나 콘텐츠에 액세스하도록 허용됩
니다.온라인 인증의 경우 Citrix PIN 또는 암호를 사용하여 Active Directory 암호 또는 인증서를 잠금 해제한 다음 이를
XenMobile로 전송하여 인증을 수행합니다.
ENABLE_PASSCODE_AUT H가 true이고 ENABLE_PASSWORD_CACHING이 false인 경우 Secure Hub에 암호가 저장되지
않으므로 온라인 인증 시 항상 암호 입력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가능한 값: t rue 또는 f alse
기본값: f alse
ENABLE_PASSWORD_CACHING :
표시 이름: Enable User Password Caching(사용자 암호 캐싱 사용)
이 속성을 사용하면 Active Directory 암호가 모바일 장치에 로컬로 캐싱됩니다. 이 속성을 t rue 로 설정하는 경우
ENABLE_P ASSCODE_AUT H 속성도 t rue 로 설정해야 합니다. 사용자 암호 캐싱을 사용하도록 설정한 경우 Citrix PIN 또는
암호를 설정하라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가능한 값: t rue 또는 f alse
기본값: f alse
ENABLE_T OUCH_ID_AUT H :
표시 이름: Enable T ouch ID Authentication(T ouch ID 인증 사용)
T ouch ID 인증을 지원하는 장치의 경우 이 속성은 장치에서 T ouch ID 인증의 사용 여부를 설정합니다 요구 사항:
사용자 장치가 Citrix PIN 또는 LDAP를 사용하도록 설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LDAP 인증이 해제된 경우(예: 인증서 기반 인
증만 사용되는 경우) 사용자가 Citrix PIN을 설정해야 합니다. 이 경우 클라이언트 속성 ENABLE_PASSCODE_AUT H 가
f alse 인 경우에도 XenMobile에 Citrix PIN이 필요합니다.
사용자가 앱을 시작할 때 Touch ID를 사용하라는 메시지에 응답해야 하도록 ENABLE_PASSCODE_AUT H 를 f alse 로 설
정합니다.
가능한 값: t rue 또는 f alse
기본값: f alse
ENABLE_WORXHOME_CEIP :
표시 이름: Enable Worx Home CEIP(Worx Home CEIP 사용)
이 속성은 CEIP(사용자 환경 개선 프로그램)를 활성화합니다. 이 기능은 익명의 구성 및 사용 현황 데이터를 Citrix에 정기적으
로 전송합니다. 이 데이터는 Citrix가 XenMobile의 품질, 안정성 및 성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값: t rue 또는 f al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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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값: f alse
ENABLE_WORXHOME_GA :
표시 이름: Enable Google Analytics in Worx Home(Worx Home에서 Google Analytics 사용)
이 속성은 Secure Hub에서 Google Analytics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수집하는 기능의 사용 여부를 설정합니다. 이 설정을 변경
할 경우 새 값은 사용자가 다음번에 Secure Hub(이전의 Worx Home)에 로그온할 때 설정됩니다.
가능한 값: t rue 또는 f alse
기본값: t rue
ENCRYP T _SECRET S_USING_PASSCODE :
표시 이름: Encrypt secrets using Passcode(암호를 사용하여 암호 암호화)
이 속성은 민감한 데이터를 iOS 키 집합과 같은 플랫폼 기반 기본 저장소가 아닌 장치의 기밀 저장소에 저장합니다. 이 속성을
사용하면 키 아티팩트의 암호화가 강화되고 사용자 엔트로피가 추가됩니다. 사용자 엔트로피는 사용자가 생성한 임의의 PIN
코드로, 이 PIN 코드는 사용자만 알고 있습니다.
사용자 장치에서 높은 수준을 보안을 제공하려면 이 속성을 활성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에게 Citrix PIN에
대한 인증 프롬프트가 더 많이 나타납니다.
가능한 값: t rue 또는 f alse
기본값: f alse
INACT IVIT Y_T IMER :
표시 이름: Inactivity T imer(비활성 타이머)
이 속성은 사용자가 장치를 비활성 상태로 둔 후에 Citrix PIN 또는 암호를 입력하라는 메시지 없이 앱에 액세스할 수 있는 시
간을 정의합니다. MDX 앱에 대해 이 설정을 사용되도록 설정하려면 앱 암호 설정을 켜짐으로 설정합니다. 앱 암호 설정이 꺼
짐으로 설정된 경우, 사용자는 전체 인증을 수행하기 위해 Secure Hub로 리디렉션됩니다. 이 설정을 변경하면 다음에 사용자
에게 인증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될 때 값이 적용됩니다.
참고: iOS에서 비활성 타이머는 MDX 및 비 MDX 앱의 Secure Hub 액세스 권한도 제어합니다.
가능한 값: 양의 정수
기본값: 15 분
ON_FAILURE_USE_EMAIL :
표시 이름: On failure Use Email to Send device logs to IT help desk(장애 시 전자 메일을 사용하여 장치 로그를 IT 지원 센터
에 보내기)
이 속성은 전자 메일을 사용하여 IT 에 장치 로그를 보내는 기능의 사용 여부를 설정합니다.
가능한 값: t rue 또는 f alse
기본값: t rue
PASSCODE_EXP IRY :
표시 이름: PIN Change Requirement(PIN 변경 요구 사항)
이 속성은 Citrix PIN 또는 암호가 유효한 기간을 정의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사용자가 Citrix PIN 또는 암호를 변경하도록
강제합니다. 이 설정을 변경하면 현재 Citrix PIN 또는 암호가 만료된 경우에만 새 값이 설정됩니다.
가능한 값: 1 ~ 99 (권장)입니다. PIN 재설정을 제거하려면 값을 매우 높은 숫자로 설정합니다(예: 100,000,000,000). 원래 만료
기간을 1일에서 99일 사이로 설정한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이 기간을 큰 수로 변경하면 PIN은 초기 기간이 끝날 때 만료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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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에는 다시 만료되지 않습니다.
기본값: 90 일
PASSCODE_HIST ORY :
표시 이름: PIN History(PIN 기록)
이 속성은 사용자가 Citrix PIN 또는 암호를 변경할 때 재사용할 수 없는 이전에 사용된 Citrix PIN 또는 암호의 수를 정의합니
다. 이 설정을 변경하면 새 값은 다음번에 사용자가 Citrix PIN 또는 암호를 재설정할 때 설정됩니다.
가능한 값: 1~99
기본값: 5
PASSCODE_MAX_AT T EMP T S :
표시 이름: PIN Attempts(PIN 시도 횟수)
이 속성은 전체 인증 메시지를 표시하기 전에 사용자가 시도할 수 있는 잘못된 Citrix PIN 또는 암호 횟수를 정의합니다. 사용
자가 전체 인증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면 Citrix PIN 또는 암호를 만들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가능한 값: 양의 정수
기본값: 15
PASSCODE_MIN_LENGT H :
표시 이름: PIN Length Requirement(PIN 길이 요구 사항)
이 속성은 Citrix PIN의 최소 길이를 정의합니다.
가능한 값: 1~99
기본값: 6
PASSCODE_ST RENGT H :
표시 이름: PIN Strength Requirement(PIN 강도 요구 사항)
이 속성은 Citrix PIN 또는 암호의 강도를 정의합니다. 이 설정을 변경하면 사용자가 다음번에 인증을 수행할 때 Citrix PIN 또
는 암호를 생성하라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가능한 값: Low(낮음), Medium(중간) 또는 St rong(강함)
기본값: Medium(중간)
PASSCODE_T YPE 설정을 기반으로 각 강도 설정에 대한 암호 규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숫자 암호에 대한 규칙:
암호 강도

숫자 암호 유형에 대한 규칙

허용

Low(낮음)

모든 숫자, 모든 순서가 허용됨

444444, 123456, 654321

Medium(중

모든 숫자가 동일하거나 연속해서는 안 됩

444333, 124567, 136790,

간)

니다.

555556, 788888

허용 안 함

444444, 123456, 654321

(기본 설정)

High(높음)

중간 암호 강도와 동일합니다.

Strong(강함)

중간 암호 강도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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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숫자 암호에 대한 규칙:
암호 강도

영숫자 암호 유형에 대한 규칙

허용

허용 안 함

Low(낮음)

하나 이상의 숫자와 하나의 문자가 있어야

aa11b1, Abcd1#, Ab123~,

AAAaaa, aaaaaa,

합니다.

aaaa11, aa11aa

abcdef

Medium(중

낮음 암호 강도에 대한 규칙에 더해 문자와

aa11b1, aaa11b, aaa1b2,

aaaa11, aa11aa, or

간)

모든 숫자가 동일해서는 안 됩니다. 문자가

abc145, xyz135, sdf123, ab12c3,

aaa111; abcd12,

(기본 설정)

연속해서는 안 되며 숫자가 연속해서는 안

a1b2c3, Abcd1#, Ab123~

bcd123, 123abc,
xy1234, xyz345, or

됩니다.

cba123

High(높음)

Abcd12, jkrtA2, 23Bc#, AbCd

abcd12, DFGH2

최소한 숫자 하나, 특수 기호 하나, 대문자

Abcd1#, Ab123~, xY12#3,

abcd12, Abcd12,

하나 및 소문자 하나를 포함해야 합니다.

Car12#, AAbc1#

dfgh12, jkrtA2

최소한 대문자 하나와 소문자 하나를 포함
해야 합니다.

Strong(강함)

PASSCODE_T YP E :
표시 이름: PIN T ype(PIN 유형)
이 속성은 사용자가 숫자 Citrix PIN 또는 영숫자 암호를 정의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정의합니다. Numeric(숫자)를 선택하면 사
용자가 숫자만(Citrix PIN) 사용할 수 있습니다. Alphanumeric(영숫자)를 선택하면 사용자가 문자와 숫자 조합(암호)을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참고: 이 설정을 변경하면 사용자가 다음번에 인증을 수행할 때 새 Citrix PIN 또는 암호를 설정해야 합니다.
가능한 값: Numeric(숫자) 또는 Alphanumeric(영숫자)
기본값: Numeric(숫자)
REF RESHINT ERVAL :
표시 이름: REFRESHINT ERVAL
기본적으로 XenMobile은 3일마다 고정된 인증서에 대해 ADS(자동 검색 서버)에 ping을 수행합니다. 새로 고침 간격을 변경
하려면 설정 > 클라이언트 속성으로 이동한 다음 사용자 지정 키 REF RESHINT ERVAL 를 추가하고 값을 숫자(시간)로 설정
합니다.
기본값은 7 2 시간(3일)입니다.
SEND_LDAP _AT T RIBUT ES :
Android, iOS 또는 macOS 장치의 MAM 전용 배포의 경우, 전자 메일 자격 증명으로 Secure Hub에 등록한 사용자가 자동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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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Secure Mail에 등록되도록 XenMobile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사용자가 추가 정보를 제공하거나 추가 단계를
수행하지 않고 Secure Mail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 글로벌 클라이언트 정책을 구성하려면 설정 > 클라이언트 속성으로 이동한 다음 사용자 지정 키
SEND_LDAP _AT T RIBUT ES 를 추가하고 값을 다음과 같이 설정합니다.
값: userPrincipalName=${user.userprincipalname},sAMAccountNAme=${user.samaccountname},
displayName=${user.displayName},mail=${user.mail}
속성 값은 MDM 정책과 유사하게 매크로로 지정됩니다.
다음은 이 속성의 샘플 계정 서비스 응답입니다.
참고: 이 속성의 경우 XenMobile은 쉼표 문자를 문자열 종결자로 취급합니다. 그러므로 특성 값에 쉼표가 포함되는 경
우 그 앞에 백슬래시를 추가해야 합니다.백슬래시를 추가하면 클라이언트가 포함된 쉼표를 특성 값의 끝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백슬래시 문자는 "\\"로 표현합니다.
HIDE_T HREE_F INGER_T AP _MENU:
이 속성이 설정되지 않거나 f alse 로 설정된 경우 사용자가 장치에서 세 손가락 누르기를 수행하여 숨겨진 기능 메뉴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숨겨진 기능 메뉴를 사용하면 사용자가 응용 프로그램 데이터를 재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속성
을 t rue 로 설정하면 사용자가 숨겨진 기능 메뉴에 액세스할 수 없습니다.
이 글로벌 클라이언트 정책을 구성하려면 설정 > 클라이언트 속성으로 이동하고 사용자 지정 키
HIDE_T HREE_F INGER_T AP _MENU를 추가한 다음 값을 설정합니다.
T UNNEL_EXCLUDE_DOMAINS :
표시 이름: T unnel Exclude Domains(터널링 제외 도메인)
기본적으로 MDX는 Micro VPN 터널링에서 XenMobile SDK 및 앱이 여러 기능에 사용하는 일부 서비스 끝점을 제외합
니다. 예를 들어 이러한 끝점에는 Google Analytics, Citrix Cloud Services, Active Directory 서비스 등 엔터프라이즈 네
트워크를 통한 라우팅이 필요하지 않은 서비스가 포함됩니다. 제외되는 도메인의 기본 목록을 재정의하려면 이 클라이
언트 속성을 사용합니다.
이 글로벌 클라이언트 정책을 구성하려면 설정 > 클라이언트 속성으로 이동한 다음 사용자 지정 키
T UNNEL_EXCLUDE_DOMAINS 를 추가하고 값을 설정합니다.
값: 터널링에서 제외할 도메인으로 기본 목록을 바꾸려면 쉼표로 구분된 도메인 접미사 목록을 입력합니다. 터널링에
모든 도메인을 포함하려면 none 을 입력합니다. 기본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app.launchdarkly.com,cis.citrix.com,cis-staging.citrix.com,cis-test.citrix.com,clientstream,launchdarkly.com,
crashlytics.com,events.launchdarkly.com,fabric.io,ﬁrehose.launchdarkly.com,
hockeyapp.net,mobile.launchdarkly.com,
pushreg.xm.citrix.com,rttf.citrix.com,rttf-staging.citrix.com,rttf-test.citrix.com,ssl.googleanalytics.com,stream.launchdark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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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e DEP를 통해 iOS 및 macOS 장치 배포
Feb 21, 20 18

Apple에는 비즈니스 및 교육 계정을 위한 장치 등록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비즈니스 계정의 경우 XenMobile에서 Apple DEP(장
치 등록 프로그램)를 사용하여 장치를 등록하고 관리하려면 Apple 배포 프로그램에 등록해야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iOS 및
macOS 장치를 위한 것입니다. 비즈니스용 Apple 배포 프로그램 계정 등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pple의 이 PDF를 참조하십시
오.
Apple Deployment Program은 조직을 위한 프로그램이며 개인 사용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Apple Deployment Program 계
정을 만들려면 상당한 양의 회사 세부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계정을 요청하고 승인을 받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교육 계정의 경우 Apple School Manager 계정을 생성합니다. Apple School Manager는 DEP(장치 등록 프로그램)와
VPP(Volume Purchase Program)를 통합합니다. Apple School Manager는 교육 DEP의 한 유형입니다. Apple School Manager
계정을 생성하려면 https://school.apple.com/으로 이동합니다.

1. deploy.apple.com으로 이동하여 Apple 배포 프로그램 계정을 신청합니다. DEP 계정을 신청할 때는 조직의 전자 메일 주소(예:
dep@company.com)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참고: 교육용 계정인 경우 https://school.apple.com/으로 이동하십시오.

2. 조직 정보를 입력한 후 새 Apple ID에 대한 임시 암호가 전자 메일을 통해 전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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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pple ID로 로그인하고 계정의 보안 설정을 완료합니다.

4. DEP 포털에서 사용해야 하는 2단계 인증을 구성하고 사용하도록 설정합니다. 이 단계에서 전화 번호를 추가하면 2단계 인증
에 사용할 4자리 PIN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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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DEP 포털에 로그인하고 앞서 설정한 2단계 인증을 사용하여 계정 구성을 완료합니다.
6. 회사 세부 정보를 추가한 후 장치를 구입한 위치를 선택합니다. 구입 옵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섹션인 DEP 지원 장치
주문을 참조하십시오.

7. Apple 고객 번호 또는 DEP 리셀러 ID를 추가한 후 등록 세부 정보를 확인하고 Apple이 계정을 승인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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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Apple로부터 로그온 자격 증명을 받은 후 Apple DEP 포털에 로그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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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enMobile에 계정을 연결하려면 iOS 및 macOS 장치의 대량 등록에서 "Apple DEP 계정과 XenMobile 통합"을 참조하십시오.

Apple 또는 DEP 지원 공인 리셀러 또는 통신사에서 직접 DEP 지원 장치를 주문할 수 있습니다. Apple에서 주문하려면 Apple
DEP 포털에서 Apple Customer ID(Apple 고객 ID)를 제공합니다. 고객 ID를 통해 구입한 장치가 Apple DEP 계정과 연결될 수 있
습니다.
리셀러 또는 이동 통신 사업자에서 주문하려면 Apple 리셀러 또는 이동 통신 사업자에 연락하여 Apple DEP에 참여하는지 여부
를 문의해야 합니다. 장치를 구입할 때 리셀러의 Apple DEP ID를 요청하십시오. Apple DEP 리셀러를 Apple DEP 계정에 추가할
때 이 정보가 필요합니다. 리셀러의 Apple DEP ID를 추가한 후 DEP 고객 ID를 받게 됩니다. DEP 고객 ID를 리셀러에 제공하면
리셀러에서 이 ID를 사용하여 장치 구매 정보를 Apple에 제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Apple 웹 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DEP 포털을 사용하여 Apple DEP 계정을 업데이트하려면 다음 단계에 따라 XenMobile Server에 장치를 연결합니다.
1. Apple DEP 포털에 로그온합니다.
2. Device Enrollment P rogram(장치 등록 프로그램)을 클릭한 다음 Manage Devices(장치 관리)를 클릭합니다. Choose
Devices By(장치 기준 선택)에서 Apple DEP 지원 장치를 업로드하고 정의할 때 사용할 옵션(Serial Number(일련 번호),
Order Number(주문 번호) 또는 Upload CSV F ile(CSV 파일 업로드))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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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치를 XenMobile Server에 할당하려면 Choose Act ion(작업 선택)에서 Assign t o Server(서버에 할당)를 선택합니다. 목
록에서 XenMobile Server의 이름을 선택합니다. OK(확인)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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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Apple DEP 장치가 선택한 XenMobile Server에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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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e DEP 토큰의 만료일이 가까워지거나 만료된 경우 XenMobile이 라이센스 만료 경고를 표시합니다.

Apple DEP 지원 장치를 등록할 때의 사용자 환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용자가 Apple DEP 지원 장치를 시작합니다.
2. XenMobile은 XenMobile 콘솔에서 구성한 Apple DEP 구성을 Apple DEP 지원 장치에 제공합니다.
3. 사용자가 장치에서 초기 설정을 구성합니다.
4. 장치에서 XenMobile 장치 등록 프로세스가 자동으로 시작됩니다.
5. 사용자가 장치에서 다른 초기 설정을 계속 구성합니다.
6. 홈 화면에 Citrix Secure Hub를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iTunes에 로그인하라는 메시지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메모
XenMobile이 장치 기반 VPP(Volume Purchase Program) 앱 할당을 사용하여 Secure Hub 앱을 배포하도록 구성된 경우 이 단계는 선택
사항입니다. 이 경우 iTunes 계정을 만들거나 기존 계정을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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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Secure Hub를 열고 자격 증명을 입력합니다. 정책에 의해 요구되는 경우 Citrix PIN을 생성하고 확인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될
수 있습니다.
나머지 필수 앱이 장치에 배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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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 등록 제한
Feb 21, 20 18

XenMobile에는 사용자가 제한 없는 수의 장치를 등록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기본 등록 프로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본 프로필
의 이름은 Global입니다. 등록 프로필은 사용자가 등록할 수 있는 장치의 수를 제한하려는 경우에만 생성합니다. 등록 프로필을
배달 그룹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장치 등록 제한은 ENT, MDM 및 MAM 서버 모드에 적용됩니다. 이 기능은 iOS 및 Android 장치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구성 > 등록 프로필로 이동합니다. 기본 Global 프로필이 표시됩니다.

2. 등록 프로필을 추가하려면 추가를 클릭합니다. 등록 정보 페이지에서 등록 프로필의 이름을 입력하고 이 프로필의 구성원이
등록할 수 있는 장치 수를 선택합니다.

3. 다음을 클릭합니다. 배달 그룹 할당 화면이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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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 등록 프로필에 대한 배달 그룹을 선택하고 저장을 클릭합니다.
배달 그룹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배달 그룹에 연결된 등록 프로필을 변경하려면 구성 > 배달 그룹으로 이동하고 등록 프로필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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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 등록 제한이 있는 사용자 환경
장치 등록 제한을 설정한 경우 새 장치를 등록하려는 사용자는 다음 단계를 수행하게 됩니다.
1. Secure Hub에 로그온합니다.
2. 등록할 서버 주소를 입력합니다.
3. 자격 증명을 입력합니다.
4. 장치 제한에 도달하면 사용자에게 장치 등록 제한이 초과되었음을 설명하는 오류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Secure Hub 등록 화면이 다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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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 등록
Feb 21, 20 18

사용자 장치를 원격으로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사용자 장치를 XenMobile에 등록합니다. XenMobile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
가 사용자 장치에 설치되며 사용자의 ID가 인증됩니다. 그런 다음 XenMobile과 사용자 프로필이 설치됩니다. 다음으로,
XenMobile 콘솔에서 장치 관리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정책을 적용하고, 앱을 배포하고, 장치에 데이터를 푸시하고, 분실
또는 도난된 장치를 잠그고 초기화하고 찾을 수 있습니다.
iOS, Android 및 Windows 10 장치에서 Azure Active Directory 등록이 지원됩니다. Azure를 IDP(ID 공급자)로 구성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zure Active Directory를 IDP로 XenMobile과 통합을 참조하십시오.
참고: iOS 장치 사용자를 등록하려면 APNs 인증서를 요청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증서 및 인증을 참조하십시오.
사용자 및 장치에 대한 구성 옵션을 업데이트하려면 관리 > 등록 초대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문서의 등록 초
대 보내기를 참조하십시오.
이 문서의 섹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Android 장치
사용자가 제공한 자격 증명을 사용하는 iOS 장치
파생된 자격 증명을 사용하는 iOS 장치
macOS 장치
Windows 장치
등록 초대 보내기

Android 장치
메모
Android for Work 장치 등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ndroid for Work를 참조하십시오.

1. Android 장치의 Google Play 스토어로 이동하여 Citrix Secure Hub 앱을 다운로드한 후 이 앱을 누릅니다.
2. 앱을 설치할 것인지 묻는 메시지가 나타나면 다음을 클릭한 후 설치를 클릭합니다.
3. Secure Hub가 설치된 후에 Open(열기)을 누릅니다.
4. XenMobile Server 이름, UPN(사용자 계정 이름) 또는 전자 메일 주소와 같은 회사 자격 증명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Next (다
음)를 클릭합니다.
5. Act ivat e device administ rat or(장치 관리자 활성화) 화면에서 Act ivat e(활성화)를 누릅니다.
6. 회사 암호를 입력한 다음 Sign On(로그온)을 누릅니다.
7. XenMobile이 구성된 방식에 따라 Citrix PIN을 생성하라는 메시지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PIN을 사용하여 Secure Hub 및
Secure Mail과 ShareFile 등의 다른 XenMobile 사용 앱에 로그온할 수 있습니다. Citrix PIN을 두 번 입력합니다. Creat e
Cit rix P IN(Cit rix P IN 만들기) 화면에서 PIN을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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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PIN을 다시 입력합니다. Secure Hub가 열립니다. 이제 XenMobile Store에 액세스하여 Android 장치에 설치할 수 있는 앱을
볼 수 있습니다.
9. 등록 후 앱을 장치에 자동으로 푸시하도록 XenMobile을 구성한 경우 사용자에게 앱을 설치하라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또
한 XenMobile에서 구성한 정책이 장치에 배포됩니다. 설치를 눌러 앱을 설치합니다.
Android 장치를 등록 취소하고 다시 등록하려면
사용자가 Secure Hub 내에서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다음 절차를 사용하여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 XenMobile 콘
솔의 장치 인벤토리에 장치가 계속 나타납니다. 하지만 장치에 대한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장치를 추적하고 장치 규정 준
수 여부를 모니터링할 수 없습니다.
1. Secure Hub 앱을 눌러서 엽니다.
2. 휴대폰인지 태블릿인지에 따라 다음 절차를 수행합니다.
휴대폰에서:
a. 화면 왼쪽에서 살짝 밀어 설정 창을 엽니다.
b. P ref erences(기본 설정), Account s(계정) , Delet e Account (계정 삭제)를 차례로 누릅니다.
태블릿에서:
a. 오른쪽 위 모서리의 전자 메일 주소 옆에 있는 화살표를 누릅니다.
b. P ref erences(기본 설정), Account s(계정) , Delet e Account (계정 삭제)를 차례로 누릅니다.
3. Re-Enroll(재등록)을 누릅니다. 장치를 재등록할 것인지 확인하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4. OK(확인)를 누릅니다.
장치가 등록 취소됩니다.
5. 화면의 지침에 따라 장치를 다시 등록합니다.

사용자가 제공한 자격 증명을 사용하는 iOS 장치
1. 장치에서 Apple iTunes App Store로부터 Secure Hub 앱을 다운로드한 후 앱을 설치합니다.
2. iOS 장치의 홈 화면에서 Secure Hub 앱을 누릅니다.
3. Secure Hub 앱이 열리면 지원 센터에서 제공한 서버 주소를 입력합니다.
XenMobile의 구성 방식에 따라 이러한 예와 다른 화면이 표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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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메시지가 표시되면 사용자 이름과 암호 또는 PIN을 입력합니다. 다음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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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등록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되면 Yes, Enroll(예, 등록)을 클릭하고 메시지가 표시되면 자격 증명을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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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설치를 눌러 Citrix Proﬁle Services를 설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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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신뢰를 누릅니다.

8. 열기를 누르고 자격 증명을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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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된 자격 증명을 사용하는 iOS 장치
등록하려면 사용자가 자신의 스마트 카드를 데스크톱에 부착된 판독기에 삽입해야 합니다.
1. 사용자가 파생된 자격 증명 공급자의 앱 및 Secure Hub를 설치합니다.
Intercede의 ID 공급자 앱은 MyID for Citrix입니다. 해당 앱의 로고가 나타납니다.

2. 사용자가 Secure Hub를 시작합니다. 메시지가 나타나면 사용자가 XenMobile Server FQDN(정규화된 도메인 이름)을 입력하
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Secure Hub에서 등록이 시작됩니다. XenMobile Server가 파생된 자격 증명을 지원하는 경우 Secure
Hub는 사용자에게 Citrix PIN을 생성하라는 메시지를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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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용자는 지침에 따라 자신의 스마트 자격 증명을 활성화합니다. 시작 화면이 나타난 다음 QR 코드를 스캔하라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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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용자가 데스크톱에 부착된 스마트 카드 판독기에 자신의 카드를 삽입합니다. 그러면 데스크톱 앱에 QR 코드가 표시되고
사용자에게 모바일 장치를 사용하여 코드를 스캔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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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메시지가 나타나면 사용자가 Secure Hub PIN을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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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PIN 인증 후 Secure Hub가 인증서를 다운로드합니다. 그런 다음 사용자는 메시지에 따라 등록을 완료합니다.
XenMobile 콘솔에서 장치 정보를 보려면:
관리 > 장치로 이동한 다음 명령 상자를 표시할 장치를 선택합니다. 자세히 표시를 클릭합니다.
분석 > 대시보드로 이동합니다.

macOS 장치
XenMobile에서는 macOS를 실행하는 장치를 등록하는 두 가지 방법을 제공합니다. 두 방법 모두 macOS 사용자가 장치에서 직
접 온라인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등록 초대 보내기. 이 등록 방법을 이용하면 macOS 장치에 대해 다음 등록 모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이름 + 암호
사용자 이름 + PIN
2단계
사용자가 등록 초대의 지침을 따르면 사용자 이름이 입력된 로그온 화면이 표시됩니다.
사용자에게 설치 링크 보내기. macOS 장치를 등록하는 이 방법은 사용자에게 등록 링크를 보냅니다. 사용자는 이 링크를
Safari 또는 Chrome 브라우저에서 열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사용자 이름과 암호를 제공하여 등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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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 속성인 Enable macOS OT AE 를 f alse 로 설정하여 macOS 장치에 대한 등록 링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습
니다. 이렇게 하면 macOS 사용자가 등록 초대만 사용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1. 필요에 따라 XenMobile 콘솔에서 macOS 장치 정책을 설정합니다. 장치 정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장치 정책을 참조하십시
오. macOS에 대해 구성할 수 있는 장치 정책을 알아보려면 플랫폼별 장치 정책을 참조하십시오.
2. macOS 사용자 등록을 위한 초대를 추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문서에서 사용자에게 등록 초대 보내기를 참조하십시오.
3. 사용자가 초대를 수신하고 링크를 클릭하면 다음 화면이 Safari 브라우저에 표시됩니다. XenMobile이 사용자 이름을 채웁니
다. 등록 모드를 2 단계로 선택한 경우 다른 필드가 나타납니다.

4. 사용자는 필요에 따라 인증서를 설치합니다. 사용자에게 인증서를 설치할 것인지 묻는 메시지가 표시되는지 여부는 macOS
에 대해 공개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SSL 인증서와 공개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서명 인증서를 구성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인증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인증서 및 인증을 참조하십시오.
5. 사용자가 요청된 자격 증명을 제공합니다.
Mac 장치 정책이 설치됩니다. 이제 모바일 장치를 관리하듯이 XenMobile로 Mac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1. 필요에 따라 XenMobile 콘솔에서 macOS 장치 정책을 설정합니다. 장치 정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장치 정책을 참조하십시
오. macOS에 대해 구성할 수 있는 장치 정책을 알아보려면 플랫폼별 장치 정책을 참조하십시오.
2. Safari 또는 Chrome 브라우저에서 열 수 있는 등록 링크(https:// serverFQDN:8443/ instanceName/macos/otae)를 사용자
에게 보냅니다.

serverFQDN 은 XenMobile을 실행하는 서버의 FQDN(정규화된 도메인 이름)입니다.
기본 보안 포트는 포트 84 4 3 입니다. 다른 포트를 구성한 경우 8443 대신 해당 포트를 사용하십시오.
주로 zdm으로 표시되는 instanceName은 서버 설치 중에 지정된 이름입니다.
설치 링크를 전송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설치 링크를 보내려면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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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용자는 필요에 따라 인증서를 설치합니다. iOS와 macOS에 대해 공개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SSL 인증서 및 디지털 서명 인
증서를 구성한 경우 사용자에게 인증서를 설치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인증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인증서 및 인증을
참조하십시오.
4. 사용자가 자신의 Mac에 로그온합니다.
Mac 장치 정책이 설치됩니다. 이제 모바일 장치를 관리하듯이 XenMobile로 Mac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Windows 장치
메모
이 섹션에는 Microsoft가 2017년 7월 11일에 지원을 종료한 Windows Phone 8.1 장치에 대한 참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XenMobile은
현재 Windows Phone 8.1 장치를 MDM 등록 모드에서만 지원합니다.

Windows 10을 실행하는 장치는 페더레이션된 Active Directory 인증 수단으로 Azure를 사용하여 등록됩니다. 다음 방법 중 하
나로 Windows 10 장치를 Microsoft Azure AD에 가입시킬 수 있습니다.
장치의 전원을 처음 켤 때 Azure AD 기본 가입의 일환으로 MDM에 등록합니다.
장치를 구성한 다음 Windows 설정 페이지에서 Azure AD 가입의 일환으로 MDM에 등록합니다.
XenMobile에는 다음 Windows 운영 체제를 실행하는 장치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Windows 10 Phone 및 태블릿
Windows Phone 8.1
사용자가 자신의 장치를 통해 직접 등록할 수 있습니다.
Windows 10 RS2 휴대폰 및 태블릿에 대한 참고: 재등록 시 사용자에게 서버 URL을 입력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장치를 다시 시작하십시오. 또는 전자 메일 주소 화면에서 서비스에 연결하는 중 맞은 편에 있는 X를 눌러 서
버 URL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것은 타사 문제입니다.
관리자는 지원되는 Windows 장치를 관리할 수 있도록 사용자 등록에 대한 Windows 검색 서비스 및 자동 검색을 구성해야 합
니다.
Windows 장치 사용자가 Azure를 사용하여 등록할 수 있게 하려면 먼저 XenMobile에서 Microsoft Azure 서버 설정을 구성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Microsoft Azure Active Directory 서버 설정을 참조하십시오.

메모
Windows 장치를 등록하려면 SSL 수신기 인증서가 공용 인증서여야 합니다. 자체 서명된 SSL 인증서를 업로드한 경우 등록이 실패합니
다.

자체 검색을 사용하여 Windows 장치를 등록하려면
Windows 장치를 관리할 수 있도록 자동 검색 및 Windows 검색 서비스를 구성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동 검색 사용을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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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하십시오.
1. 장치에서 사용 가능한 모든 Windows 업데이트를 확인하고 설치합니다.
2. Windows 10의 경우: 참 메뉴에서 설정을 누른 후에 계정 > 회사 또는 학교 액세스 > 회사 또는 학교에 연결을 누릅니다.
Windows 8.1 Phone의 경우: P C 설정 > 네트워크 > 회사를 누릅니다.
3. 회사 전자 메일 주소를 입력한 후 Windows 10의 경우 계속을 누르고 Windows 8.1의 경우 장치 관리를 켭니다. 로컬 사용자로
등록하려면 올바른 도메인 이름을 사용하여 존재하지 않는 전자 메일 주소를 입력합니다(예: foo@mydomain.com). 이를 통해
Windows의 기본 제공 장치 관리를 통해 등록이 수행되는 알려진 Microsoft 제한 사항을 우회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에 연결 중
대화 상자에서 로컬 사용자와 연결된 사용자 이름 및 암호를 입력합니다. 장치에서 XenMobile Server가 자동으로 검색되고 등록
프로세스가 시작됩니다.
4. 암호를 입력합니다. XenMobile의 사용자 그룹에 속하는 계정과 연결된 암호를 사용합니다.
5. Windows 10의 경우: 사용 약관 대화 상자에서 장치가 관리되는 것에 동의함을 나타내고 동의를 누릅니다. Windows 8.1의 경
우: IT 관리자의 앱 및 서비스 허용 대화 상자에서 장치가 관리되는 것에 동의함을 나타내고 켜기를 누릅니다.
자체 검색을 사용하지 않고 Windows 장치를 등록하려면
자동 검색을 사용하지 않고 Windows 장치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 검색을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 검색을 사
용하지 않고 등록하면 원하는 URL에 연결하기 전에 포트 80이 호출됩니다. 따라서 이는 프로덕션 배포를 위한 최선의 방법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이 프로세스는 테스트 환경과 POC 배포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장치에서 사용 가능한 모든 Windows 업데이트를 확인하고 설치합니다.
2. Windows 10의 경우: 참 메뉴에서 설정을 누른 후에 계정 > 회사 또는 학교 액세스 > 회사 또는 학교에 연결을 누릅니다.
Windows 8.1의 경우: P C 설정 > 네트워크 > 회사를 누릅니다.
3. 회사 전자 메일 주소를 입력합니다.
4. Windows 10의 경우: 자동 검색이 구성되지 않은 경우 5단계에 설명된 대로 서버 세부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옵션이 표시됩
니다. Windows 8.1의 경우: 자동으로 서버 주소 검색이 켜짐으로 설정된 경우 꺼짐 옵션을 눌러서 설정합니다.
5. Windows 10의 경우: 서버 주소 입력 필드에 다음 주소를 입력합니다.
https://serverfqdn:8443/serverInstance/wpe.
8443 이외의 포트가 인증되지 않은 SSL 연결에 사용된 경우 이 주소에서 8443 대신 해당 포트 번호를 사용합니다.
Windows 8.1의 경우: 다음 형식으로 서버 주소를 입력합니다.
https://serverfqdn:8443/serverInstance/Discovery.svc
8443 이외의 포트가 인증되지 않은 SSL 연결에 사용된 경우 이 주소에서 8443 대신 해당 포트 번호를 사용합니다.
6. 암호를 입력합니다.
7. Windows 10의 경우: 사용 약관 대화 상자에서 장치가 관리되는 것에 동의함을 나타내고 동의를 누릅니다. Windows 8.1의 경
우: IT 관리자의 앱 및 서비스 허용 대화 상자에서 장치가 관리되는 것에 동의함을 나타내고 켜기를 누릅니다.
Windows P hone 장치를 등록하려면
XenMobile에서 Windows Phone 장치를 등록하려면 사용자에게 Active Directory 또는 내부 네트워크 전자 메일 주소 및 암호
가 필요합니다. 또한 자동 검색이 설정되지 않은 경우 XenMobile Server의 웹 주소도 필요합니다. 그런 다음 이 절차를 따라 장
치를 등록합니다.
참고: Windows Phone 회사 스토어를 통해 앱을 배포하려면 사용자가 등록하기 전에 엔터프라이즈 허브 정책(지원되는 각 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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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에 대해 서명된 Secure Hub, Windows Phone 앱 사용)을 구성해야 합니다.
1. Windows Phone의 메인 화면에서 설정 아이콘을 누릅니다.
Windows 10의 경우: 버전에 따라 계정 > 회사 또는 학교 액세스 > 회사 또는 학교 연결을 누르거나 계정 > 회사 액세스 >
장치 관리에 등록(MDM)을 누릅니다.
Windows 8.1의 경우: P C 설정 > 네트워크 > 회사를 누른 후에 계정 추가를 누릅니다.
2. 다음 화면에서 전자 메일 주소와 암호를 입력한 후 로그인을 누릅니다.
도메인에 자동 검색이 구성된 경우 다음 몇 단계에서 요청된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8단계로 이동합니다.
도메인에 대한 자동 검색이 구성되지 않은 경우 다음 단계를 계속합니다. 로컬 사용자로 등록하려면 올바른 도메인 이름을 사용
하여 존재하지 않는 전자 메일 주소를 입력합니다(예: foo@mydomain.com). 이를 통해 알려진 Microsoft 제한 사항을 우회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에 연결 중 대화 상자에서 로컬 사용자와 연결된 사용자 이름 및 암호를 입력합니다.
3. 다음 화면에서 XenMobile Server의 웹 주소(예: https://://wpe)를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https://mycompany.mdm.com:8443/zdm/wpe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 포트 번호는 각 구현에 맞게 수정해야 합니다. iOS 등록
에 사용한 포트와 동일한 포트여야 합니다.
4. 사용자 이름과 도메인을 통해 인증을 검증하는 경우 사용자 이름과 도메인을 입력하고 로그인을 누릅니다.
5. 인증서에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화면이 표시되는 경우 해당 오류는 자체 서명된 인증서를 사용했기 때문에 나타납니다. 서버
를 신뢰할 수 있는 경우 계속을 누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취소를 누릅니다.
6. Windows Phone 8.1에서는 계정을 추가할 때 회사 앱 설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가 회사 앱 스토어를 구성한 경우 이
옵션을 선택하고 완료를 누릅니다. 이 옵션의 선택을 취소하면 회사 앱 스토어를 받기 위해 장치를 다시 등록해야 합니다.
7. Windows Phone 8.1의 경우 계정 추가 완료 화면에서 완료를 누릅니다.
8. 서버에 강제로 연결하려면 새로 고침 아이콘을 누릅니다. 장치가 서버에 수동으로 연결되지 않을 경우 XenMobile이 다시 연
결을 시도합니다. XenMobile은 3분마다 연속 5회 장치에 연결하고 그 후로 2시간 간격으로 장치에 연결합니다. 서버 속성에 있
는 Windows WNS 하트비트 간격에서 이 연결 속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등록이 완료되면 백그라운드에서 Secure Hub가
등록됩니다. 설치가 완료될 때 관련 알림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모든 앱 화면에서 Secure Hub를 누릅니다.

등록 초대 보내기
XenMobile 콘솔에서 iOS, macOS 및 Android 장치 사용자에게 등록 초대를 보낼 수 있습니다. 또한 iOS 또는 Android 장치 사용
자에게 설치 링크를 보낼 수 있습니다.
등록 초대는 다음과 같이 보냅니다.
한 명의 로컬 사용자 또는 Active Directory 사용자에게 등록 초대를 보내는 경우: 지정한 휴대폰 번호 및 통신 회사 이름의
SMS를 통해 사용자에게 초대가 발송됩니다.
그룹에 대한 등록 초대인 경우: 사용자에게 SMS로 초대가 발송됩니다. Active Directory 사용자에게 Active Directory의 전자
메일 주소 및 휴대폰 번호가 있는 경우 해당 사용자는 초대를 받습니다. 로컬 사용자는 사용자 속성에 지정된 전자 메일 및 전
화 번호로 초대를 받습니다.
사용자가 등록하면 해당 사용자의 장치는 관리 > 장치에 관리되는 장치로 표시됩니다. 초대 URL의 상태는 상환됨으로 표시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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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터프라이즈(XME) 또는 MDM 모드로 구성된 XenMobile Server
구성된 LDAP
로컬 그룹 및 로컬 사용자를 사용 중인 경우:
하나 이상의 로컬 그룹.
로컬 그룹에 할당된 로컬 사용자.
배달 그룹은 로컬 그룹과 연결됩니다.
Active Directory를 사용 중인 경우:
배달 그룹은 Active Directory 그룹과 연결됩니다.

1. XenMobile 콘솔에서 관리 > 등록 초대를 클릭합니다. 등록 초대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2. 추가를 클릭합니다. 등록 옵션 메뉴가 나타납니다.

사용자 또는 그룹에 등록 초대를 보내려면 초대 추가를 클릭합니다.
SMT P 또는 SMS를 통해 받는 사람 목록에 등록 설치 링크를 보내려면 설치 링크 보내기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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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단계에서는 등록 초대 및 설치 링크 보내기에 대해 설명합니다.
3. 초대 추가를 클릭합니다. 등록 초대 화면이 나타납니다.

4. 다음 설정을 구성합니다.
받는 사람: 그룹 또는 사용자를 선택합니다.
플랫폼 선택: 받는 사람이 그룹인 경우 모든 플랫폼이 선택됩니다. 플랫폼 선택은 변경할 수 있습니다. 받는 사람이 사용자인
경우 플랫폼이 선택되지 않습니다. 플랫폼을 선택합니다.
장치 소유권: 회사 또는 직원을 선택합니다.
사용자 또는 그룹에 대한 설정이 나타납니다. 다음 섹션에서 이에 대해 설명합니다.
사용자에게 등록 초대를 보내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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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사용자 설정을 구성합니다.
사용자 이름: 사용자 이름을 입력합니다. 사용자는 Active Directory의 사용자 또는 로컬 사용자로 XenMobile Server에 있어
야 합니다. 로컬 사용자인 경우 사용자에게 알림을 보낼 수 있도록 사용자의 전자 메일 속성이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
오. Active Directory 사용자인 경우 LDAP가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장치 정보: 여러 플랫폼을 선택하거나 macOS만 선택한 경우에는 이 설정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일련 번호, UDID 또는
IMEI 를 선택합니다. 옵션을 선택하면 장치에 대한 해당 값을 입력할 수 있는 필드가 표시됩니다.
전화 번호: 여러 플랫폼을 선택하거나 macOS만 선택한 경우에는 이 설정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필요에 따라 사용자의 전화
번호를 입력합니다.
통신 회사: 여러 플랫폼을 선택하거나 macOS만 선택한 경우에는 이 설정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용자의 전화 번호에 연결
할 통신 회사를 선택합니다.
등록 모드: 사용자를 등록할 방식을 선택합니다. 기본값은 사용자 이름 + 암호입니다. 일부 플랫폼에서는 다음 옵션 중 일부
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 이름 + 암호
높은 수준의 보안
초대 URL
초대 URL + PIN
초대 URL + 암호
2단계
사용자 이름 + PIN
선택한 각 플랫폼에 유효한 등록 모드만 표시됩니다. 등록용 PIN을 일회용 PIN이라고도 합니다. 이러한 PIN은 사용자가
등록할 때만 유효합니다.
참고: PIN이 포함된 등록 모드를 선택하면 등록 P IN 용 템플릿 필드가 나타납니다. 여기서 등록 P IN 을 클릭합니다.
에이전트 다운로드용 템플릿: 다운로드 링크라는 이름의 다운로드 링크 템플릿을 선택합니다. 이 템플릿은 지원되는 모든 플
랫폼용 템플릿입니다.
등록 URL 용 템플릿: 등록 초대를 선택합니다.
등록 확인용 템플릿: 등록 확인을 선택합니다.
다음 이후에 만료: 이 필드는 등록 모드를 구성한 경우 설정되며 등록이 만료되는 시기를 나타냅니다. 등록 모드를 구성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등록 모드를 구성하려면을 참조하십시오.
최대 시도 횟수: 이 필드는 등록 모드를 구성할 때 설정되며 등록 프로세스가 진행되는 최대 횟수를 나타냅니다. 등록 모드를
구성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등록 모드를 구성하려면을 참조하십시오.
초대 보내기: 초대를 즉시 보내려면 켜짐을 선택합니다. 초대를 등록 초대 페이지의 테이블에 추가하되 보내지 않으려면 꺼
짐을 선택합니다.
2. 초대 보내기를 사용하도록 설정한 경우 저장 및 보내기를 클릭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저장을 클릭합니다. 등록 초대 페이
지의 테이블에 초대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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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에 등록 초대를 보내려면

1. 다음 설정을 구성합니다.
도메인: 초대를 받을 그룹의 도메인을 선택합니다.
그룹: 초대를 받을 그룹을 선택합니다.
등록 모드: 그룹의 사용자를 등록할 방식을 선택합니다. 기본값은 사용자 이름 + 암호입니다. 일부 플랫폼에서는 다음 옵션
중 일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 이름 + 암호
높은 수준의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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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URL
초대 URL + PIN
초대 URL + 암호
2단계
사용자 이름 + PIN
선택한 각 플랫폼에 유효한 등록 모드만 표시됩니다.
참고: PIN이 포함된 등록 모드를 선택하면 등록 P IN 용 템플릿 필드가 나타납니다. 여기서 등록 P IN 을 클릭합니다.
에이전트 다운로드용 템플릿: 다운로드 링크라는 이름의 다운로드 링크 템플릿을 선택합니다. 이 템플릿은 지원되는 모든 플
랫폼용 템플릿입니다.
등록 URL 용 템플릿: 등록 초대를 선택합니다.
등록 확인용 템플릿: 등록 확인을 선택합니다.
다음 이후에 만료: 이 필드는 등록 모드를 구성한 경우 설정되며 등록이 만료되는 시기를 나타냅니다. 등록 모드를 구성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등록 모드를 구성하려면을 참조하십시오.
최대 시도 횟수: 이 필드는 등록 모드를 구성할 때 설정되며 등록 프로세스가 진행되는 최대 횟수를 나타냅니다. 등록 모드를
구성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등록 모드를 구성하려면을 참조하십시오.
초대 보내기: 초대를 즉시 보내려면 켜짐을 선택합니다. 초대를 등록 초대 페이지의 테이블에 추가하되 보내지 않으려면 꺼
짐을 선택합니다.
2. 초대 보내기를 사용하도록 설정한 경우 저장 및 보내기를 클릭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저장을 클릭합니다. 등록 초대 페이
지의 테이블에 초대가 표시됩니다.

설치 링크를 보내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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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설치 링크를 보내기 전에 설정 페이지에서 알림 서버의 채널(SMT P 또는 SMS)을 구성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알림.
1. 다음 설정을 구성합니다.
받는 사람: 추가하려는 각 받는 사람에 대해 추가를 클릭한 후 다음 작업을 수행합니다.
전자 메일: 받는 사람의 전자 메일 주소를 입력합니다. 이것은 필수 필드입니다.
전화 번호: 받는 사람의 전화 번호를 입력합니다. 이것은 필수 필드입니다.
저장을 클릭합니다.
참고: 기존의 받는 사람을 삭제하려면 목록이 포함된 줄 위로 마우스 포인터를 이동한 후 오른쪽의 휴지통 아이콘을 클릭
합니다. 확인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삭제를 클릭하여 목록을 삭제하거나 취소를 클릭하여 목록을 유지합니다.
기존의 받는 사람을 편집하려면 목록이 포함된 줄 위로 마우스 포인터를 이동한 후 오른쪽의 펜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목
록을 업데이트한 후 저장을 클릭하여 변경된 목록을 저장하거나 취소를 클릭하여 목록을 변경되지 않은 상태로 유지합니
다.
채널: 등록 설치 링크를 보내는 데 사용할 채널을 선택합니다. SMT P 또는 SMS 를 통해 알림을 보낼 수 있습니다. 설정 페이
지의 알림 서버에서 서버 설정을 구성할 때까지 이러한 채널을 활성화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알림.
SMT P : 다음과 같은 선택적 설정을 구성합니다. 이러한 필드에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으면 선택한 플랫폼에 구성된 알림
템플릿에 지정되어 있는 기본값이 사용됩니다.
보낸 사람. 선택적 보낸 사람을 입력합니다.
제목: 선택적 메시지 제목을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장치를 등록하십시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메시지: 받는 사람에게 보낼 선택적인 메시지를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조직의 앱과 전자 메일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얻
으려면 장치를 등록하십시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SMS : 다음 설정을 구성합니다. 이 필드에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으면 선택한 플랫폼에 구성된 알림 템플릿에 지정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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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기본값이 사용됩니다.
메시지: 받는 사람에게 보낼 메시지를 입력합니다. 이 필드는 SMS 기반 알림에 필요합니다.
참고: 북미 지역의 경우 160자를 초과하는 SMS 메시지는 여러 메시지로 배달됩니다.
2. 전송을 클릭합니다.

메모
해당 환경에서 sAMAccountName을 사용하는 경우 초대를 받고 링크를 클릭한 사용자가 사용자 이름을 편집해야 인증이 완료됩니다. 사
용자 이름은 sAMAccountName@domainname.com의 형식으로 표시됩니다. 사용자는 @domainname.com 부분을 제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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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ebase Cloud Messaging
Feb 21, 20 18

활성 폴링 기간 정책 대신 FCM(Firebase Cloud Messaging)을 사용하여 Android 장치에서 XenMobile에 연결하는 방법과 시기
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다음 구성, 보안 동작 또는 배포 명령을 사용하면 사용자에게 XenMobile 서버에 다시 연결하라는 메시
지를 표시하는 푸시 알림이 트리거됩니다.

사전 요구 사항
XenMobile 10.3.x
최신 Secure Hub 클라이언트
Google 개발자 계정 자격 증명
Android.apis.google.com 및 Google.com에 대한 XenMobile의 열린 포트 443

아키텍처
이 다이어그램은 외부 및 내부 네트워크의 FCM에 대한 통신 흐름을 보여 줍니다.

GCM에 대해 Google 계정을 구성하려면
1. Google 개발자 계정 자격 증명을 사용하여 다음 URL에 로그인합니다.
https://console.ﬁrebase.google.com/?pli=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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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reat e a project (프로젝트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3. P roject name(프로젝트 이름)을 입력하고 Creat e P roject (프로젝트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4. 왼쪽 맨 위에 있는 프로젝트 이름 옆의 기어 아이콘을 클릭하고 P roject Set t ings(프로젝트 설정)를 클릭합니다.

5. Cloud Messaging(클라우드 메시징) 탭을 선택합니다. 이 페이지에서 보낸 사람 ID와 서버 키를 찾을 수 있습니다.
XenMobile 서버에서 값을 입력해야 하므로 이 값을 복사합니다. 2016년 9월 이후에 만드는 모든 서버 키는 Firebase 콘솔에서
만들어야 합니다.

https://docs.citrix.com

© 1999-2017 Citrix Systems, Inc. All rights reserved.

p.456

XenMobile을 GCM에 대해 구성하려면
1. XenMobile 콘솔에 로그인한 후 설정 > 서버 속성을 클릭합니다. 검색 창에 GCM 을 입력하고 검색을 클릭합니다.
a. GCM AP I 키를 편집하고 Firebase Cloud Messaging 구성 마지막 단계에서 복사한 Firebase Cloud Messaging API 키를
입력합니다.
b. GCM 보낸 사람 ID 를 편집하고 이전 절차에서 기록한 보낸 사람 ID를 입력합니다.

구성을 테스트하려면
FCM 구성 테스트를 위한 사전 요구 사항으로, 구성된 예약 정책이 없어야 합니다. 또는 이 정책을 항상 연결로 설정하지 마십시
오. 예약 정책 구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예약 장치 정책을 참조하십시오.
1. Android 장치를 등록합니다.
2. XenMobile 서버에서 연결이 끊기도록 장치를 유휴 상태로 잠시 둡니다.
3. XenMobile 콘솔에 로그인하고 관리를 클릭하고 Android 장치를 선택한 후 보안을 클릭합니다.

https://docs.citrix.com

© 1999-2017 Citrix Systems, Inc. All rights reserved.

p.457

4. 장치 동작에서 선택적 초기화를 클릭합니다.

구성이 성공적인 경우 장치에서 선택적 초기화가 수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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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gle Play 자격 증명
Feb 21, 20 18

XenMobile은 Google Play 자격 증명을 사용하여 장치에 대한 앱 정보를 추출합니다.
Android ID를 찾으려면 휴대폰에 *#*#8255#*#*를 입력합니다. 코드로 장치 유형에 대한 장치 ID가 표시되지 않는 경우 타사
앱을 사용하여 장치 ID를 파생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검색할 ID는 레이블이 GSF ID인 Google 서비스 프레임워크 ID입
니다.

메모
XenMobile 콘솔에서 Google Play Store 앱을 검색하면 장치의 Android 운영 체제를 기반으로 앱이 반환됩니다. 예를 들어 Samsung S6
Edge는 운영 체제 버전 6.0.1을 실행합니다. 앱을 검색하면 Android 버전 6.0.1과 호환되는 앱만 검색 결과에 표시됩니다.

Important
XenMobile에서 앱 정보를 추출할 수 있도록 하려면 비보안 연결을 허용하도록 Gmail 계정을 구성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단계는 Google
지원 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1. XenMobile 콘솔에서 오른쪽 위 모서리의 기어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설정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2. 플랫폼에서 Google P lay 자격 증명을 클릭합니다. Google Play 자격 증명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3. 다음 설정을 구성합니다.
사용자 이름: Google Play 계정에 연결된 이름을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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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 사용자 암호를 입력합니다.
장치 ID : Android ID를 입력합니다.
Android ID를 확인하는 단계는 문서 앞쪽의 참고를 참조하십시오.
3. 저장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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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e 교육 기능과 통합
Feb 21, 20 18

Apple 교육을 사용하는 환경에서 XenMobile Server를 MDM(모바일 기기 관리) 솔루션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XenMobile은
iPad용 Apple School Manager, Classroom 앱 등 iOS 9.3에 도입된 Apple 교육의 향상된 기능을 지원합니다. 새로운 XenMobile
교육 구성 장치 정책은 Apple 교육을 사용할 강사 및 학생 장치를 구성합니다.
사전 구성을 마친 감독되는 iPad를 강사와 학생에게 제공하십시오. 이 구성에는 Apple School Manager DEP의 XenMobile 등록,
새 암호로 구성된 관리되는 Apple ID 계정과 필수 VPP 앱 및 iBooks가 포함됩니다.
다음 비디오에서 Apple School Manager와 XenMobile Server에 수행할 수 있는 변경 사항을 간략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Cit rix XenMobile 교육 구성: Apple 교육 기능과 XenMobile 통합

다음은 Apple 교육 기능에 대한 XenMobile의 주요 지원입니다.
Apple School Manager
Apple School Manager는 교육 기관에서 사용되는 iOS 장치와 macOS 노트북을 설정, 배포 및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입
니다. Apple School Manager에는 IT 관리자가 다음을 수행할 수 있는 웹 기반 포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DEP 장치를 여러 MDM 서버에 할당합니다.
앱 및 iBooks를 위한 VPP 라이센스를 구매합니다.
관리되는 Apple ID 를 대량으로 생성합니다. 이 사용자 지정된 Apple ID를 사용하면 Apple 서비스에 액세스하여 iCloud Drive
에 문서를 저장하고 iTunes 교육 과정에 등록하는 등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Apple School Manager는 교육 DEP의 한 유형입니다. XenMobile은 비즈니스 DEP와 Apple School Manager 등록을 모두 지원
합니다.
여러 개의 Apple School Manager DEP 계정을 XenMobile Server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기능을 사용하면 서로 다
른 등록 설정 및 설정 도우미 옵션을 교육 단위 또는 부서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DEP 계정을 여러 장치 정책에 연결
할 수 있습니다.
Apple School Manager DEP 계정을 XenMobile 콘솔에 추가하면 XenMobile이 클래스 및 명단 정보를 검색합니다. 장치 설정 시
XenMobile Server는 다음을 수행합니다.
장치를 등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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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에 구성된 리소스를 설치합니다(예: 장치 정책, 교육 구성, 홈 화면 레이아웃 등). VPP를 통해 구매한 앱과 iBooks를 설치
합니다.
사전 구성을 마친 장치를 강사와 학생에게 제공합니다. 분실 또는 도난 장치의 경우 MDM 분실 모드 기능을 사용하여 장치를 잠
그고 찾을 수 있습니다.
iPad 용 Classroom 앱
iPad용 Classroom 앱은 강사가 학생 장치에 연결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장치 화면을 보고, iPad에서 앱을 열고, 웹 링크
를 공유하고, 앱 링크를 열고, 학생 화면을 Apple T V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Classroomp은 App Store에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XenMobile 콘솔에 앱을 업로드한 다음 교육 구성 장치 정책을 사용
하여 강사 장치에 배포할 Classroom 앱을 구성합니다.
Apple 교육 기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pple 교육 사이트 및 Apple Education Deployment Guide(교육 배포 가이드)를 참조하
십시오.

사전 요구 사항
NetScaler Gateway
엔터프라이즈(XME, MDM+MAM) 또는 MDM 모드로 구성된 XenMobile Server XenMobile Server를 이미 XME 또는 MDM
모드로 구성한 경우 Apple School Manager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Apple iPad 3세대(최소 버전) 또는 iPad Mini(iOS 9.3 이상)
참고:
XenMobile은 현재 일대일 모델의 Apple 교육을 지원합니다. Apple School Manager 사용자 한 명당 하나의 iPad만 할당할 수
있습니다.
XenMobile Server는 Apple School Manager 사용자 계정의 유효성을 LDAP 또는 Active Directory에 대해 검사하지 않습니
다. 그러나 XenMobile Server를 LDAP 또는 Active Directory에 연결하여 Apple School Manager 강사나 학생과 관련되지 않
는 사용자 및 장치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ctive Directory를 사용하여 Secure Mail 및 Secure Web을 다른 Apple
School Manager 구성원(예: IT 관리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Apple School Manager 강사 및 학생은 로컬 사용자이므로 Citrix Secure Hub를 강사 및 학생의 장치에 배포할 필요가 없습니
다.
NetScaler Gateway 인증이 포함되는 MAM 등록은 로컬 사용자를 지원하지 않습니다(Active Directory 사용자만 지원). 따라
서 XenMobile은 필수 VPP 앱과 iBooks만 강사와 학생의 장치에 배포합니다.

Apple School Manager 및 XenMobile Server 구성
Apple 또는 Apple 공인 리셀러/통신사를 통해 iPad를 구입한 후 이 섹션의 워크플로에 따라 Apple School Manager 계정 및 장치
를 설정하십시오. 이 워크플로에는 Apple School Manager 포털과 XenMobile 콘솔에서 수행하는 단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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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e 배포 프로그램에서 업그레이드하려는 경우 Apple 지원 문서 Apple School Manager로 업그레이드 준비하기를 참조하십
시오. Apple School Manager 계정을 생성하려면 https://school.apple.com/으로 이동하고 지침에 따라 등록합니다. Apple
School Manager에 처음 로그인하면 설정 도우미가 열립니다.
Apple School Manager 사전 요구 사항, 설정 도우미 및 관리 작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pple School Manager Help(Apple
School Manager 도움말)를 참조하십시오.
Apple School Manager를 설정할 때는 Active Directory 도메인 이름과 다른 도메인 이름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Apple
School Manager 도메인 이름에 appleid 같은 접두사를 추가합니다.
Apple School Manager를 명단 데이터에 연결하면 Apple School Manager가 강사 및 학생이 사용할, 관리되는 Apple ID를 생
성합니다. 명단 데이터에는 강사, 학생 및 클래스가 포함됩니다. Apple School Manager에 명단 데이터를 추가하는 방법에 대
한 자세한 내용은 Apple School Manager Help(Apple School Manager 도움말)에서 "Find staff, students and classes(직원,
학생 및 클래스 찾기)" 아래의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Apple School Manager Help(Apple School Manager 도움말)의 "Managed Apple IDs(관리되는 Apple ID)"에 나온 설명에 따
라 관리되는 Apple ID 형식을 해당 교육 기관에 맞게 사용자 지정할 수 있습니다.
중요: Apple School Manager 정보를 XenMobile Server로 가져온 후에는 관리되는 Apple ID를 변경하지 마십시오.
리셀러 또는 통신사를 통해 장치를 구매한 경우 이러한 장치를 Apple School Manager에 연결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pple
School Manager Help(Apple School Manager 도움말)에서 "Manage devices(장치 관리)" 아래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Apple School Manager 포털에는 MDM 서버 탭이 있습니다. 이 설정을 완료하려면 XenMobile Server의 공개 키 파일이 필요합
니다.
1. XenMobile Server에 대한 공개 키를 로컬 컴퓨터에 다운로드합니다. XenMobile 콘솔에 로그온하고 설정 > Apple DEP (장치
등록 프로그램)로 이동합니다.

2. 공개 키 다운로드에서 다운로드를 클릭하고 PEM 파일을 저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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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e School Manager 포털에서 MDM Servers(MDM 서버)를 클릭하고 XenMobile Server 이름을 입력합니다. 입력하는
3. 서버 이름은 참조용이며 서버의 URL 또는 이름이 아닙니다.
4. Upload your P ublic Key(공개 키 업로드)에서 Upload F ile(파일 업로드)을 클릭합니다.

5. XenMobile Server에서 다운로드한 서버 키를 업로드하고 Save(저장)를 클릭합니다.
6. 서버 토큰을 생성합니다. Get Token(토큰 가져오기)을 클릭하고 서버 토큰 파일을 컴퓨터에 다운로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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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Device Assignment s(장치 할당)를 클릭하고 장치 할당 방법을 선택한 후 요청된 정보를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pple
School Manager Help(Apple School Manager 도움말)에서 Assign devices(장치 할당)를 참조하십시오.
8. Choose Act ion(동작 선택) 아래 P erf orm Act ion(동작 수행) 메뉴에서 Assign t o Server(서버에 할당)를 클릭합니다.
MDM Server(MDM 서버) 메뉴에서 장치를 관리할 XenMobile Server를 클릭하고 Done(완료)을 클릭합니다.

1. XenMobile 콘솔에서 설정 > Apple DEP (장치 등록 프로그램)로 이동하고 DEP 계정 추가에서 추가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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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버 토큰 페이지에서 업로드를 클릭하고 Apple School Manager 포털에서 다운로드한 서버 토큰 파일(.p7m)을 선택합니다.
토큰 정보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참고:
조직 ID 는 DEP의 고객 ID입니다.
Apple School Manager 계정의 조직 유형은 교육이고 조직 버전은 v2 입니다.
3. 계정 정보 페이지에서 다음 설정을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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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 계정 이름: 이 DEP 계정의 고유한 이름입니다. 국가 또는 조직 계층 구조별과 같이 DEP 계정을 구성하는 방식을 반
영하는 이름을 사용합니다.
Business/Educat ion unit (비즈니스/ 교육 단위): 장치를 할당할 교육 단위 또는 부서입니다. 이것은 필수 필드입니다.
고유 서비스 ID : 계정을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선택적 고유 ID입니다.
지원 전화 번호: 사용자가 설정 중에 전화할 수 있는 지원 전화 번호입니다. 이것은 필수 필드입니다.
지원 전자 메일 주소: 최종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선택적 지원 전자 메일 주소입니다.
교육 접미사: 지정된 Apple School Manager DEP 계정의 클래스에 플래그를 지정합니다. VPP 접미사는 지정된 VPP 계정
의 앱 및 iBooks에 플래그를 지정합니다. Apple School Manager DEP와 Apple School Manager VPP의 두 계정에 동일한
접미사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4. 다음을 클릭합니다. iOS 설정에서 다음 설정을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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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설정
장치 등록 필요: 사용자가 장치를 등록해야 합니다. 이 설정을 아니요로 변경합니다.
장치 등록에 자격 증명 필요: DEP 설정 중에 사용자가 자격 증명을 입력해야 합니다. Apple School Manager를
XenMobile Server와 통합하는 경우 이 설정은 기본적으로 예입니다.
구성에서 설정을 완료할 때까지 대기: 모든 MDM 리소스가 장치에 배포될 때까지 사용자가 설정 도우미 모드에 있어야
하는지 여부를 설정합니다. Apple School Manager를 XenMobile Server와 통합하는 경우 이 설정은 기본적으로 아니요입
니다. Apple 설명서에 따르면 장치가 설정 도우미 모드에 있는 동안에는 다음 명령이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InviteT oProgram
InstallApplication
InstallMedia
ApplyRedemptionCode
장치 설정
감독 모드: iOS 장치를 감독 모드로 전환합니다. 기본값인 예를 변경하지 마십시오. iOS 장치를 감독 모드로 전환하는 방법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pple Conﬁgurator를 사용하여 iOS 장치를 감독 모드로 전환을 참조하십시오.
등록 프로필 제거 허용: Apple School Manager 통합의 경우 사용자가 장치에서 등록 프로필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설정을 예로 변경합니다.
장치 페어링 허용: Apple School Manager 통합의 경우 iT unes 및 Apple Configurator를 통해 관리할 수 있도록 장치 페어
링을 허용합니다. 이 설정을 예로 변경합니다.
5. iOS 설정 도우미 옵션에서 사용자가 장치를 처음으로 시작할 때 건너뛸 iOS 설정 도우미 단계를 선택합니다. 기본적으로 설
정 도우미에는 모든 단계가 포함됩니다. 설정 도우미에서 단계를 제거하면 사용자 환경이 간소화됩니다.

Impor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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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e ID 및 약관 단계는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단계는 강사와 학생이 관리되는 Apple ID의 새 암호를 입력하고 필수 약관에 동
의하는 데 사용됩니다.

위치 서비스: 장치에 위치 서비스를 설정합니다.
Touch ID : iOS 8.0 이상 장치에서 Touch ID를 설정합니다.
암호 잠금: 장치에 대한 암호를 만듭니다.
새로 설정 또는 복원: 장치를 새로 설정하거나 iCloud 또는 iTunes 백업에서 복원합니다.
Android 에서 이동: Android 장치의 데이터를 iOS 9 이상 장치로 전송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옵션은 새로 설정 또는 복
원을 선택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즉, 단계가 생략됨).
Apple ID : 장치에 대한 Apple ID 계정을 설정합니다. 확인란을 선택하여 이 단계를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약관: 사용자가 장치 사용에 대한 약관에 동의해야 합니다. 확인란을 선택하여 이 단계를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Apple Pay : iOS 8.0 이상 장치에 Apple Pay를 설정합니다.
Siri: 장치에서 Siri를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습니다.
앱 분석: 충돌 데이터 및 사용 현황 통계를 Apple과 공유할지 여부를 설정합니다.
표시 확대/ 축소: iOS 8.0 이상 장치에서 디스플레이 해상도(표준 또는 확대)를 설정합니다.
T rue Tone : iOS 10.0 장치(최소 버전)에서 True Tone 디스플레이를 설정합니다.
홈 버튼: iOS 10.0 장치(최소 버전)에서 홈 버튼 화면 민감도를 설정합니다.
6. DEP 계정이 설정 > Apple DEP (장치 등록 프로그램)에 표시됩니다. XenMobile Server와 Apple School Manager 계정 간의
연결을 테스트하려면 계정을 선택하고 연결 테스트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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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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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분 후 Apple School Manager의 사용자 계정이 관리 > 사용자 페이지에 나타납니다. XenMobile Server는 각 사용자에 대
해 가져온, 관리되는 Apple ID를 바탕으로 로컬 사용자 계정을 생성합니다. 다음 예에서 사용자 계정에 대해 사용자 지정된
Apple ID 도메인 이름 접두사는 appleid 입니다.

지정된 Apple School Manager DEP 계정에 대한 모든 사용자를 찾으려면 사용자 검색 필터에 계정 이름을 입력합니다.

이 섹션에서는 앱 및 iBooks용 VPP 라이센스를 구매할 때 사용한 VPP 계정을 XenMobile에 지정합니다.
1. Apple School Manager에 대한 교육 VPP 계정을 구성하려면 iOS Volume Purchase Program의 지침을 따르십시오. VPP 계
정 추가 화면에서 회사 토큰을 입력해야 합니다. 교육 VPP 계정(https://volume.itunes.apple.com/us/store)에서 직접 토큰을
다운로드하고 VP P 계정 추가 화면에 붙여 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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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VPP 라이센스를 XenMobile Server로 가져오는 동안 몇 분 정도 기다리십시오.

Apple School Manager DEP 계정을 추가하면 XenMobile Server가 Apple School Manager의 클래스와 사용자를 가져옵니다.
XenMobile에서 클래스는 로컬 그룹으로 처리되며 콘솔에서 "그룹"이라는 용어가 사용됩니다. Apple School Manager에서 그룹
이름이 있는 클래스의 경우 XenMobile이 해당 그룹 이름을 클래스에 할당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XenMobile은 소스 시스템
ID를 그룹 이름으로 사용합니다. 과정 이름은 Apple School Manager에서 고유하지 않으므로 XenMobile은 과정 이름을 클래스
이름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XenMobile은 관리되는 Apple ID를 사용하여 사용자 유형이 ASM 인 로컬 사용자를 생성합니다. 사용자가 로컬인 이유는 Apple
School Manager가 모든 외부 데이터 원본과 별개로 자격 증명을 생성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XenMobile은 이러한 사용자를
인증할 때 디렉터리 서버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Apple School Manager는 XenMobile Server에 임시 사용자 암호를 보내지 않습니다. CSV 파일로 가져오거나 수동으로 추가해
야 합니다. 임시 사용자 암호를 가져오려면:
1. 관리되는 Apple ID의 임시 암호를 생성할 때 Apple School Manager에서 생성된 CSV 파일을 가져옵니다.
2. CSV 파일을 편집하여 임시 암호를 사용자가 XenMobile Server에 등록할 때 제공한 새 암호로 바꿉니다. 이 목적으로 사용하
는 암호 유형에는 제약이 없습니다.
CSV 파일의 입력 형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elizabethabeles@appleid.citrix.com,Elizabeth,Anne,Abeles,Citrix123!
여기서:
elizabethabeles@appleid.citrix.com은 사용자입니다.
Elizabeth는 이름입니다.
Anne은 중간 이름입니다.
Abeles는 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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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rix123!는 암호입니다.
3. XenMobile 콘솔에서 관리 > 사용자를 클릭합니다. 사용자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다음 관리 > 사용자 화면 샘플에는 Apple School Manager에서 가져온 사용자 목록이 나와 있습니다. 사용자 목록에서:
사용자 이름에는 관리되는 Apple ID가 표시됩니다.
사용자 유형은 ASM 이고 Apple School Manager에서 생성된 계정임을 나타냅니다.
그룹에는 클래스가 표시됩니다.

4. 로컬 사용자 가져오기를 클릭합니다. 프로비저닝 파일 가져오기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5. 형식으로 ASM 사용자를 선택하고, 2단계에서 준비한 CSV 파일로 이동한 후 가져오기를 클릭합니다.

6. 로컬 사용자의 속성을 보려면 사용자를 선택하고 편집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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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속성에 더해 다음과 같은 Apple School Manager 속성이 나타납니다.
ASM DEP 계정: XenMobile Server에서 계정에 지정한 이름입니다.
ASM 사용자 직위: 강사, 학생 또는 기타입니다.
ASM 사용자 고유 ID : 사용자의 고유 식별자입니다.
ASM 소스 시스템 ID : 조직에서 사용자에게 구성한 식별자입니다.
ASM 사용자 상태: 관리되는 Apple ID가 활성 또는 비활성인지 여부를 지정합니다. 사용자가 관리되는 Apple ID 계정에
대한 새 암호를 제공하면 이 상태가 활성으로 전환됩니다.
ASM 관리되는 Apple ID : 관리되는 Apple ID에는 교육 기관 이름과 appleid 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ID는
johnappleseed@appleid.myschool.edu와 유사할 수 있습니다. XenMobile Server는 관리되는 Apple ID를 인증에 사용합니
다.
ASM 학생 학년: 학생의 학년 정보입니다(강사에게는 사용되지 않음).
ASM 암호 유형: 사용자의 암호 정책으로, 복합 형식(학생 암호가 아닌 암호로, 8자 이상의 숫자 및 문자로 구성됨), 4 (자리)
또는 6 (자리)입니다.
ASM 데이터 원본: 클래스의 데이터 원본입니다(예: CSV 또는 SF T 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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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학생의 사진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강사가 Apple Classroom 앱을 사용하는 경우 이 앱에 사진이 나타납니다.
사진 권장 사항:
해상도: 256 x 256픽셀(2x 장치의 경우 512 x 512픽셀)
형식: JPEG, PNG 또는 T IFF
사진을 추가하려면 관리 > 사용자에서 사용자를 선택하고 편집을 클릭한 후 이미지 선택을 클릭합니다.

배달 그룹은 사용자 범주에 배포할 리소스를 정의합니다. 예를 들어 강사와 학생에 대한 배달 그룹 하나를 생성하거나 여러 배
달 그룹을 생성하여 여러 강사 또는 학생에게 전송되는 앱, 미디어 및 정책을 사용자 지정할 수 있습니다. 클래스당 하나 이상의
배달 그룹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리자(교육 기관의 다른 직원)를 위한 하나 이상의 배달 그룹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장치에 배포하는 리소스에는 장치 정책, VPP 앱 및 iBooks가 포함됩니다.
장치 정책:
강사가 Classroom 앱을 사용하는 경우 교육 구성 장치 정책이 필요합니다. 다른 장치 정책을 검토하여 강사 및 학생의 iPad를
구성하고 제한하는 방법을 결정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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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PP 앱:
XenMobile을 사용하려면 VPP 앱을 교육 사용자의 필수 앱으로 배포해야 합니다. XenMobile Server는 현재 VPP 앱의 선택적
배포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Apple Classroom 앱을 사용하는 경우 강사 장치에만 앱을 배포하십시오.
강사 또는 학생에게 제공하려는 다른 앱을 배포합니다. 이 솔루션은 Citrix Secure Hub 앱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강사 또는 학
생에게 이 앱을 배포하지 않아도 됩니다.
VPP iBooks:
XenMobile Server가 Apple School Manager VPP 계정에 연결하면 구매한 iBooks가 XenMobile 콘솔의 구성 > 미디어에 나
타납니다. 이 페이지에 나열되는 iBooks는 배달 그룹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현재 XenMobile Server는 iBooks를 필수 미디어
로만 지원합니다.
강사 및 학생을 위한 리소스 및 배달 그룹을 계획한 후에는 이러한 항목을 XenMobile 콘솔에서 생성할 수 있습니다.
1. 강사 또는 학생 장치에 배포할 장치 정책을 생성합니다. 교육 구성 장치 정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교육 구성 장치 정책을 참
조하십시오.

장치 정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장치 정책과 개별 정책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2. 앱(구성 > 앱)과 iBooks(구성 > 미디어)를 구성합니다.
기본적으로 XenMobile은 앱 및 iBooks를 사용자 수준에서 할당합니다. 첫 배포 시 강사 및 학생에게는 VPP 등록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사용자가 초대를 수락하면 다음 배포(6시간 이내) 시 VPP 앱과 iBooks가 전송됩니다. 새 VPP 사용자에게 앱

https://docs.citrix.com

© 1999-2017 Citrix Systems, Inc. All rights reserved.

p.476

및 iBooks의 배포를 강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려면 배달 그룹을 선택하고 배포를 클릭합니다.
장치 수준에서 앱(iBooks 제외)을 할당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장치에 강제로 라이센스 연결 설정을 켜짐으
로 변경합니다. 장치 수준에서 앱을 할당하면 사용자에게 VPP 프로그램 가입을 위한 초대가 전송되지 않습니다.

강사에게만 앱을 배포하려면 강사만 포함된 배달 그룹을 선택하거나 다음 배포 규칙을 사용합니다.
이 리소스를 ASM DEP 장치 유형별로 배포
해당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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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PP 앱 추가와 관련된 도움말은 공용 앱 스토어 앱 추가를 참조하십시오.
3. 선택 사항입니다. Apple School Manager 사용자 속성을 기반으로 동작을 생성합니다. 예를 들어 새 앱이 설치될 때 학생 장
치에 알림을 보내는 동작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또는 다음 예제에 표시된 것과 같이 사용자 속성이 트리거하는 동작을 생성
할 수 있습니다.

동작을 생성하려면 구성 > 동작으로 이동합니다. 동작 구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자동화된 동작을 참조하십시오.
4. 구성 > 배달 그룹에서 강사 및 학생을 위한 배달 그룹을 생성합니다. Apple School Manager에서 가져온 클래스를 선택합니
다. 또한 강사 및 학생에 대한 배포 규칙을 생성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은 강사에 대한 사용자 할당입니다. 배포 규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용자 속성으로 제한
ASM 사용자 직위
같음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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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학생에 대한 사용자 할당입니다. 배포 규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용자 속성으로 제한
ASM 사용자 직위
같음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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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e School Manager DEP 계정 이름에 기반한 배포 규칙을 사용하여 배달 그룹을 필터링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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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배달 그룹에 리소스를 할당합니다. 다음 예제는 배달 그룹에 포함된 iBooks를 보여 줍니다.

다음 예제는 배달 그룹을 선택하고 배포를 클릭할 때 표시되는 확인 대화 상자를 보여 줍니다.

자세한 내용은 리소스 배포의 "배달 그룹을 편집하려면"과 "배달 그룹을 배포하려면"을 참조하십시오.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하여 장치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학교 관리자는 XenMobile 콘솔에서 설정할 수 있는 사용자 암호를 사용하여 강사 및 학생 장치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따라
서 앱과 미디어가 이미 설정된 장치를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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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장치를 받은 후 관리자가 제공한 사용자 암호를 사용하여 등록합니다. 등록이 완료되면 XenMobile Server가 장치
정책, 앱 및 미디어를 장치에 전송합니다.
등록을 테스트하려면 Apple School Manager에 연결된 DEP 장치를 사용합니다.
1. 장치가 Apple School Manager에 연결되지 않은 경우 하드 리셋을 수행하여 장치 콘텐츠 및 설정을 지웁니다.
2. 강사용 Apple School Manager DEP 장치를 등록합니다. 그런 다음 학생용 Apple School Manager DEP 장치를 등록합니다.
3. 관리 > 장치 페이지에서 두 Apple School Manager DEP 장치가 MDM 전용으로 등록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장치 페이지를 Apple School Manager DEP 장치 상태인 ASM DEP 에 등록됨, 강사 및 학생으로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4. 각 장치에 대한 MDM 리소스가 올바르게 배포되었는지 확인하려면: 장치를 선택하고 편집을 클릭한 후 여러 페이지를 확인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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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와 학생에게 장치를 배포할 수 있도록 이벤트를 호스트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전 등록된 장치를 배포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다음 항목도 제공하십시오.
DEP 등록을 위한 XenMobile Server 암호
관리되는 Apple ID에 대한 Apple School Manager 임시 암호
첫 번째 사용자 환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하드 리셋 후 사용자가 처음으로 장치를 시작하면 XenMobile이 장치 등록을 위한 DEP 등록 화면을 표시합니다.
2. 사용자는 관리되는 Apple ID와 인증에 사용되는 XenMobile Server 암호를 XenMobile Server에 제공합니다.
3. Apple ID 설정 단계에서 관리되는 Apple ID와 Apple School Manager 임시 암호를 제공하라는 메시지가 사용자에게 표시됩
니다. 이러한 항목은 Apple 서비스에 대해 사용자를 인증하는 데 사용됩니다.
4. 관리되는 Apple ID의 암호(iCloud의 데이터를 보호하는 데 사용됨)를 생성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5. 설정 도우미를 마치면 XenMobile Server가 장치에 정책, 앱 및 미디어를 설치하기 시작합니다. 사용자 수준에서 할당된 앱 및
iBooks의 경우 강사 및 학생에게 VPP 등록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사용자가 초대를 수락하면 다음 배포(6시간 이내) 시 VPP
앱과 iBooks가 전송됩니다.

강사, 학생 및 클래스 데이터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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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학생 및 클래스 데이터를 관리하는 경우 다음을 참고하십시오.
Apple School Manager 정보를 XenMobile Server로 가져온 후에는 관리되는 Apple ID를 변경하지 마십시오. XenMobile은
Apple School Manager 사용자 식별자를 사용하여 사용자를 식별합니다.
하나 이상의 교육 구성 장치 정책을 생성한 후 Apple School Manager의 클래스 데이터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정책을
편집하고 다시 배포합니다.
교육 구성 장치 정책을 배포한 후 클래스의 강사가 변경되는 경우: 정책을 검토하여 XenMobile 콘솔에서 업데이트되는지 확
인한 후 정책을 다시 배포합니다.
Apple School Manager 포털에서 사용자 속성을 업데이트하면 XenMobile이 이러한 속성을 콘솔에도 업데이트합니다. 그러
나 ASM 사용자 직위 속성(강사, 학생 또는 기타)은 다른 속성과 같은 방법으로 XenMobile에 전송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Apple School Manager에서 ASM 사용자 직위를 변경하는 경우 다음 단계를 수행하여 XenMobile에 변경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1. Apple School Manager 포털에서 학생 학년을 업데이트하고 강사 학년을 지웁니다.
2. 학생 계정을 강사 계정으로 변경한 경우 클래스의 학생 목록에서 해당 사용자를 제거합니다. 그런 다음 동일한 클래스 또
는 다른 클래스의 강사 목록에 사용자를 추가합니다.
강사 계정을 학생 계정으로 변경한 경우 클래스에서 해당 사용자를 제거합니다. 그런 다음 동일한 클래스 또는 다른 클래스
의 학생 목록에 사용자를 추가합니다. 다음 동기화(기본적으로 5분마다) 또는 가져오기(기본적으로 24시간마다) 중에 업데이
트 내용이 XenMobile 콘솔에 표시됩니다.
3. 변경 내용을 적용하도록 교육 구성 장치 정책을 편집하고 다시 배포합니다.
Apple School Manager 포털에서 사용자를 삭제하면 XenMobile Server가 가져오기 후 XenMobile 콘솔에서도 해당 사용자를
삭제합니다.
다음 서버 속성 값을 변경하여 두 기준 사이의 간격을 줄일 수 있습니다. bulk.enrollment .f et chRost erInf oDelay (기본값
은 14 4 0 분)
리소스 배포 후: 학생이 클래스에 참여하면 해당 학생만 포함된 배달 그룹을 생성하고 리소스를 학생에게 배포합니다.
학생 또는 강사가 임시 암호를 잊은 경우 Apple School Manager 관리자에게 문의하도록 하십시오. 관리자는 임시 암호를 제
공하거나 새 암호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Apple School Manager DEP에 등록된 분실 또는 도난 장
치 관리
Apple의 내 iPhone/iPad 찾기 서비스에는 활성화 잠금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활성화 잠금 기능은 권한이 없는 사용자가
DEP에 등록된 분실 또는 도난 장치를 사용하거나 재판매할 수 없도록 합니다. XenMobile Server에 포함된 ASM DEP 활성화
잠금 보안 동작을 사용하면 Apple School Manager DEP 등록 장치에 잠금 코드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ASM DEP 활성화 잠금 보안 동작을 사용하면 사용자가 내 iPhone/iPad 찾기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고 XenMobile을 통해 장치
를 찾을 수 있습니다. Apple School Manager 장치가 하드 리셋되거나 전체 초기화된 경우 사용자는 관리되는 Apple ID와 암호
를 제공하여 장치 잠금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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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솔에서 잠금을 해제하려면 활성화 잠금 바이패스 보안 동작을 클릭합니다. 활성화 잠금 바이패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안
동작 문서에서 iOS 활성화 잠금 바이패스를 참조하십시오. 또한 로그인을 비워 두고 ASM DEP 활성화 잠금 바이패스 코드를
암호로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정보는 장치 세부 정보의 속성 탭에 나와 있습니다.
활성화 잠금을 설정하려면 관리 > 장치에서 장치를 선택하고 보안을 클릭한 후 ASM DEP 활성화 잠금을 클릭합니다.

ASM DEP 에스크로 키와 ASM DEP 활성화 잠금 바이패스 코드 속성은 장치 세부 정보에 표시됩니다.

ASM DEP 활성화 잠금에 대한 RBAC 권한은 장치 > ASM DEP 사용/ 활성화 잠금 바이패스입니다.

https://docs.citrix.com

© 1999-2017 Citrix Systems, Inc. All rights reserved.

p.485

https://docs.citrix.com

© 1999-2017 Citrix Systems, Inc. All rights reserved.

p.486

네트워크 액세스 제어
Feb 21, 20 18

Cisco ISE와 같은 NAC(네트워크 액세스 제어) 장비가 XenMobile 네트워크에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규칙 또는 속성에 따라 장치를
NAC 준수 또는 비준수로 설정하는 필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XenMobile의 관리되는 장치가 지정된 기준을 충족하지 않고 그
결과 비준수로 표시되는 경우 NAC 장비가 네트워크에서 해당 장치를 차단합니다.
XenMobile 콘솔에서 장치를 비준수로 설정할 때 사용할 하나 이상의 기준을 목록에서 선택합니다.
XenMobile은 다음과 같은 NAC 준수 필터를 지원합니다.
익명 장치: 장치가 익명 모드인지 확인합니다. 이 확인은 장치가 다시 연결할 때 XenMobile이 사용자를 다시 인증할 수 없는 경
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Samsung KNOX 증명 실패: 장치가 Samsung KNOX 증명 서버의 쿼리에 실패했는지 확인합니다.
금지된 앱: 장치에 앱 액세스 정책에 정의된 금지된 앱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앱 액세스 정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앱 액세스 장
치 정책을 참조하십시오.
비활성 장치: Server Properties(서버 속성)의 Device Inactivity Days T hreshold(장치 비활성 일 수 임계값) 설정에 정의된 대로 장
치가 비활성 상태인지 확인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버 속성을 참조하십시오.
누락된 필수 앱: 앱 액세스 정책에 정의된 대로, 장치에 필수 앱이 누락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비추천 앱: 앱 액세스 정책에 정의된 대로, 장치에 비추천 앱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암호: 사용자 암호가 규정을 준수하는지 확인합니다. iOS 및 Android 장치에서 XenMobile은 현재 장치에
있는 암호가 장치로 보낸 암호 정책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iOS에서는 XenMobile이 암호 정책을
장치에 보내는 경우 60분 내에 암호를 설정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암호를 설정하기 전에 암호가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수 있습
니다.
규정 위반 장치: 규정 위반 장치 속성에 따라 장치가 규정을 위반하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 속성은 일반적으로 자동화 동작
또는 XenMobile API를 활용하는 타사에 의해 변경됩니다.
해지된 상태: 장치 인증서가 해지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해지된 장치는 다시 권한이 부여될 때까지 다시 등록할 수 없습
니다.
루팅된 Android 및 탈옥 iOS 장치: Android 또는 iOS 장치가 탈옥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관리되지 않는 장치: 장치가 여전히 XenMobile 제어 하에 관리되는 상태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MAM 모드에서 실행
중인 장치나 등록되지 않은 장치는 관리되지 않습니다.

메모
묵시적 준수/비준수 필터는 XenMobile로 관리되는 장치에만 기본값을 설정합니다. 예를 들어 블랙리스트 앱이 설치되거나 등록되지 않
은 장치는 비준수로 표시되고 NAC 장비에 의해 네트워크에서 차단됩니다.

네트워크 액세스 제어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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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XenMobile 콘솔에서 오른쪽 위 모서리의 기어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설정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2. 서버에서 네트워크 액세스 제어를 클릭합니다. 네트워크 액세스 제어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3. 사용하려는 규정 비준수 상태로 설정 필터에 대한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4. 저장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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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sung KNOX
Feb 21, 20 18

XenMobile에서 Samsung KNOX 증명 서버 REST API를 쿼리하도록 구성할 수 있습니다.
Samsung KNOX는 하드웨어 보안 기능을 활용하여 운영 체제 및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여러 수준의 보호를 제공합니다. 이 중
한 수준의 보안 기능이 증명을 통해 플랫폼에서 제공됩니다. 증명 서버는 모바일 장치 핵심 시스템 소프트웨어(예: 부팅 로더 및
커널)에 대한 확인을 수행합니다. 확인은 신뢰할 수 있는 부팅 시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런타임에 이루어집니다.
1. XenMobile 웹 콘솔에서 오른쪽 위 모서리의 기어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설정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2. 플랫폼 아래에서 Samsung KNOX 를 클릭합니다. Samsung KNOX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3. Samsung KNOX 증명 사용에서 Samsung KNOX 증명을 사용할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기본값은 아니요입니다.
4. Samsung KNOX 증명 사용을 예로 설정하는 경우 웹 서비스 URL 옵션이 사용됩니다. 그런 다음 목록에서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a. 적절한 증명 서버를 클릭합니다.
b. 새로 추가를 클릭하고 웹 서비스 URL을 입력합니다.
5. 연결 테스트를 클릭하여 연결을 확인합니다. 성공 또는 실패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6. 저장을 클릭합니다.

메모
Samsung KNOX Mobile Enrollment를 사용하여 여러 Samsung KNOX 장치를 각 장치에 대한 수동 구성 없이 XenMobile 또는 원하는 모
바일 장치 관리자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Samsung KNOX Bulk Enrollment(Samsung KNOX 대량 등록)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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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동작
Feb 21, 20 18

관리 > 장치 페이지에서 장치 및 앱 보안 동작을 수행합니다. 장치 동작에는 해지, 잠금, 잠금 해제 및 초기화가 포함됩니다. 앱
보안 동작에는 앱 잠금 및 앱 초기화가 포함됩니다.
활성화 잠금 바이패스: 장치 활성화 전에 감독되는 iOS 장치에서 활성화 잠금을 제거합니다. 이 명령은 개인 Apple ID 또는 암
호가 없어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앱 잠금: 장치의 모든 앱에 대한 액세스를 거부합니다. Android에서는 앱이 잠기면 사용자가 XenMobile에 로그인할 수 없습
니다. iOS에서는 사용자가 로그인할 수는 있지만 앱에 액세스할 수 없습니다.
앱 초기화: Android에서 앱 초기화는 XenMobile에서 사용자 계정을 삭제합니다. iOS에서는 Secure Hub에서 사용자 계정을
삭제합니다.
ASM DEP 활성화 잠금: Apple School Manager DEP에 등록된 iOS 장치에 대한 활성화 잠금 바이패스 코드를 생성합니다.
제한 사항 지우기: 감독되는 iOS 장치에서 이 명령을 사용하면 사용자가 구성한 제한 암호 및 제한 설정을 XenMobile Server
가 지울 수 있습니다.
분실 모드 활성화/ 비활성화: 감독되는 iOS 장치를 분실 모드로 전환하고 장치에 표시할 메시지, 전화 번호 및 각주를 보냅니
다. 이 명령을 두 번째로 보내면 장치가 분실 모드에서 해제됩니다.
전체 초기화: 모든 메모리 카드를 포함하여 장치에서 모든 데이터와 앱을 즉시 지웁니다.
Android 장치의 경우 이 요청에 메모리 카드를 초기화하는 옵션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iOS 및 macOS 장치의 경우 장치가 잠겨 있더라도 초기화가 수행됩니다. iOS 11 장치(최소 버전)의 경우: 전체 초기화를 확
인할 때 장치의 셀룰러 데이터 요금제가 보존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Windows Phone 장치의 경우 전체 초기화는 앱, 전자 메일, 연락처 및 미디어와 같은 개인 콘텐츠를 포함하여 모든
XenMobile 정보와 모든 사용자 데이터를 제거합니다.
Windows Mobile 6 이하를 실행하는 Windows 모바일 장치의 경우: 초기화 후 장치를 제조업체에 반환하여 원래 운영 체
제, 소프트웨어 또는 둘 다를 다시 로드해야 할 수 있습니다.
메모리 카드 콘텐츠가 삭제되기 전에 장치 사용자가 장치 전원을 끄면 사용자의 장치 데이터 액세스가 가능할 수 있습니
다.
요청이 장치로 전송되기 전까지는 초기화 요청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위치: 관리 > 장치 페이지의 장치 세부 정보 > 일반에서 장치를 찾고 지도를 포함한 장치 위치를 보고할 수 있습니다.
잠금: 장치를 원격으로 잠급니다. 장치를 분실했지만 도난당한 것인지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 유용합니다. 그러면 XenMobile
이 PIN 코드를 생성하여 장치에 이 코드를 설정합니다. 장치에 액세스하려면 사용자는 PIN 코드를 입력해야 합니다. 잠금을
제거하려면 XenMobile 콘솔에서 잠금 취소를 사용합니다.
Lock and Reset Password(잠금 및 암호 재설정): 원격으로 장치를 잠그고 암호를 재설정합니다.
Not if y (Ring)(알림(벨 울림)): Android 장치에서 사운드를 울립니다.
다시 부팅: Windows 10 장치를 다시 시작합니다. Windows 태블릿 및 PC의 경우 "System will reboot soon(시스템이 곧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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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팅됩니다.)"라는 메시지가 표시되고 5분 안에 다시 부팅됩니다. Windows Phone의 경우 경고 메시지가 표시되지 않으며
몇 분 후에 다시 부팅됩니다.
AirP lay 미러링 요청/ 중지: 감독되는 iOS 장치에서 AirPlay 미러링을 시작 및 중지합니다.
다시 시작/ 종료: 감독되는 iOS 장치를 즉시 다시 시작하거나 종료합니다.
해지: 장치가 XenMobile Server에 연결할 수 없도록 합니다.
Revoke/Aut horize(해지/ 권한 부여)(iOS, macOS): 선택적 초기화와 동일한 동작을 수행합니다. 해지 후에는 장치에 권한
을 다시 부여하여 다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벨 울림: 장치가 분실 모드에 있는 경우 감독되는 iOS 장치의 벨의 사운드가 재생됩니다. 사운드는 장치를 분실 모드에서 제
거하거나 사용자가 사운드를 비활성화할 때까지 재생됩니다.
선택적 초기화: 장치에서 모든 회사 데이터 및 앱을 지우고 개인 데이터 및 앱은 그대로 유지합니다. 선택적 초기화 후에는 사
용자가 장치를 다시 등록할 수 있습니다.
Android 장치의 선택적 초기화가 수행되어도 Device Manager 및 회사 네트워크에서 장치가 분리되지 않습니다. 장치가
Device Manager에 액세스하는 것을 방지하려면 장치 인증서도 해지해야 합니다.
Samsung KNOX API를 사용하도록 설정한 경우 장치를 선택적으로 초기화하면 Samsung KNOX 컨테이너도 제거됩니다.
iOS 및 macOS 장치의 경우 이 명령은 MDM을 통해 설치된 모든 프로필을 제거합니다.
Windows 장치에서의 선택적 초기화는 현재 로그온된 모든 사용자의 프로필 폴더 내용도 제거합니다. 선택적 초기화는 구
성을 통해 사용자에게 배달하는 웹 클립은 제거하지 않습니다. 웹 클립을 제거하려면 사용자가 자신의 장치를 수동으로
등록 취소해야 합니다. 선택적으로 초기화된 장치를 다시 등록할 수 없습니다.
Windows Phone 장치를 선택적으로 초기화하면 XenMobile이 장치에 앱을 설치하도록 허용하는 엔터프라이즈 토큰이 제
거됩니다. 또한 초기화는 장치에 배포된 모든 XenMobile 인증서 및 구성도 제거합니다. 선택적으로 초기화된 Windows
Phone 장치를 다시 등록할 수 없습니다.
잠금 해제: 잠겨 있을 때 장치로 전송된 암호를 지웁니다. 이 명령은 장치를 잠금 해제하지 않습니다.
관리 > 장치의 장치 세부 정보 페이지에도 장치 보안 속성이 나열됩니다. 이러한 속성에는 강력한 ID, 장치 잠금, 활성화 잠금 바
이패스 및 플랫폼 유형에 대한 기타 정보 등이 포함됩니다. 장치 전체 초기화 필드에는 사용자 PIN 코드가 포함됩니다. 장치가
초기화된 후 사용자는 이 코드를 입력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코드를 잊은 경우 여기서 코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 문서의 나머지 부분에서는 다음 항목을 다룹니다.
Android 장치에 대한 보안 동작
iOS 및 macOS 장치에 대한 보안 동작
Windows 장치에 대한 보안 동작
iOS 장치 잠금
XenMobile 콘솔에서 장치 제거
장치를 선택적으로 초기화
장치 삭제
앱 잠금, 잠금 해제, 초기화 또는 초기화 취소
iOS 장치를 분실 모드로 전환
iOS 활성화 잠금 바이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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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oid 장치에 대한 보안 동작
Android f or Work

Android f or Work

(BYOD)

(회사 소유)

예

아니요

아니요

앱 초기화

예

아니요

아니요

전체 초기화

예

아니요

예

찾기

예2

예2

예2

잠금

예

예

예

예

아니요

예

예

예

예

해지

예

예

예

선택적 초기화

예

예

아니요

보안 동작

Android 1

앱 잠금

Lock and Reset
Password(잠금 및 암호
재설정)

Notify (Ring)(알림(벨 울
림))

1

Android for Work 장치는 제외됩니다.

2

Android 6.0 이상을 실행하는 장치의 경우 위치를 사용하려면 사용자가 등록 도중 위치 권한을 부여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위

치 권한을 부여하지 않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등록 도중 권한을 부여하지 않으면 XenMobile은 위치 명령을 전송할
때 다시 위치 권한을 요청합니다.

iOS 및 macOS 장치에 대한 보안 동작
보안 동작

iOS

macOS

활성화 잠금 바이패스

예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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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잠금

예

아니요

앱 초기화

예

아니요

ASM DEP 활성화 잠금

예

아니요

제한 사항 지우기

예

아니요

분실 모드 활성화/비활성화

예

아니요

추적 활성화/비활성화

예

아니요

전체 초기화

예

예

찾기

예

아니요

잠금

예

예

벨 울림

예

예

AirPlay 미러링 요청/중지

예

아니요

다시 시작/종료

예

아니요

Revoke/Authorize(해지/권한 부여)

예

예

선택적 초기화

예

예

잠금 해제

예

아니요

Windows 장치에 대한 보안 동작
보안 동작

Windows P hone 10

Windows 태블릿 10

Windows P hone 8.1

찾기

예

예

아니요

잠금

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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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k and Reset Password(잠금 및 암호 재설정)

예

아니요

예

다시 부팅

예

예

아니요

해지

예

예

예

벨 울림

예

아니요

예

선택적 초기화

예

예

예

초기화

예

아니요

예

이 문서의 나머지 부분에서는 다양한 보안 동작을 수행하는 단계를 설명합니다. 일부 동작은 자동화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동화된 동작을 참조하십시오.

iOS 장치 잠금
분실된 iOS 장치를 잠그고 장치 잠금 화면에 메시지와 전화 번호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iOS 7 이상을 실행하는 장치
에서 지원됩니다.
잠겨 있는 장치에 메시지와 전화 번호를 표시하려면 XenMobile 콘솔에서 암호 정책을 true로 설정합니다. 또는 사용자가 수동
으로 장치에서 암호를 사용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1. 관리 > 장치를 클릭합니다. 장치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2. 잠글 iOS 장치를 선택합니다.
장치 옆에 있는 확인란을 선택하면 장치 목록 위에 옵션 메뉴가 표시됩니다. 목록에서 다른 곳을 클릭하면 목록 오른쪽에 옵
션 메뉴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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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옵션 메뉴에서 보안을 클릭합니다. 보안 동작 대화 상자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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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잠금을 클릭합니다. 보안 동작 확인 대화 상자가 표시됩니다.

5. 필요에 따라 장치 잠금 화면에 표시되는 메시지와 전화 번호를 입력합니다.
iOS 7 이상을 실행하는 iPad의 경우: 메시지 필드에 입력하는 내용에 "iPad 분실"라는 단어가 추가됩니다.
iOS 7 이상을 실행하는 iPhone의 경우: 메시지 필드를 비워 두고 전화 번호를 입력할 경우 장치 잠금 화면에 “소유자에게 통
화”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6. 장치 잠금을 클릭합니다.

XenMobile 콘솔에서 장치 제거
Impor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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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enMobile 콘솔에서 장치를 제거하는 경우 관리되는 앱 및 데이터는 장치에 남습니다. 관리되는 앱 및 데이터를 장치에서 제거하려면 이
문서 뒷부분의 "장치 삭제"를 참조하십시오.

XenMobile 콘솔에서 장치를 제거하려면 관리 > 장치로 이동하여 관리되는 장치를 선택한 다음 삭제를 클릭합니다.

장치를 선택적으로 초기화
1. 관리 > 장치로 이동하고 관리되는 장치를 선택한 다음 보안을 클릭합니다.
2. 보안 동작에서 선택적 초기화를 클릭합니다.
3. Android 장치의 경우에는 회사 네트워크에서 장치를 분리합니다. 이렇게 하려면 장치가 초기화된 후 보안 동작에서 해지를
클릭하십시오.
초기화가 수행되기 전에 선택적 초기화 요청을 철회하려면 보안 동작에서 선택적 초기화 취소를 클릭합니다.

장치 삭제
이 절차는 관리되는 앱 및 데이터를 장치에서 제거하고 XenMobile 콘솔의 장치 목록에서 장치를 삭제합니다.
1. 관리 > 장치로 이동하고 관리되는 장치를 선택한 다음 보안을 클릭합니다.
2. 선택적 초기화를 클릭합니다. 메시지가 나타나면 선택적 초기화 수행을 클릭합니다.
3. 초기화 명령이 성공했는지 확인하려면 관리 > 장치를 새로 고치십시오. 모드 열에서 MDM 및 MAM의 색이 황색이면 초기화
명령이 성공한 것입니다.

4. 관리 > 장치에서 장치를 선택한 다음 삭제를 클릭합니다. 메시지가 나타나면 삭제를 다시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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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잠금, 잠금 해제, 초기화 또는 초기화 취소
1. 관리 > 장치로 이동하고 관리되는 장치를 선택한 다음 보안을 클릭합니다.
2. 보안 동작에서 앱 동작을 클릭합니다.
보안 동작 상자를 사용하여 Active Directory에서 계정이 사용하지 않도록 설정되었거나 삭제된 사용자의 장치 상태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앱 잠금 해제 또는 앱 초기화 취소 동작이 나타나면 앱이 잠겼거나 초기화되었음을 나타냅니다.

iOS 장치를 분실 모드로 전환
XenMobile 분실 모드 장치 속성은 iOS 장치를 분실 모드로 전환합니다. Apple의 관리되는 분실 모드와 달리 XenMobile의 분실
모드에서는 다음 동작 중 하나를 수행하여 사용자가 나의 iPhone/iPad 찾기 설정을 구성하거나 Citrix Secure Hub의 위치 서비
스를 사용하지 않아도 장치 위치를 찾을 수 있습니다.
XenMobile 분실 모드에서는 XenMobile Server만 장치 잠금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XenMobile 장치 잠금 기능을 사
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제공된 PIN 코드를 사용하여 장치를 직접 잠금 해제할 수 있습니다.
분실 모드를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으려면: 관리 > 장치로 이동하고 감독되는 iOS 장치를 선택한 후 보안을 클릭합니다. 분실
모드 활성화 또는 분실 모드 비활성화를 클릭합니다.

분실 모드 활성화를 클릭하고 장치가 분실 모드가 될 때 장치에 표시할 정보를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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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하여 분실 모드 상태를 확인합니다.
보안 동작 창에서 단추가 분실 모드 비활성화인지 확인합니다.
관리 > 장치에서 일반 탭의 보안 아래에서 마지막 분실 모드 활성화 또는 분실 모드 비활성화 동작을 확인합니다.

관리 > 장치의 속성 탭에서 MDM 분실 모드 활성화 설정의 값이 올바른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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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S 장치에서 XenMobile 분실 모드를 사용하는 경우 XenMobile 콘솔이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구성 > 동작에서 동작 목록에 장치 해지, 장치를 선택적으로 초기화 및 장치를 완전히 초기화 자동화 동작이 포함되지 않습
니다.
관리 > 장치에서 보안 동작 목록에 해지 및 장치 선택적 초기화 동작이 더 이상 포함되지 않습니다. 필요한 경우 보안 동작을
사용하여 전체 초기화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iOS 7 이상을 실행하는 iPad의 경우: 보안 동작 화면의 메시지에 무엇을 입력하든지 관계없이 끝에 "Lost iPad"라는 단어가 추가
됩니다.
iOS 7 이상을 실행하는 iPhone의 경우: 메시지를 비워 둔 경우 전화 번호를 입력하면 장치 잠금 화면에 "Call owner" 메시지가 표
시됩니다.

iOS 활성화 잠금 바이패스
활성화 잠금은 분실되거나 도난당한 장치의 재활성화를 방지하는 내 iPhone/iPad 찾기 기능입니다. 활성화 잠금은 누군가가 내
iPhone/iPad 찾기를 끄고 장치를 지우거나 장치를 재활성화하여 사용하려고 할 경우 사용자의 Apple ID와 암호를 요구합니다.
조직이 소유한 장치의 경우 예를 들어 장치를 재설정하거나 재할당하기 위해 활성화 잠금을 바이패스해야 합니다.
활성화 잠금을 사용하도록 설정하려면 XenMobile MDM 옵션 장치 정책을 구성하고 배포합니다. 그러면 사용자의 Apple 자격
증명이 없이도 XenMobile 콘솔에서 장치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활성화 잠금의 Apple 자격 증명 요구 사항을 바이패스하려면
XenMobile 콘솔에서 활성화 잠금 바이패스 보안 동작을 실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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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사용자가 분실된 휴대폰을 반환하거나 전체 초기화 전후에 장치를 설정하는 경우 iTunes 계정 자격 증명을 묻는 메시
지가 표시될 때 XenMobile 콘솔에서 활성화 잠금 바이패스 보안 동작을 실행하여 이 단계를 바이패스할 수 있습니다.
활성화 잠금 바이패스를 위한 장치 요구 사항
iOS 7.1(최소 버전)
Apple Configurator 또는 Apple DEP를 통해 감독됨
iCloud 계정을 사용하여 구성됨
내 iPhone/iPad 찾기를 사용하도록 설정됨
XenMobile에서 등록됨
활성화 잠금을 사용하도록 설정된 MDM 옵션 장치 정책이 장치에 배포됨
장치의 전체 초기화를 실행하기 전에 활성화 잠금을 바이패스하려면:
1. 관리 > 장치에서 장치를 선택하고 보안을 클릭한 다음 활성화 잠금 바이패스를 클릭합니다.
2. 장치를 초기화합니다. 장치 설정 중에 활성화 잠금 화면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장치의 전체 초기화를 실행한 후에 활성화 잠금을 바이패스하려면:
1. 장치를 재설정하거나 초기화합니다. 장치 설정 중에 활성화 잠금 화면이 표시됩니다.
2. 관리 > 장치에서 장치를 선택하고 보안을 클릭한 다음 활성화 잠금 바이패스를 클릭합니다.
3. 장치에서 뒤로 단추를 누릅니다. 홈 화면이 나타납니다.

메모
사용자에게 내 iPhone/iPad 찾기를 끄지 말라고 일러 두십시오. 장치에서 전체 초기화를 수행하지 마십시오. 두 경우 모두 사용자에게
iCloud 계정 암호를 입력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계정 유효성 검사 후 모든 콘텐츠와 설정을 지운 다음 사용자에게 iPhone/iPad
활성화 화면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활성화 잠금 바이패스 코드가 생성되고 활성화 잠금을 사용하도록 설정한 장치의 경우 전체 초기화 후 iPhone/iPad 활성화 페이지를
바이패스할 수 없으면 XenMobile에서 장치를 삭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관리자 또는 사용자가 Apple 지원 팀에 연락하여 직접 장치의
차단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하드웨어 인벤토리 중에 XenMobile은 장치에서 활성화 잠금 바이패스 코드를 쿼리합니다. 바이패스 코드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장치
가 해당 코드를 XenMobile에 전송합니다. 그런 다음 장치에서 바이패스 코드를 제거하려면 XenMobile 콘솔에서 활성화 잠금 바이패
스 보안 동작을 전송합니다.
이때 장치의 차단을 해제하려면 XenMobile Server와 Apple에 바이패스 코드가 있어야 합니다.
활성화 잠금 바이패스 보안 동작은 Apple 서비스의 이용 가용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동작이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장치
의 차단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장치에서 수동으로 iCloud 계정의 자격 증명을 입력합니다. 또는 사용자 이름 필드를 비워 두고 암호 필
드에 바이패스 코드를 입력합니다. 바이패스 코드를 조회하려면 관리 > 장치로 이동하여 장치를 선택하고 편집, 속성을 차례로 클릭
합니다. 활성화 잠금 바이패스 코드는 보안 정보 아래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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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장치
Feb 21, 20 18

XenMobile을 통해 여러 사용자가 공유할 수 있는 장치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공유 장치 기능을 사용하면, 예를 들어 병원의 임
상 의사가 특정 장치를 가지고 다닐 필요 없이 주변에 있는 장치를 사용하여 앱과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법 집행, 소매
및 제조와 같은 분야의 교대 근무자가 장치를 공유하여 장비 비용을 절감할 수도 있습니다.

공유 장치에 대한 주요 사항
MDM 모드
iOS 및 Android 태블릿과 스마트폰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XenMobile Enterprise 공유 장치에는 기본 DEP(장치 등록
프로그램) 등록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승인된 DEP를 사용하여 이 모드의 공유 장치를 등록해야 합니다.
클라이언트 인증서 인증, Citrix PIN, T ouch ID, 사용자 엔트로피 및 2단계 인증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MDM+MAM 모드
iOS 및 Android 태블릿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XenMobile 10.3.x 이상에서 지원됩니다.
Active Directory 사용자 이름 및 암호 인증만 지원됩니다.
클라이언트 인증서 인증, Worx PIN, T ouch ID, 사용자 엔트로피 및 2단계 인증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MAM 전용 모드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MDM에서 장치를 등록해야 합니다.
Secure Mail, Secure Web 및 ShareFile Mobile 앱만 지원됩니다. HDX 앱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Active Directory 사용자만 지원됩니다. 로컬 사용자 및 그룹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기존 MDM 전용 공유 장치를 MDM+MAM 모드로 업데이트하려면 재등록이 필요합니다.
사용자는 XenMobile 앱 및 MDX 래핑된 앱만 공유할 수 있습니다. 장치의 기본 앱을 공유할 수 없습니다.
처음 등록할 때 다운로드된 후에는 새 사용자가 장치에 로그온해도 XenMobile 앱이 다시 다운로드되지 않습니다. 새로운 사
용자는 원하는 장치를 가져와 로그온하고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Android에서 보안을 위해 각 사용자의 데이터를 격리하려면 XenMobile 콘솔의 Disallow root ed devices(루팅된 장치 허
용 안 함) 정책이 켜짐이어야 합니다.

공유 장치 등록을 위한 사전 요구 사항
공유 장치를 등록하려면 먼저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공유 장치 등록 사용자 역할을 만듭니다. RBAC를 사용하여 역할 구성을 참조하십시오.
공유 장치 사용자를 만듭니다. XenMobile에서 로컬 사용자를 추가, 편집 또는 삭제하려면을 참조하십시오.
공유 장치 등록 사용자에게 적용할 기본 정책, 앱 및 동작을 포함하는 배달 그룹을 만듭니다. 배달 그룹 관리를 참조하십시오.

1. Shared Device Enrollers 같은 이름으로, Active Directory 그룹을 만듭니다.
2. 공유 장치를 등록할 Active Directory 사용자를 이 그룹에 추가합니다. 이 용도로 새 계정을 사용하려면 새 Active Directory
사용자(예: sdenroll)를 만들고 해당 사용자를 Active Directory 그룹에 추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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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장치 요구 사항
앱 자동 설치 및 제거를 비롯한, 최상의 사용자 환경을 위해 다음과 같은 플랫폼에서는 공유 장치를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iOS 9(MDM 전용) 및 iOS 10
Android M
Android 5.x
Android 4.4.x(MDM 전용)
Android 4.0.x(MDM 전용)

공유 장치 구성
다음 단계에 따라 공유 장치를 구성합니다.
1. XenMobile 콘솔에서 오른쪽 위 모서리의 기어를 클릭합니다. 설정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2. 역할 기반 액세스 제어를 클릭한 다음 추가를 클릭합니다. 역할 추가 화면이 표시됩니다.
3. 허가된 액세스 아래에서 공유 장치 등록자 권한이 있는 Shared Device Enrollment User라는 공유 장치 등록 사용자 역할
을 만듭니다. 콘솔 기능에서 장치를 확장한 다음 장치 선택적 초기화를 선택하십시오. 이 설정을 사용하면 장치가 등록 취소
될 때 공유 장치 등록자 계정을 통해 프로비저닝된 앱 및 정책이 Secure Hub를 통해 삭제됩니다.
권한 적용은 기본 설정인 모든 사용자 그룹으로 유지하거나, 특정 사용자 그룹을 사용하여 특정 Active Directory 사용자 그
룹에 권한을 할당합니다.

다음을 클릭하여 할당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방금 생성한 공유 장치 등록 역할을 1단계의 사전 요구 사항에서 공유 장치 등록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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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자용으로 만든 Active Directory 그룹에 할당합니다. 아래 이미지에서 cit rix.lab 은 Active Directory 도메인이고 Shared
Device Enrollers 는 Active Directory 그룹입니다.

4. 사용자가 로그온하지 않은 상태에서 장치에 적용할 기본 정책, 앱 및 동작을 포함하는 배달 그룹을 만든 다음 해당 배달 그룹
을 공유 장치 등록 사용자 Active Directory 그룹과 연결합니다.

5. 공유 장치에 Secure Hub를 설치하고 공유 장치 등록 사용자 계정을 사용하여 XenMobile에 장치를 등록합니다. 이제
XenMobile 콘솔을 통해 장치를 보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장치 등록을 참조하십시오.
6. 서로 다른 정책을 적용하거나 인증된 사용자를 위한 추가 앱을 제공하려면 해당 사용자와 연결되고 공유 장치에만 배포된 배
달 그룹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룹을 만들 때 배포 규칙을 구성하여 패키지가 공유 장치에 배포되도록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Conﬁguring Deployment Rules(배포 규칙 구성)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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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장치 공유를 중지하려면 선택적 초기화를 수행하여 장치에서 공유 장치 등록 사용자 계정과 함께 장치에 배포된 모든 앱 및
정책을 제거합니다.

공유 장치 사용자 환경
사용자는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리소스만 보며 모든 공유 장치에서 동일한 환경을 사용합니다. 공유 장치 등록 정책 및 앱이 항
상 장치에 유지됩니다. 공유 장치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사용자가 Secure Hub에 로그온하면 해당 사용자의 정책 및 앱이 장치에
배포됩니다. 해당 사용자가 로그오프하면 공유 장치 등록의 정책 및 앱과 다른 정책 및 앱이 제거되지만 공유 장치 등록 리소스
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공유 장치 등록 사용자가 등록할 때 장치에 Secure Mail 및 Secure Web이 배포됩니다. 사용자 데이터는 장치에서 안전하게 유
지 관리됩니다. Secure Mail 또는 Secure Web에 로그온하는 다른 사용자에게 데이터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한 번에 한 사용자만 Secure Hub에 로그온할 수 있습니다. 다음 사용자가 로그온하려면 이전 사용자가 로그오프해야 합니다.
보안 상의 이유로 Secure Hub는 공유 장치에 사용자 자격 증명을 저장하지 않으므로 사용자는 로그온할 때마다 자격 증명을 입
력해야 합니다. 새로운 사용자가 이전 사용자를 위해 만들어진 리소스에 액세스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Secure Hub는 이전 사용
자와 관련된 정책, 앱 및 데이터가 제거되는 동안 새 사용자가 로그온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공유 장치 등록은 앱을 업그레이드하는 프로세스를 변경하지 않습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공유 장치 사용자에게 업그레이드
를 푸시할 수 있으며 공유 장치 사용자가 장치에서 바로 앱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습니다.

권장 Secure Mail 정책
최상의 Secure Mail 성능을 얻으려면 장치를 공유할 사용자의 수를 기반으로 Max sync period(최대 동기화 기간)를 설정합
니다. 무제한 동기화를 허용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장치를 공유하는 사용자 수

권장 최대 동기화 기간

21~25명

1주 이하

6~20명

2주 이하

5명 이하

1개월 이하

장치를 공유하는 다른 사용자에게 연락처가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려면 Enable cont act export (연락처 내보내기 사용)를
차단합니다.
iOS에서는 사용자별로 다음과 같은 설정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른 모든 설정은 장치를 공유하는 모든 사용자에게 공통입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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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서명
부재 중
메일 동기화 기간
S/MIME
맞춤법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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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enMobile Autodiscovery Service
Feb 21, 20 18

자동 검색은 많은 XenMobile 배포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동 검색은 사용자의 등록 프로세스를 간소화합니다. 사용자는
XenMobile 서버에 대한 세부 정보를 입력할 필요 없이 네트워크 사용자 이름과 Active Directory 암호를 사용하여 장치를 등록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이름은 UPN(사용자 계정 이름) 형식(예: user@mycompany.com)으로 입력합니다. XenMobile
AutoDiscovery Service를 사용하면 Citrix 지원의 도움 없이 자동 검색 레코드를 만들거나 편집할 수 있습니다.
XenMobile AutoDiscovery Service에 액세스하려면 https://xenmobiletools.citrix.com으로 이동하고 Request Aut o
Discovery(자동 검색 요청)를 클릭합니다.

AutoDiscovery 요청
1. AutoDiscovery Service 페이지에서 먼저 도메인을 요청해야 합니다. Add Domain(도메인 추가)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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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화 상자가 열리면 XenMobile 환경의 도메인 이름을 입력하고 Next (다음)를 클릭합니다.

3. 다음 단계에서 도메인을 소유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이 제공됩니다.
a. XenMobile Tools 포털에서 제공되는 DNS 토큰을 복사합니다.
b. 도메인 호스팅 공급자 포털에서 도메인에 대한 영역 파일에 DNS T XT 레코드를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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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S T XT 레코드를 만들려면 위의 2단계에서 추가한 도메인의 도메인 호스팅 공급자 포털에 로그인해야 합니다. 도메인
호스팅 포털에서 도메인 이름 서버 레코드를 편집하고 사용자 지정 T XT 레코드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아래 예제는 호스
팅 포털에서 샘플 도메인 domain.com에 대한 DNS T XT 항목을 추가하는 방법에 대한 것입니다.
c. 도메인 토큰을 DNS T XT 레코드에 붙여 넣고 도메인 이름 서버 레코드를 저장합니다.
d. XenMobile Tools 포털에서 Done(완료)을 클릭하고 DNS 검사를 시작합니다.
시스템에서 DNS T XT 레코드가 감지됩니다. 또는 I'll update later(나중에 업데이트)를 클릭하면 레코드가 저장됩니다.
Waiting record(레코드 대기)를 선택하고 DNS Check(DNS 검사)를 클릭하지 않으면 DNS 검사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이 검사는 원래 한 시간 가량 소요되지만 응답을 반환하는 데 최대 2일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태 변경 사항을 보
려면 포털을 나간 후 다시 방문해야 합니다.

4. 도메인을 요청한 후 AutoDiscovery Service 정보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자동 검색을 요청할 도메인 레코드를 마우스 오
른쪽 단추로 클릭하고 Add ADS(ADS 추가)를 클릭합니다.
도메인에 AutoDiscovery 레코드가 있는 경우 Citrix 기술 지원에 사례를 기록하여 필요에 따라 세부 정보를 수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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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XenMobile 서버 F QDN , Net Scaler Gat eway F QDN 및 인스턴스 이름을 입력하고 Next (다음)를 클릭합니다. 확
실하지 않은 경우 기본 인스턴스인 "zdm"을 추가합니다.

위의 스크린샷에서 Worx Home의 이름이 Secure Hub로 바뀐 것을 알 수 있습니다.

6. Secure Hub에 대한 다음 정보를 입력하고 Next (다음)를 클릭합니다.
a. User ID T ype(사용자 ID 유형): E-mail address(전자 메일 주소) 또는 UP N 중에서 사용자가 로그온할 때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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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ID 유형을 선택합니다.
UP N 은 사용자의 UPN(사용자 계정 이름)이 전자 메일 주소와 동일한 경우 사용됩니다. 두 방법 모두 입력된 도메인
을 사용하여 서버 주소를 찾습니다. E-mail address(전자 메일 주소)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자 이름 및 암호를 입력
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되며 UP N 을 사용하는 경우 암호를 입력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b. HT T P S P ort (HT T P S 포트): HT T PS를 통해 Secure Hub에 액세스할 때 사용할 포트를 입력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포트는 포트 443입니다.
c. iOS Enrollment P ort (iOS 등록 포트): iOS 등록 시 Secure Hub에 액세스할 때 사용할 포트를 입력합니다. 일반
적으로 이 포트는 포트 8443입니다.
d. Required T rust ed CA f or XenMobile(XenMobile 에 신뢰할 수 있는 CA 필요): XenMobile에 액세스할 때 신
뢰할 수 있는 인증서가 필요한지 여부를 나타냅니다. 이 옵션은 OF F (꺼짐) 또는 ON(켜짐)일 수 있습니다. 현재 이
기능을 위한 인증서를 업로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려는 경우 Citrix 지원을 통해 자동 검색
을 설정해야 합니다. 인증서 고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XenMobile 앱 설명서에서 Secure Hub의 인증서 고정 섹션
을 참조하십시오. 인증서 고정이 작동하는 데 필요한 포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XenMobile Port Requirements for
ADS Connectivity(ADS 연결을 위한 XenMobile 포트 요구 사항)의 지원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위의 스크린샷에서 Worx Home의 이름이 Secure Hub로 바뀐 것을 알 수 있습니다.

7. 이전 단계에서 입력한 모든 정보가 요약 페이지에 표시됩니다. 데이터가 올바른지 확인하고 Save(저장)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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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스크린샷에서 Worx Home의 이름이 Secure Hub로 바뀐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동 검색 사용
자동 검색은 사용자의 등록 프로세스를 간소화합니다. 사용자는 XenMobile 서버에 대한 세부 정보를 입력할 필요 없이 네트워
크 사용자 이름과 Active Directory 암호를 사용하여 장치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이름은 UPN(사용자 계정 이름) 형식(예:
user@mycompany.com)으로 입력합니다.
자동 검색을 사용하려면 Autodiscovery Service포털(https://xenmobiletools.citrix.com)에 액세스합니다.
일부 제한된 경우 자동 검색을 사용하려면 Citrix 지원에 문의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아래의 절차에 따라 배포 정보를 전달
하십시오. Windows 장치의 경우 SSL 인증서를 Citrix 기술 지원 팀에 전달해야 합니다. Citrix에 이 정보가 접수된 후 사용자가 장
치를 등록하면 도메인 정보가 추출되고 서버 주소로 매핑됩니다. 이 정보는 XenMobile 데이터베이스에 유지되므로 사용자가
등록할 때 항상 정보에 액세스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Autodiscovery Service 포털(https://xenmobiletools.citrix.com)에서 자동 검색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Citrix 지원 포털에서 사
례를 열고 다음 정보를 제공합니다.
사용자가 등록될 계정을 포함하는 도메인
XenMobile 서버의 FQDN(정규화된 도메인 이름)
XenMobile 인스턴스 이름. 기본적으로 인스턴스 이름은 zdm이고 대소문자를 구분합니다.
사용자 ID 유형(UPN 또는 전자 메일일 수 있음). 기본적으로 이 유형은 UPN입니다.
iOS 등록에 사용된 포트(포트 번호를 기본 포트 8443에서 변경한 경우)
XenMobile 서버가 연결을 받아들이는 포트(포트 번호를 기본 포트 443에서 변경한 경우)
또는 XenMobile 관리자의 전자 메일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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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Windows 장치를 등록하려는 경우 다음을 수행합니다.
enterpriseenrollment.mycompany.com에 대한 공개적으로 서명된 비와일드카드 SSL 인증서를 가져옵니다. 여기서
mycompany.com은 사용자 등록에 사용할 계정이 포함된 도메인입니다. .pfx 형식의 SSL 인증서와 인증서 암호를 요청에 첨
부합니다.
DNS에 CNAME(정식 이름) 레코드를 만들고 SSL 인증서 주소(enterpriseenrollment.mycompany.com)를
autodisc.zc.zenprise.com에 매핑합니다. Windows 장치 사용자가 UPN을 사용하여 등록하면 XenMobile 서버의 세부 정보가
제공되고 XenMobile 서버에서 유효한 인증서를 요청하라는 Citrix 등록 서버의 지침이 표시됩니다.
세부 정보 및 인증서(해당하는 경우)가 Citrix 서버에 추가되면 기술 지원 사례가 업데이트됩니다. 이 시점에서 사용자는 자동 검
색 등록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참고: 둘 이상의 도메인을 등록하려는 경우 다중 도메인 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중 도메인 인증서의 구조는 다음과 같
아야 합니다.
SubjectDN과 기본 도메인을 지정하는 CN(예: enterpriseenrollment.mycompany1.com)
나머지 도메인에 해당하는 SAN(예: enterpriseenrollment.mycompany2.com, enterpriseenrollment.mycompany3.com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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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 정책
Feb 21, 20 18

정책을 만들어 XenMobile이 장치와 상호 작용하는 방식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많은 정책이 모든 장치에 공통적으로 적용되지
만 각 장치에 해당 운영 체제와 관련된 일련의 정책이 있습니다. 따라서 플랫폼 간에는 물론 Android 장치 제조업체 사이에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플랫폼별 정책 매트릭스를 보려면 Device Policies by Platform Matrix(플랫폼별 장치 정책 매트릭스) PDF를 다운로드하십시오.
각 장치 정책에 대한 요약 설명은 이 문서의 장치 정책 요약을 참조하십시오.

Important
정책을 만들기 전에 다음 요구 사항을 완료합니다. 사용하려는 배달 그룹을 만듭니다. 필요한 모든 CA 인증서를 설치합니다.

장치 정책을 만드는 기본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책의 이름을 지정하고 관련 설명을 입력합니다.
2. 하나 이상의 플랫폼에 대한 정책을 구성합니다.
3. 배포 규칙을 만듭니다(선택 사항).
4. 배달 그룹에 정책을 할당합니다.
5. 배포 일정을 구성합니다(선택 사항).
장치 정책을 만들고 관리하려면 구성 > 장치 정책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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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 정책 추가
1. 장치 정책 페이지에서 추가를 클릭합니다. 새 정책 추가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2. 하나 이상의 플랫폼을 클릭하여 선택한 플랫폼에 대한 장치 정책 목록을 봅니다. 정책 추가를 계속하려면 정책 이름을 클릭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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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상자에 정책 이름을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입력할 때 잠재적 검색 결과가 나타납니다. 목록에 해당 정책이 있으면 정책을
클릭합니다. 선택한 정책만 결과에 유지됩니다. 해당 정책을 클릭하여 정책에 대한 정책 정보 페이지를 엽니다.
3. 정책에 포함할 플랫폼을 선택합니다. 5단계에서 선택한 플랫폼에 대한 구성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4. 정책 정보 페이지를 작성한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정책 정보 페이지에서는 정책을 식별하고 추적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책
이름과 같은 정보를 수집합니다. 이 페이지는 모든 정책에 대해 유사합니다.
5. 플랫폼 페이지를 작성합니다. 3 단계에서 선택한 각 플랫폼에 대해 플랫폼 페이지에 나타납니다. 이러한 페이지는 각 정책에
따라 다릅니다. 정책은 플랫폼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정책이 모든 플랫폼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배포 규칙을 구성하려면:
참고: 배포 규칙을 구성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리소스 배포를 참조하십시오.
a. 배포 규칙을 확장하고 다음 설정을 구성합니다. 기본적으로 기본 탭이 표시됩니다.
목록에서 어떤 경우에 정책을 배포할지 지정하는 옵션을 클릭합니다. 모든 조건이 충족된 경우 또는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된
경우 정책을 배포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본 옵션은 모두입니다.
조건을 정의하려면 새 규칙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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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에서 장치 소유권 및 BYOD 같은 조건을 클릭합니다.
조건을 더 추가하려면 새 규칙을 다시 클릭합니다. 원하는 만큼 많은 조건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b. 부울 옵션과 함께 규칙을 사용하려면 고급 탭을 클릭합니다. 기본 탭에서 선택한 조건이 표시됩니다.
c. 추가 고급 부울 논리를 사용하여 규칙을 결합하거나, 편집하거나,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는이나 아님을 클릭합니다.
목록에서 규칙에 추가할 조건을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오른쪽의 더하기 기호(+ )를 클릭하여 규칙에 조건을 추가합니다.
언제든지 조건을 클릭하여 선택한 다음 편집을 클릭하여 조건을 변경하거나 삭제를 클릭하여 조건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새 규칙을 클릭하여 다른 조건을 추가합니다.
6. 다음을 클릭하여 다음 플랫폼 페이지로 이동하거나, 모든 플랫폼 페이지가 완료된 경우 할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7. 할당 페이지에서 정책을 적용할 배달 그룹을 선택합니다. 배달 그룹을 클릭하면 앱 할당을 받을 배달 그룹 상자에 해당 그룹
이 표시됩니다.
참고: 앱 할당을 받을 배달 그룹은 배달 그룹을 선택하기 전까지 표시되지 않습니다.

8. 할당 페이지에서 배포 일정을 확장하고 다음 설정을 구성합니다.
배포 옆에서 켜짐을 클릭하여 배포를 예약하거나 꺼짐을 클릭하여 배포를 차단합니다. 기본 옵션은 켜짐입니다.
배포 일정 옆에서 지금 또는 나중에를 클릭합니다. 기본 옵션은 지금입니다.
나중에를 클릭하는 경우 달력 아이콘을 클릭하고 배포 날짜와 시간을 선택합니다.
배포 조건 옆에서 모든 연결에서를 클릭하거나 이전 배포가 실패한 경우에만을 클릭합니다. 기본 옵션은 모든 연결에서입니
다.
상시 연결에 대해 배포 옆에서 켜짐 또는 꺼짐을 클릭합니다. 기본 옵션은 꺼짐입니다.
참고:
설정 > 서버 속성에서 백그라운드 배포 예약 키를 구성한 경우에만 이 옵션이 적용됩니다. iOS 장치에는 상시 연결 옵션을 사
용할 수 없습니다.
구성하는 배포 일정은 모든 플랫폼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변경 사항은 모든 플랫폼에 적용되지만 상시 연결에 대해 배포를
선택한 경우 iOS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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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저장을 클릭합니다.
장치 정책 테이블에 정책이 표시됩니다.

장치 정책 편집 또는 삭제
정책을 편집하거나 삭제하려면 정책 옆에 있는 확인란을 선택하여 정책 목록 위에 옵션 메뉴를 표시합니다. 또는 목록에서 정책
을 클릭하여 목록 오른쪽에 옵션 메뉴를 표시합니다.

정책 세부 정보를 보려면 자세히 표시를 클릭합니다.
장치 정책에 대한 모든 설정을 편집하려면 편집을 클릭합니다.
삭제를 클릭하면 확인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삭제를 다시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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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된 장치 정책 목록 필터링
추가된 정책 목록을 정책 유형, 플랫폼 및 관련 배달 그룹으로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구성 > 장치 정책 페이지에서 필터 표시를
클릭합니다. 목록에서 보려는 항목의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필터를 저장하려면 이 보기 저장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해당 필터 이름이 이 보기 저장 단추 아래의 단추에 표시됩니다.

장치 정책 요약
장치 정책 이름

장치 정책 설명

AirPlay 미러링

특정 AirPlay 장치(예: Apple T V 또는 다른 Mac 컴퓨터)를 iOS 장치에 추가합니다. 감독되는 장치의 화이
트리스트에 장치를 추가하는 옵션도 있습니다. 이 옵션은 사용자를 화이트리스트의 AirPlay 장치로만 제
한합니다.

AirPrint

iOS 장치의 AirPrint 프린터 목록에 AirPrint 프린터를 추가합니다. 이 정책을 사용하면 프린터와 장치가
서로 다른 서브넷에 있는 환경을 보다 쉽게 지원할 수 있습니다. iOS 7.0 이상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참
고: 각 프린터의 IP 주소와 리소스 경로가 있어야 합니다.

Android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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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 앱 권한

리하는 방법을 구성합니다.

Android for

Android 앱과 관련된 제한 사항을 업데이트합니다.

Work 앱 제한

APN

특정 전화 이동 통신 사업자의 GPRS(General Packet Radio Service)에 장치를 연결하는 데 사용되는 설
정을 지정합니다. 이 설정은 대부분의 최신 휴대폰에 이미 정의되어 있습니다. 조직이 모바일 장치에서
인터넷에 연결하는 데 소비자 APN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이 정책을 사용합니다.

앱 액세스

장치의 필수 앱, 선택적 앱 또는 차단 앱 목록을 정의합니다. 그런 다음 자동화된 동작을 만들어 장치가
앱 목록을 따르는 데 대응할 수 있습니다.

앱 특성

iOS 장치에 대한 관리되는 앱 번들 ID 또는 앱별 VPN 식별자와 같은 특성을 지정합니다.

앱 구성

관리되는 구성을 지원하는 앱의 다양한 설정 및 동작을 원격으로 구성합니다. 이렇게 하려면 iOS 장치
에 XML 구성 파일(속성 목록 또는 plist)을 배포합니다. 또는 Windows 10 Phone, 데스크톱, 태블릿 장치
에 키/값 쌍을 배포합니다.

앱 인벤토리

관리되는 장치에서 앱의 인벤토리를 수집합니다. 그러면 XenMobile이 해당 장치에 배포된 앱 액세스
정책과 인벤토리를 비교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앱 액세스 블랙리스트 또는 화이트리스트에 있는 앱을
감지하고 적절한 조치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앱 잠금

사용자가 iOS 또는 특정 Android 장치에서 실행할 수 있거나 실행할 수 없는 앱의 목록을 정의합니다.

앱 네트워크 사용

iOS 장치에서 관리되는 앱이 셀룰러 데이터 네트워크와 같은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방식을 지정하는 네
트워크 사용 규칙을 설정합니다. 이러한 규칙은 관리되는 앱에만 적용됩니다. 관리되는 앱은
XenMobile을 통해 사용자 장치에 배포되는 앱입니다.

앱 제한

사용자가 Samsung KNOX 장치에 설치할 수 없도록 방지할 앱의 블랙리스트를 만듭니다. 또한 사용자
가 설치할 수 있도록 할 앱의 화이트리스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앱 제거

사용자 장치에서 앱을 제거합니다.

앱 제거 제한

사용자가 제거할 수 있는 앱과 제거할 수 없는 앱을 지정합니다.

앱 알림

iOS 사용자가 지정된 앱의 알림을 수신하는 방법을 제어합니다.

BitLocker

Windows 10 장치의 BitLocker 인터페이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설정을 구성합니다.

브라우저

사용자 장치가 브라우저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또는 장치가 사용할 수 있는 브라우저 기능을 정의합
니다.

https://docs.citri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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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CalDav)

iOS 또는 macOS 장치에 일정(CalDAV) 계정을 추가합니다. CalDAV 계정을 사용하면 CalDAV를 지원하
는 모든 서버와 일정 데이터를 동기화할 수 있습니다.

셀룰러

셀룰러 네트워크 설정을 구성합니다.

연결 관리자

인터넷 및 사설망에 자동으로 연결되는 앱에 대한 연결 설정을 지정합니다. 이 정책은 Windows Pocket
PC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락처(CardDAV)

iOS 또는 macOS 장치에 iOS 연락처(CardDAV) 계정을 추가합니다. CardDAV 계정을 사용하면
CardDAV를 지원하는 모든 서버와 연락처 데이터를 동기화할 수 있습니다.

OS 업데이트 제

감독되는 지원 장치에 최신 OS 업데이트를 배포합니다.

어

Samsung 컨테이

지원되는 Samsung 장치에서 장치에 이미 설치된 앱을 SEAMS 또는 KNOX 컨테이너로 복사합니다.

너에 앱 복사

SEAMS 컨테이너에 복사된 앱은 장치 홈 화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KNOX 컨테이너에 복사된 앱은
사용자가 KNOX 컨테이너에 로그인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격 증명

XenMobile의 PKI 구성에 대한 통합된 인증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PKI 엔터티, 키 저장소, 자
격 증명 공급자 또는 서버 인증서에 대한 인증이 가능합니다.

사용자 지정 XML

장치 프로비전, 장치 기능 사용, 장치 구성 및 장애 관리 같은 기능을 최적화합니다.

Defender

데스크톱과 태블릿에 설치된 Windows 10의 Windows Defender 설정을 구성합니다.

파일 및 폴더 삭
제

레지스트리 키 및

Windows Mobile/CE 장치에서 특정 파일 또는 폴더를 삭제합니다.

Windows Mobile/CE 장치에서 특정 레지스트리 키 및 값을 삭제합니다.

값 삭제

장치 상태 증명

Windows 10 장치가 해당 상태를 보고하도록 합니다. 이를 위해 장치에서 특정 데이터 및 런타임 정보를
분석을 위해 HAS(상태 증명 서비스)로 전송합니다. HAS에서 상태 증명 인증서를 생성하고 반환하면 장
치가 이를 XenMobile에 보냅니다. XenMobile은 상태 증명 인증서를 받은 후 인증서의 내용에 따라 이
전에 구성된 자동 동작을 배포할 수 있습니다.

장치 이름

장치를 식별할 수 있도록 iOS와 macOS 장치에 이름을 설정합니다. 매크로, 텍스트 또는 둘의 조합을 사
용하여 장치 이름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https://docs.citri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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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구성

Apple 교육을 사용할 강사 및 학생 장치를 구성합니다. 강사가 Classroom 앱을 사용하는 경우 교육 구성
장치 정책이 필요합니다.

엔터프라이즈 허

Enterprise Hub Company 스토어를 통해 Windows Phone에 앱을 배포합니다. XenMobile은 Windows

브

Phone Secure Hub 모드마다 엔터프라이즈 허브 정책을 하나만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XenMobile
Enterprise Edition의 다양한 Secure Home 버전을 사용하여 여러 Enterprise Hub 정책을 만들지 마십시
오. 초기 엔터프라이즈 허브 정책은 장치를 등록하는 동안에만 배포할 수 있습니다.

Exchange

장치의 기본 전자 메일 클라이언트에서 ActiveSync 전자 메일을 사용하도록 설정합니다.

파일

사용자에 대한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스크립트 파일을 XenMobile에 추가합니다. 또는 Android 장치 사
용자가 장치에서 액세스할 수 있는 문서 파일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파일을 추가하는 경우 장치에서 파
일이 저장될 디렉터리를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FileVault

이 정책을 사용하면 등록된 macOS 장치에서 FileVault 장치 암호화를 사용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로그인할 때 FileVault 설정을 건너뛸 수 있는 횟수를 제어할 수도 있습니다. macOS 10.7 이상
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방화벽

Samsung 장치에 대한 방화벽 설정을 구성합니다. 장치에서 허용하거나 차단할 IP 주소, 포트 및 호스트
이름을 지정합니다. 또한 프록시 및 프록시 경로 조정 설정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글꼴

iOS와 macOS 장치에 추가 글꼴을 추가합니다. 글꼴은 트루타입(.T T F) 또는 오픈타입(.OFT ) 형식이어야
합니다. XenMobile은 글꼴 모음(.T TC 또는 .OTC)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홈 화면 레이아웃

iOS 9.3 이상의 감독되는 장치에서 iOS 홈 화면의 앱 및 폴더 레이아웃을 지정합니다.

iOS 및 macOS 프

XenMobile로 iOS와 macOS 장치를 위한 장치 구성 XML 파일을 가져옵니다. 이 파일에는 Apple

로필 가져오기

Conﬁgurator로 작성한 장치 보안 정책 및 제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키오스크

Samsung SAFE 장치에서 앱 사용을 제한합니다. 사용 가능한 앱을 하나 이상의 특정 앱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정책은 특정 유형 또는 클래스의 앱만 실행하도록 마련된 회사 장치에 유용합니다. 또한
이 정책을 사용하면 키오스크 모드의 장치 홈 화면 및 잠금 화면 배경에 대한 사용자 지정 이미지를 선택
할 수 있습니다.

Launcher 구성

허용되는 앱 및 Launcher 아이콘의 사용자 지정 로고 이미지 등 Android 장치의 Citrix Launcher에 대한
설정을 지정합니다.

LDAP

LDAP 서버 호스트 이름 등 필요한 모든 계정 정보를 비롯하여 iOS 장치에 사용할 LDAP 서버에 대한 정
보를 제공합니다. 또한 LDAP 서버를 쿼리할 때 사용할 LDAP 검색 정책 집합을 제공합니다.

위치

https://docs.citri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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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을 배포한 후 XenMobile Server에서 찾기 명령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장치가 해당 위치 좌표를
사용하여 응답합니다. 또한 XenMobile은 지오펜스 및 추적 정책을 지원합니다.
메일

iOS 또는 macOS 장치에 대한 전자 메일 계정을 구성합니다.

관리되는 도메인

전자 메일 및 Safari 브라우저에 적용되는 관리되는 도메인을 정의합니다. 관리되는 도메인을 사용하면
Safari를 사용하여 도메인에서 다운로드한 문서를 열 수 있는 앱을 제어함으로써 회사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iOS 8 이상의 감독되는 장치의 경우 URL 또는 하위 도메인을 지정하여 사용자가 브라우저
에서 문서, 첨부 파일 및 다운로드를 열 수 있는 방법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MDM 옵션

감독되는 iOS 7.0 이상의 전화 장치에서 내 전화 찾기 및 iPad 활성화 잠금을 관리합니다.

조직 정보

XenMobile이 iOS 장치에 배포하는 알림 메시지에 대한 조직 정보를 지정합니다.

암호

관리되는 장치에 PIN 코드 또는 암호를 적용합니다. 장치서 암호 복잡성과 시간 초과를 설정할 수 있습
니다.

개인 핫스폿

사용자가 WiFi 네트워크 범위 내에 없는 경우 인터넷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개인 핫스폿 기능
을 사용하여 iOS 장치에서 셀룰러 데이터 연결을 통해 연결합니다.

프로필 제거

사용자의 iOS 또는 macOS 장치에서 앱 프로필을 제거합니다.

프로비전 프로필

장치에 보낼 엔터프라이즈 배포 프로비전 프로필을 지정합니다. iOS 엔터프라이즈 앱을 개발하고 코드
서명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프로비전 프로필을 포함합니다. Apple iOS 장치에서 앱을 실행하려면 이 프
로필이 필요합니다. 프로비전 프로필이 누락되었거나 만료된 경우 사용자가 앱을 눌러서 열 때 앱의 작
동이 중단됩니다.

프로비전 프로필

iOS 프로비전 프로필을 제거합니다.

제거

프록시

Windows Mobile/CE 및 iOS를 실행하는 장치에 대한 글로벌 HT T P 프록시 설정을 지정합니다. 장치당
하나의 글로벌 HT T P 프록시 정책만 배포할 수 있습니다.

레지스트리

Windows Mobile/CE 장치를 관리할 수 있도록 레지스트리 키 및 값을 정의합니다. Windows Mobile/CE
레지스트리에는 앱, 드라이버, 사용자 기본 설정 및 구성 설정에 대한 데이터가 저장됩니다.

원격 지원

Samsung KNOX 장치에 원격으로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제한 사항

관리되는 장치의 기능을 잠그고 제어하기 위한 수백 개의 옵션을 제공합니다. 제한 옵션의 예로는 카메
라 또는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도록 설정, 로밍 규칙 적용, 앱 스토어를 비롯한 타사 서비스에 대한 액세
스 적용 등이 있습니다.

https://docs.citri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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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밍

iOS 및 Windows Mobile/CE 장치에서 음성 및 데이터 로밍을 허용할 것인지 여부를 구성합니다. 음성
로밍을 사용하지 않도록 설정하면 데이터 로밍이 자동으로 비활성화됩니다.

Samsung MDM

SAFE 정책 및 제한 사항을 배포하기 전에 장치에 배포해야 하는 기본 제공 Samsung ELM(엔터프라이즈

라이센스 키

라이센스 관리) 키를 지정합니다. XenMobile은 Samsung E-FOTA(Enterprise Firmware-Over-T he-Air)
서비스도 지원합니다. XenMobile은 SAFE(Samsung for Enterprise)와 Samsung KNOX 정책을 모두 지
원하고 확장합니다.

예약

MDM 관리, 앱 푸시 및 정책 배포를 위해 Android 및 Windows Mobile 장치에서 XenMobile Server에 다
시 연결하는 데 필요합니다. 이 정책을 장치에 보내지 않고 Google FCM을 사용하도록 설정하지 않을
경우 장치에서 서버에 다시 연결할 수 없습니다.

외부 SCEP 서버에서 인증서를 검색하도록 iOS 및 macOS 장치를 구성합니다. 또한 XenMobile에 연결
SCEP

되어 있는 PKI의 SCEP를 사용하여 장치에 인증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분산 모드에서 PKI
엔터티와 PKI 공급자를 만듭니다.

SSO 계정

사용자가 XenMobile과 회사 내부 리소스에 액세스하기 위해 한 번만 로그온하도록 SSO(Single SignOn) 계정을 만듭니다. 사용자가 장치에 자격 증명을 저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XenMobile은 App Store
의 앱을 포함한 앱 전반의 SSO 계정에 엔터프라이즈 사용자 자격 증명을 사용합니다. 이 정책은
Kerberos 인증과 호환됩니다. iOS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토리지 암호화

내부 및 외부 스토리지를 암호화합니다. 일부 장치의 경우 이 정책으로 인해 사용자가 해당 장치에서 스
토리지 카드를 사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구독 중인 일정

iOS 장치의 캘린더 목록에 구독 일정을 추가합니다. 사용자 장치의 구독 일정 목록에 추가하기 전에 일
정을 구독해야 합니다.

약관

사용자가 회사 네트워크에 대한 연결을 제어하는 특정 회사 정책에 동의하도록 요구합니다. 사용자가
XenMobile에 장치를 등록할 때 약관에 동의해야만 장치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
면 등록 프로세스가 취소됩니다.

터널

원격 지원에만 사용됩니다. 원격 지원을 사용하면 지원 센터 담당자가 관리되는 Windows CE 및
Android 모바일 장치를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원격 지원은 XenMobile Service 고객에게 제공되
지 않으며 클러스터링된 온-프레미스 XenMobile Server 배포에서 지원되지 않습니다.

VPN

레거시 VPN 게이트웨이 기술을 사용하는 백엔드 시스템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합니다. 이 정책은 장치
에 배포할 수 있는 VPN 게이트웨이 연결 세부 정보를 제공합니다. XenMobile은 Cisco AnyConnect,
Juniper, Citrix VPN을 비롯한 여러 VPN 공급자를 지원합니다. VPN 게이트웨이가 이 옵션을 지원하는 경
우 이 정책을 CA에 연결하고 주문형 VPN을 사용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배경 화면

https://docs.citri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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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ad 및 iPhone에서 서로 다른 배경 화면을 사용하려면 서로 다른 배경 화면 정책을 만들어 해당 사용자
에게 배포합니다.

웹 콘텐츠 필터

iOS 장치에서 웹 콘텐츠를 필터링합니다. XenMobile은 Apple 자동 필터 기능과 화이트리스트 및 블랙
리스트에 추가된 사이트를 사용합니다. 감독되는 iOS 장치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웹 클립

웹 사이트에 대한 바로 가기 또는 웹 클립을 배치하여 앱과 나란히 사용자 장치에 표시합니다. iOS,
macOS X 및 Android 장치의 웹 클립을 나타내는 사용자 지정 아이콘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Windows
태블릿에는 레이블과 URL만 필요합니다.

WiFi

관리자가 관리되는 장치에 WiFi 라우터 세부 정보를 배포할 수 있습니다. 라우터 세부 정보에는 SSID, 인
증 데이터 및 구성 데이터가 포함됩니다.

Windows CE 인

외부 PKI에서 Windows Mobile/CE 인증서를 만들어 사용자 장치에 제공합니다.

증서

Windows

정책에 대해 설정한 적용 수준에서 Windows Information Protection이 필요한 앱을 지정합니다.

Information

Windows 10 버전 1607 이상의 감독되는 장치용 정책입니다.

Protection

XenMobile Store

XenMobile Store 웹 클립을 사용자 장치의 홈 화면에 표시할지 여부를 지정합니다.

XenMobile 옵션

Android 및 Windows Mobile/CE 장치에서 XenMobile에 연결할 때 Secure Hub 동작을 구성합니다.

XenMobile 제거

Android 및 Windows Mobile/CE 장치에서 XenMobile을 제거합니다. 이 정책을 배포하면 배포 그룹에
있는 모든 장치에서 XenMobile이 제거됩니다.

https://docs.citri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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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별 장치 정책
Feb 21, 20 18

플랫폼별 정책을 보려면 Device Policies by Platform Matrix PDF(플랫폼별 장치 정책 매트릭스 PDF)를 다운로드하십시오.
XenMobile 콘솔의 구성 > 장치 정책에서 장치 정책을 추가하고 구성합니다.
XenMobile의 최신 릴리스는 다음과 같은 플랫폼에 대한 장치 정책을 지원합니다.
Amazon
iOS
macOS
Android HT C
Android T ouchDown
Android for Work
Android
Android Sony
Android Zebra
Samsung SAFE
Samsung KNOX
Samsung SEAMS
Windows 10 Phone
Windows 10 데스크톱/태블릿
Windows Mobile/CE
XenMobile의 최신 릴리스에서 지원되는 장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지원되는 장치 플랫폼을 참조하십시오.

메모
환경에 GPO(그룹 정책 개체)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
Windows 10용 XenMobile 장치 정책을 구성할 때 다음 규칙을 고려하십시오. 하나 이상의 등록된 Windows 10 장치에서 정책이 충돌하
는 경우 GPO와 일치하는 정책이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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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rPlay 미러링 장치 정책
Feb 21, 20 18

Apple AirPlay 기능을 사용하면 iOS 장치의 콘텐츠를 Apple T V를 통해 T V 화면에 무선으로 스트리밍하거나 장치 디스플레이에
표시되는 내용을 T V 화면 또는 Mac 컴퓨터에 정확히 미러링할 수 있습니다.
XenMobile에서 특정 AirPlay 장치(예: Apple T V 또는 다른 Mac 컴퓨터)를 사용자의 iOS 장치에 추가하는 장치 정책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감독되는 장치의 경우 화이트리스트에 장치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화이트리스트에 있는 AirPlay 장치로
만 사용자가 제한됩니다. 장치를 감독 모드로 전환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T o place an iOS device in Supervised mode
by using the Apple Configurator(Apple Configurator를 사용하여 iOS 장치를 감독 모드로 전환)를 참조하십시오.
참고: 계속하기 전에 추가할 모든 장치에 대한 장치 ID와 암호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1. XenMobile 콘솔에서 구성 > 장치 정책을 클릭합니다. 장치 정책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2. 추가를 클릭합니다. 새 정책 추가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3. 더 보기를 확장하고 최종 사용자 아래에서 AirP lay 미러링을 클릭합니다. AirP lay 미러링 정책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4. 정책 정보 창에서 다음 정보를 입력합니다.
정책 이름: 정책을 설명하는 이름을 입력합니다.
설명: 필요한 경우 정책의 설명을 입력합니다.
5. 다음을 클릭합니다. 정책 플랫폼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6. 플랫폼 아래에서 추가할 플랫폼을 선택합니다. 하나의 플랫폼에 대해서만 구성하는 경우 다른 플랫폼의 선택을 취소합니다.
플랫폼에 대한 설정을 모두 구성했으면 7단계에서 해당 플랫폼의 배포 규칙을 설정하는 방법을 확인하십시오.

다음 설정을 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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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rP lay 암호: 추가할 각 장치에 대해 추가를 클릭하고 다음을 수행합니다.
장치 ID : 하드웨어 주소(Mac 주소)를 xx:xx:xx:xx:xx:xx 형식으로 입력합니다. 이 필드는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암호: 장치에 대한 선택적 암호를 입력합니다.
추가를 클릭하여 장치를 추가하거나 취소를 클릭하여 장치 추가를 취소합니다.
화이트리스트 ID : 감독되지 않는 장치의 경우 이 목록이 무시됩니다. 이 목록의 장치 ID는 사용자 장치에 제공되는 유일한
AirPlay 장치입니다. 목록에 추가할 각 AirPlay 장치에 대해 추가를 클릭하고 다음을 수행합니다.
장치 ID : 장치 ID를 xx:xx:xx:xx:xx:xx 형식으로 입력합니다. 이 필드는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추가를 클릭하여 장치를 추가하거나 취소를 클릭하여 장치 추가를 취소합니다.
참고: 기존 장치를 삭제하려면 목록이 포함된 줄 위로 마우스 포인터를 이동하고 오른쪽의 휴지통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확인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삭제를 클릭하여 목록을 삭제하거나 취소를 클릭하여 목록을 유지합니다.
기존 장치를 편집하려면 목록이 포함된 줄 위로 마우스 포인터를 이동하고 오른쪽의 펜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목록을 변
경한 후 저장을 클릭하여 변경된 목록을 저장하거나 취소를 클릭하여 목록을 변경되지 않은 상태로 유지합니다.
정책 설정
정책 제거 옆에서 날짜 선택 또는 제거할 때까지의 기간(시간)을 클릭합니다.
날짜 선택을 클릭하는 경우 달력을 클릭하여 제거할 날짜를 선택합니다.
사용자가 정책을 제거하도록 허용 목록에서 항상, 암호 필요 또는 안 함을 클릭합니다.
암호 필요를 클릭하는 경우 제거 암호 옆에 필요한 암호를 입력합니다.

다음 설정을 구성합니다.
AirP lay 암호: 추가할 각 장치에 대해 추가를 클릭하고 다음을 수행합니다.
장치 ID : 하드웨어 주소(Mac 주소)를 xx:xx:xx:xx:xx:xx 형식으로 입력합니다. 이 필드는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암호: 장치에 대한 선택적 암호를 입력합니다.
추가를 클릭하여 장치를 추가하거나 취소를 클릭하여 장치 추가를 취소합니다.
화이트리스트 ID : 감독되지 않는 장치의 경우 이 목록이 무시됩니다. 이 목록의 장치 ID는 사용자 장치에 제공되는 유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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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rPlay 장치입니다. 목록에 추가할 각 AirPlay 장치에 대해 추가를 클릭하고 다음을 수행합니다.
장치 ID : 장치 ID를 xx:xx:xx:xx:xx:xx 형식으로 입력합니다. 이 필드는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추가를 클릭하여 장치를 추가하거나 취소를 클릭하여 장치 추가를 취소합니다.
참고: 기존 장치를 삭제하려면 목록이 포함된 줄 위로 마우스 포인터를 이동하고 오른쪽의 휴지통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확인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삭제를 클릭하여 목록을 삭제하거나 취소를 클릭하여 목록을 유지합니다.
기존 장치를 편집하려면 목록이 포함된 줄 위로 마우스 포인터를 이동하고 오른쪽의 펜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목록을 변
경한 후 저장을 클릭하여 변경된 목록을 저장하거나 취소를 클릭하여 목록을 변경되지 않은 상태로 유지합니다.
정책 설정
정책 제거 옆에서 날짜 선택 또는 제거할 때까지의 기간(시간)을 클릭합니다.
날짜 선택을 클릭하는 경우 달력을 클릭하여 제거할 날짜를 선택합니다.
사용자가 정책을 제거하도록 허용 목록에서 항상, 암호 필요 또는 안 함을 클릭합니다.
암호 필요를 클릭하는 경우 제거 암호 옆에 필요한 암호를 입력합니다.
프로필 범위 옆에서 사용자 또는 시스템을 클릭합니다. 기본값은 사용자입니다.
7.배포 규칙을 구성하고 배달 그룹을 선택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장치 정책 추가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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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rPrint 장치 정책
Feb 21, 20 18

XenMobile에서 장치 정책을 추가하여 AirPrint 프린터를 사용자의 iOS 장치에 있는 AirPrint 프린터 목록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정책을 사용하면 프린터와 장치가 서로 다른 서브넷에 있는 환경을 보다 쉽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참고:
이 정책은 iOS 7.0 이상에 적용됩니다.
각 프린터의 IP 주소와 리소스 경로를 알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1. XenMobile 콘솔에서 구성 > 장치 정책을 클릭합니다. 장치 정책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2. 추가를 클릭합니다. 새 정책 추가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3. 자세히를 클릭한 다음 최종 사용자 아래에서 AirP rint 를 클릭합니다. AirP rint 정책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4. 정책 정보 창에서 다음 정보를 입력합니다.
정책 이름: 정책을 설명하는 이름을 입력합니다.
설명: 필요한 경우 정책의 설명을 입력합니다.
5. 다음을 클릭합니다. iOS 플랫폼 정보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6. 다음 설정을 구성합니다.
AirP rint 대상: 추가하려는 각 AirPrint 대상에 대해 추가를 클릭한 후 다음을 수행합니다.
IP 주소: AirPrint 프린터 IP 주소를 입력합니다.
리소스 경로: 프린터와 연결된 리소스 경로를 입력합니다. 이 값은 _ipps의 매개 변수에 해당합니다.tcp Bonjour 레코드입
니다. 예를 들어 printers/Canon_MG5300_series 또는 printers/Xerox_Phaser_7600과 같습니다.
저장을 클릭하여 프린터를 추가하거나 취소를 클릭하여 프린터 추가를 취소합니다.
참고: 기존 프린터를 삭제하려면 목록이 있는 행을 마우스 포인터로 가리킨 다음 오른쪽에서 휴지통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확인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삭제를 클릭하여 목록을 삭제하거나 취소를 클릭하여 목록을 유지합니다.
기존 프린터를 편집하려면 목록이 있는 행을 마우스 포인터로 가리킨 다음 오른쪽에서 연필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목록을
변경한 후 저장을 클릭하여 변경된 목록을 저장하거나 취소를 클릭하여 목록을 변경되지 않은 상태로 유지합니다.
정책 설정
정책 설정의 정책 제거 옆에서 날짜 선택 또는 제거할 때까지의 기간(시간)을 클릭합니다.
날짜 선택을 클릭하는 경우 달력을 클릭하여 제거할 날짜를 선택합니다.
사용자가 정책을 제거하도록 허용 목록에서 항상, 암호 필요 또는 안 함을 클릭합니다.
암호 필요를 클릭하는 경우 제거 암호 옆에 필요한 암호를 입력합니다.
7.배포 규칙을 구성하고 배달 그룹을 선택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장치 정책 추가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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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oid for Work 앱 제한 정책
Feb 21, 20 18

Android for Work 앱과 관련된 제한을 수정할 수 있지만 이러한 수정을 하려면 먼저 다음 사전 요구 사항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Google에서 Android for Work 설정 작업을 완료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ndroid for Work로 장치 관리를 참조하십시오.
Android for Work 계정을 만듭니다. 자세한 내용은 Android for Work 계정 만들기를 참조하십시오.
XenMobile에 Android for Work 앱을 추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XenMobile에 앱 추가를 참조하십시오.
1. XenMobile 콘솔에서 구성 > 장치 정책을 클릭합니다. 장치 정책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2. 추가를 클릭하여 새 정책을 추가합니다. 새 정책 추가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3. 자세히를 확장한 후 보안 아래에서 Android f or Work 앱 제한을 클릭합니다. 앱을 선택하라는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4. 목록에서 제한을 적용할 앱을 선택한 다음 확인을 클릭합니다.
XenMobile에 추가된 Android for Work 앱이 없는 경우 계속 진행할 수 없습니다. XenMobile에 앱을 추가하는 것에 대한 자
세한 내용은 XenMobile에 앱 추가를 참조하십시오.
앱과 관련된 제한이 없는 경우 그로 인한 영향에 대한 알림이 나타납니다. 확인을 클릭하여 대화 상자를 닫습니다.
앱과 관련된 제한이 있는 경우 Android f or Work 앱 제한 정책 정보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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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책 정보 창에서 다음 정보를 입력합니다.
정책 이름: 정책을 설명하는 이름을 입력합니다.
설명: 필요한 경우 정책의 설명을 입력합니다.
6. 다음을 클릭합니다. Android f or Work 플랫폼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7. 선택한 앱의 설정을 구성합니다. 표시되는 설정은 선택한 앱과 관련된 제한에 따라 다릅니다.
7.배포 규칙을 구성하고 배달 그룹을 선택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장치 정책 추가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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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oid for Work 권한
Feb 21, 20 18

Android 7.0 이상을 실행하는 장치의 경우 작업 프로필 내의 Android for Work 앱에 대한 요청에서 Google이 "위험한" 권한이라
고 하는 권한을 처리하는 방법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앱의 권한 요청에 대한 부여 또는 거부를 확인하는 메시지를 사용자에게
표시할지 여부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Google에서 위험한 권한이란 사용자의 개인 정보와 관련되거나 사용자의 저장된 데이터 또는 다른 앱의 작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데이터 또는 리소스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앱에 제공하는 권한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의 연락처를 읽을 수 있는 권
한은 위험한 권한입니다.
작업 프로필 안에 있는 Android for Work 앱에 대한 모든 위험한 권한 요청의 동작을 제어하는 글로벌 상태를 구성할 수 있습니
다. 또한 Google이 정의한 대로 개별 권한 그룹에 대한 위험한 권한 요청의 동작을 각 앱에 대해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
별 설정은 글로벌 상태를 재정의합니다.
Google이 권한 그룹을 정의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Android 개발자 가이드에서 "권한 그룹"을 참조하십시오.
기본적으로 위험한 권한 요청을 부여하거나 거부하라는 메시지가 사용자에게 표시됩니다.
다음 설정을 구성합니다.

글로벌 상태: 모든 위험한 권한 요청의 동작을 제어합니다. 목록에서 프롬프트, 부여 또는 거부를 클릭합니다.
프롬프트: 위험한 권한 요청을 부여하거나 거부하라는 메시지가 사용자에게 표시됩니다.
부여: 모든 위험한 권한 요청이 부여됩니다. 사용자에게 메시지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거부: 모든 위험한 권한 요청이 거부됩니다. 사용자에게 메시지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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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값은 프롬프트입니다.
각 앱의 각 권한 그룹에 대한 개별 동작을 설정합니다. 권한 그룹의 동작을 구성하려면: 추가를 클릭하고 앱에서 목록의 앱을
선택합니다. 부여 상태에서 프롬프트, 부여 또는 거부를 선택합니다. 이 부여 상태는 글로벌 상태를 재정의합니다.
프롬프트: 이 앱의 이 권한 그룹에서 위험한 권한 요청을 부여하거나 거부하라는 메시지가 사용자에게 표시됩니다.
부여: 이 앱의 이 권한 그룹에서 위험한 권한 요청이 부여됩니다. 사용자에게 메시지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거부: 이 앱의 이 권한 그룹에서 위험한 권한 요청이 거부됩니다. 사용자에게 메시지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기본값은 프롬프트입니다.
앱 및 부여 상태 옆의 저장을 클릭합니다.
권한 그룹의 앱을 추가하려면 추가를 다시 클릭하고 이 단계를 반복합니다.
모든 권한 그룹에 대한 부여 상태 설정이 완료되면 다음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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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N 장치 정책
Feb 21, 20 18

iOS, Android 및 Windows Mobile/CE 장치에 대한 사용자 지정 APN(액세스 포인트 이름) 장치 정책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조직
에서 모바일 장치로부터 인터넷에 연결하는 데 소비자 APN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이 정책을 사용하십시오. APN 정책은 특정
이동통신 사업자의 GPRS(General Packet Radio Service)에 장치를 연결하는 데 사용되는 설정을 결정합니다. 이 설정은 대부분
의 최신 휴대폰에 이미 정의되어 있습니다.
iOS 설정
Android 설정
Windows Mobile/CE 설정
1. XenMobile 콘솔에서 구성 > 장치 정책을 클릭합니다. 장치 정책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2. 추가를 클릭합니다. 새 정책 추가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3. 자세히를 클릭한 다음 네트워크 액세스 아래에서 AP N 을 클릭합니다. AP N 정책 정보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4. 정책 정보 창에서 다음 정보를 입력합니다.
정책 이름: 정책을 설명하는 이름을 입력합니다.
설명: 필요한 경우 정책의 설명을 입력합니다.
5. 다음을 클릭합니다. 정책 플랫폼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참고: 정책 플랫폼 페이지가 나타나는 경우 모든 플랫폼이 선택되어 있고 먼저 iOS 플랫폼이 표시됩니다.
6. 플랫폼 아래에서 추가할 플랫폼을 선택합니다.
플랫폼에 대한 설정을 모두 구성했으면 7단계에서 해당 플랫폼의 배포 규칙을 설정하는 방법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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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설정을 구성합니다.
AP N : 액세스 지점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이 이름은 허용된 iOS APN과 일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책이 실패합니다.
사용자 이름: 이 문자열은 이 APN의 사용자 이름을 지정합니다. 사용자 이름이 누락된 경우 프로필 설치 중에 문자열을 입력
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암호: 이 APN에 대한 사용자의 암호입니다. 쉽게 알 수 없도록 암호는 암호화됩니다. 암호가 페이로드에서 누락된 경우 프로
필 설치 중에 암호를 묻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서버 프록시 주소: APN 프록시의 IP 주소 또는 URL입니다.
서버 프록시 포트: APN 프록시의 포트 번호입니다. 서버 프록시 주소를 입력한 경우 포트가 필수입니다.
정책 설정의 정책 제거 옆에서 날짜 선택 또는 제거할 때까지의 기간(시간)을 클릭합니다.
날짜 선택을 클릭하는 경우 달력을 클릭하여 제거할 날짜를 선택합니다.
사용자가 정책을 제거하도록 허용 목록에서 항상, 암호 필요 또는 안 함을 클릭합니다.
암호 필요를 클릭하는 경우 제거 암호 옆에 필요한 암호를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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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설정을 구성합니다.
AP N : 액세스 지점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이 이름은 허용된 Android APN과 일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책이 실패합니
다.
사용자 이름: 이 문자열은 이 APN의 사용자 이름을 지정합니다. 사용자 이름이 누락된 경우 프로필 설치 중에 문자열을 입력
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암호: 이 APN에 대한 사용자의 암호입니다. 쉽게 알 수 없도록 암호는 암호화됩니다. 암호가 페이로드에서 누락된 경우 프로
필 설치 중에 암호를 묻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서버: 스마트폰을 대상으로 하는 이 설정은 대개 비어 있습니다. 표준 웹 사이트에 액세스하거나 렌더링 수 없는 휴대폰의 경
우 WAP(Wireless Application Protocol) 게이트웨이 서버를 참조합니다.
AP N 유형: 이 설정은 액세스 지점에 대한 이동통신 사업자의 의도된 용도와 일치해야 합니다. 이것은 쉼표로 구분된 APN 서
비스 지정자 문자열이며 이동통신 사업자의 공표된 정의와 일치해야 합니다. 다음 예를 참조하십시오.
*. 모든 트래픽은 이 액세스 지점을 통과합니다.
mms. 멀티미디어 트래픽은 이 액세스 지점을 통과합니다.
default. 멀티미디어를 비롯한 모든 트래픽은 이 액세스 지점을 통과합니다.
supl. SUPL(Secure User Plane Location)은 보조 GPS(A-GPS)와 연결됩니다.
dun. 전화 접속 네트워킹은 시대에 뒤떨어져 거의 사용되지 않습니다.
hipri. 우선 순위가 높은 네트워킹입니다.
fota. FOT A(Firmware Over T he Air)는 펌웨어 업데이트를 수신하는 데 사용됩니다.
인증 유형: 목록에서 사용할 인증 유형을 클릭합니다. 기본값은 없음입니다.
서버 프록시 주소: 이동 통신 사업자 APN HT T P 프록시의 IP 주소 또는 URL입니다.
서버 프록시 포트: APN 프록시의 포트 번호입니다. 서버 프록시 주소를 입력한 경우 포트가 필수입니다.
MMSC : 이동통신 사업자가 제공한 MMS 게이트웨이 서버 주소입니다.
MMS(멀티미디어 메시징 서버) 프록시 주소: MMS 트래픽을 위한 멀티미디어 메시징 서비스 서버입니다. MMS는 SMS의
후신으로, 사진이나 비디오와 같은 멀티미디어 콘텐츠가 포함된 더 큰 메시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버에는 특정 프
로토콜(예: MM1, ... MM11)이 필요합니다.
MMS 포트: MMS 프록시에 사용되는 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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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설정을 구성합니다.
AP N : 액세스 지점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이 이름은 허용된 Android APN과 일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책이 실패합니
다.
네트워크: 목록에서 사용할 네트워크 유형을 클릭합니다. 기본값은 기본 제공 사무실입니다.
사용자 이름: 이 문자열은 이 APN의 사용자 이름을 지정합니다. 사용자 이름이 누락된 경우 프로필 설치 중에 문자열을 입력
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암호: 이 APN에 대한 사용자의 암호입니다. 쉽게 알 수 없도록 암호는 암호화됩니다. 암호가 페이로드에서 누락된 경우 프로
필 설치 중에 암호를 묻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7.배포 규칙을 구성하고 배달 그룹을 선택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장치 정책 추가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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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액세스 장치 정책
Feb 21, 20 18

XenMobile의 앱 액세스 장치 정책을 사용하면 장치에 설치해야 하거나, 장치에 설치할 수 있거나, 장치에 설치해서는 안 되는 앱
의 목록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자동화된 동작을 만들어 장치가 앱 목록을 따르는 데 대응할 수 있습니다. iOS, Android
및 Windows Mobile/CE 장치에 대한 앱 액세스 정책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한 번에 한 가지 유형의 액세스 정책만 구성할 수 있습니다. 필수 앱, 추천 앱 또는 금지된 앱 목록 중 하나에 대한 정책을 추가할
수 있지만 동일한 앱 액세스 정책 내에서 목록을 혼합할 수는 없습니다. 각 유형의 목록에 대한 정책을 만드는 경우 XenMobile
의 정책이 어떤 앱 목록에 적용되는지 알 수 있도록 각 정책의 이름을 신중하게 지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1. XenMobile 콘솔에서 구성 > 장치 정책을 클릭합니다.
2. 추가를 클릭합니다. 새 정책 추가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3. 자세히를 확장한 후 앱 아래에서 앱 액세스를 클릭합니다. 앱 액세스 정책 정보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4. 정책 정보 창에서 다음 정보를 입력합니다.
정책 이름: 정책을 설명하는 이름을 입력합니다.
설명: 정책에 대한 선택적 설명을 입력합니다.
5. 다음을 클릭합니다. 정책 플랫폼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플랫폼 아래에서 추가할 플랫폼을 선택합니다. 하나의 플랫폼에 대해서만 구성하는 경우 다른 플랫폼의 선택을 취소합니다.
플랫폼에 대한 설정을 모두 구성했으면 7단계에서 해당 플랫폼의 배포 규칙을 설정하는 방법을 확인하십시오.
6. 선택한 각 플랫폼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설정을 구성합니다.
액세스 정책: 필수, 추천 또는 금지를 클릭합니다. 기본값은 필수입니다.
하나 이상의 앱을 목록에 추가하려면 추가를 클릭한 후 다음을 수행하십시오.
앱 이름: 앱 이름을 입력합니다.
앱 식별자: 선택적인 앱 식별자를 입력합니다.
저장 또는 취소를 클릭합니다.
추가할 각 앱에 대해 이 단계를 반복합니다.
참고: 기존 앱을 삭제하려면 목록이 있는 행을 마우스 포인터로 가리킨 다음 오른쪽에서 휴지통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확
인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삭제를 클릭하여 목록을 삭제하거나 취소를 클릭하여 목록을 유지합니다.
기존 앱을 편집하려면 목록이 있는 행을 마우스 포인터로 가리킨 다음 오른쪽에서 연필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목록을 변
경한 후 저장을 클릭하여 변경된 목록을 저장하거나 취소를 클릭하여 목록을 변경되지 않은 상태로 유지합니다.
7.배포 규칙을 구성하고 배달 그룹을 선택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장치 정책 추가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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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특성 장치 정책
Feb 21, 20 18

앱 특성 장치 정책을 사용하면 iOS 장치에 대한 관리되는 앱 번들 ID 또는 앱별 VPN 식별자와 같은 특성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1. XenMobile 콘솔에서 구성 > 장치 정책을 클릭합니다. 장치 정책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2. 추가를 클릭합니다. 새 정책 추가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3. 자세히를 확장한 후 앱 아래에서 앱 특성을 클릭합니다. 앱 특성 정책 정보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4. 정책 정보 창에서 다음 정보를 입력합니다.
정책 이름: 정책을 설명하는 이름을 입력합니다.
설명: 필요한 경우 정책의 설명을 입력합니다.
5. 다음을 클릭합니다. 앱 특성 플랫폼 정보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6. 다음 설정을 구성합니다.
관리되는 앱 번들 ID : 목록에서 앱 번들 ID 또는 새로 추가를 클릭합니다.
새로 추가를 클릭하는 경우 표시되는 필드에 앱 번들 ID를 입력 합니다.
앱별 VP N 식별자: 목록에서 앱별 VPN 식별자를 클릭합니다.
7.배포 규칙을 구성하고 배달 그룹을 선택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장치 정책 추가를 참조하십시오.

https://docs.citrix.com

© 1999-2017 Citrix Systems, Inc. All rights reserved.

p.541

앱 구성 장치 정책
Feb 21, 20 18

XML 구성 파일(속성 목록 또는 plist라고 함)을 사용자의 iOS 장치 또는 Windows 10 전화, 태블릿 또는 데스크톱 장치의 키/값
쌍에 배포하여 관리되는 구성을 지원하는 앱을 원격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구성은 앱의 다양한 설정 및 동작을 지정합니다.
사용자가 앱을 설치하면 XenMobile이 장치로 구성을 푸시합니다. 구성할 수 있는 실제 설정 및 동작은 앱에 따라 다르며 이 문
서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1. XenMobile 콘솔에서 구성 > 장치 정책을 클릭합니다. 장치 정책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2. 추가를 클릭합니다. 새 정책 추가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3. 더 보기를 확장하고 앱 아래에서 앱 구성을 클릭합니다. 앱 구성 정책 정보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4. 정책 정보 창에서 다음 정보를 입력합니다.
정책 이름: 정책을 설명하는 이름을 입력합니다.
설명: 필요한 경우 정책의 설명을 입력합니다.
5. 다음을 클릭합니다. 정책 플랫폼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플랫폼 아래에서 추가할 플랫폼을 선택합니다. 하나의 플랫폼에 대해서만 구성하는 경우 다른 플랫폼의 선택을 취소합니
다.
플랫폼 설정 구성을 마치면 6단계에서 해당 플랫폼의 배포 규칙을 설정하는 방법을 참조하십시오.

식별자: 목록에서 구성할 앱을 클릭하거나 새로 추가를 클릭하여 새 앱을 목록에 추가합니다.
새로 추가를 클릭하는 경우 표시되는 필드에 앱 식별자를 입력합니다.
사전 내용: XML 속성 목록(plist) 구성 정보를 입력하거나 복사하여 붙여 넣습니다.
사전 확인을 클릭합니다. XenMobile이 XML을 확인합니다. 오류가 없으면 콘텐츠 상자 아래에 올바른 XML 이 표시됩니다. 콘텐츠 상자
아래에 구문 오류가 표시되면 계속하기 전에 해당 오류를 수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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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목록에서 구성할 앱을 클릭하거나 새로 추가를 클릭하여 새 앱을 목록에 추가합니다.
새로 추가를 클릭하는 경우 표시되는 필드에 패키지 제품군 이름을 입력합니다.
추가할 각 구성 매개 변수에 대해 추가를 클릭하고 다음을 수행합니다.
매개 변수 이름: Windows 장치에 대한 응용 프로그램 설정의 키 이름을 입력합니다. Windows 앱 설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Microsoft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값: 지정된 매개 변수의 값을 입력합니다.
추가를 클릭하여 매개 변수를 추가하거나 취소를 클릭하여 매개 변수 추가를 취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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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배포 규칙을 구성하고 배달 그룹을 선택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장치 정책 추가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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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인벤토리 장치 정책
Feb 21, 20 18

XenMobile의 앱 인벤토리 정책을 사용하면 관리되는 장치에서 앱의 인벤토리를 수집한 다음 인벤토리를 해당 장치에 배포된
모든 앱 액세스 정책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으로 앱 블랙리스트(앱 액세스 정책에서 금지됨) 또는 화이트리스트(앱 액세
스 정책에서 필요함)에 표시되는 앱을 검색하고 적절히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iOS, macOS, Android(Android for Work를 사
용하도록 설정한 장치 포함), Windows 데스크톱/태블릿, Windows Phone 또는 Windows Mobile/CE 장치에 대한 앱 액세스 정
책을 만들 수 있습니다.
1. XenMobile 콘솔에서 구성 > 장치 정책을 클릭합니다. 장치 정책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2. 추가를 클릭합니다. 새 정책 추가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3. 자세히를 확장한 후 앱 아래에서 앱 인벤토리를 클릭합니다. 앱 인벤토리 정책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4. 정책 정보 창에서 다음 정보를 입력합니다.
정책 이름: 정책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설명: 정책에 대한 선택적 설명을 입력합니다.
5. 다음을 클릭합니다. 정책 플랫폼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플랫폼 아래에서 추가할 플랫폼을 선택합니다. 하나의 플랫폼에 대해서만 구성하는 경우 다른 플랫폼의 선택을 취소합니다.
플랫폼에 대한 설정을 모두 구성했으면 7단계에서 해당 플랫폼의 배포 규칙을 설정하는 방법을 확인하십시오.
6. 선택한 각 플랫폼에 대해 기본 설정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설정을 꺼짐으로 변경합니다. 기본값은 켜짐입니다.
7.배포 규칙을 구성하고 배달 그룹을 선택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장치 정책 추가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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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잠금 장치 정책
Feb 21, 20 18

XenMobile에서 정책을 만들어 장치에서 실행될 수 있는 앱 목록 또는 장치에서 실행을 차단할 앱 목록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iOS 및 Android 장치에 대해 이 정책을 구성할 수 있지만 정책이 작동하는 정확한 방식은 각 플랫폼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iOS 장치에서는 여러 앱을 차단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iOS 장치에서는 정책당 하나의 iOS 앱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즉, 사용자는 장치를 사용하여 하나의 앱만 실행할 수
있습니다. 앱 잠금 정책이 시행될 때 관리자가 구체적으로 허용한 옵션 외의 다른 어떤 작업도 장치에서 수행할 수 없습니다.
또한 iOS 장치에서 앱 잠금 정책을 푸시하려면 장치가 감독되어야 합니다.
장치 정책은 대부분의 Android L 및 M 장치에서 작동하지만 앱 잠금의 경우 필요한 API를 Google이 더 이상 제공하지 않아
Android N 이상 장치에서 작동하지 않습니다.
iOS 설정
Android 설정

다음 설정을 구성합니다.
앱 번들 ID : 목록에서 이 정책을 적용할 앱을 클릭하거나 새로 추가를 클릭하여 새 앱을 목록에 추가합니다. 새로 추가를 선
택하는 경우 표시되는 필드에 앱 이름을 입력합니다.
옵션: 다음 각 옵션은 iOS 7.0 이상에만 적용됩니다. 각 옵션의 기본값은 꺼짐이며 터치 스크린 사용 안 함은 예외적으로 기본
값이 켜짐입니다.
터치 스크린 사용 안 함
장치 회전 감지 사용 안 함
볼륨 단추 사용 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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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소리 전환 사용 안 함 - 참고: 이 옵션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벨소리 동작은 처음 벨소리를 사용 안 함으로 설정할 때 스위
치의 위치에 따라 다릅니다.
절전 단추 사용 안 함
자동 잠금 사용 안 함
VoiceOver 사용 안 함
확대/축소 사용
색 반전 사용
AssistiveT ouch 사용
선택 항목 말하기 사용
모노 오디오 사용
사용자가 설정할 수 있는 옵션: 다음 각 옵션은 iOS 7.0 이상에만 적용됩니다. 각 옵션의 기본값은 꺼짐입니다.
VoiceOver 조정 허용
확대/축소 조정 허용
색 반전 조정 허용
AssitiveT ouch 조정 허용
정책 설정
o 정책 제거 옆에서 날짜 선택 또는 제거할 때까지의 기간(시간)을 클릭합니다.
o 날짜 선택을 클릭하는 경우 달력을 클릭하여 제거에 대한 특정 날짜를 선택합니다.
o 사용자가 정책을 제거하도록 허용 목록에서 항상, 암호 필요 또는 안 함을 클릭합니다.
o 암호 필요를 클릭하는 경우 제거 암호 옆에 필요한 암호를 입력합니다.

메모
앱 잠금 장치 정책을 사용하여 Android 설정 앱을 차단할 수 없습니다.

다음 설정을 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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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잠금 매개 변수
잠금 메시지: 사용자가 잠긴 앱을 열려고 할 때 표시할 메시지를 입력합니다.
잠금 해제 암호: 앱 잠금을 해제하는 암호를 입력합니다.
제거 금지: 사용자가 앱을 제거하도록 허용할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기본값은 꺼짐입니다.
잠금 화면: 찾아보기를 클릭하고 파일의 위치로 이동하여 장치의 잠금 화면에 표시할 이미지를 선택합니다.
적용: 블랙리스트를 클릭하여 장치에서 실행될 수 없는 앱 목록을 만들거나 화이트리스트를 클릭하여 장치에서 실행될 수
있는 앱 목록을 만듭니다.
앱: 추가를 클릭하고 다음을 수행합니다.
앱 이름: 목록에서 앱 이름을 클릭하여 화이트리스트 또는 블랙리스트에 추가하거나 새로 추가를 클릭하여 사용 가능한
앱 목록에 새 앱을 추가합니다.
새로 추가를 선택하는 경우 표시되는 필드에 앱 이름을 입력합니다.
저장 또는 취소를 클릭합니다.
화이트리스트 또는 블랙리스트에 추가할 각 앱에 이러한 단계를 반복합니다.
참고: 기존 앱을 삭제하려면 목록이 있는 행을 마우스 포인터로 가리킨 다음 오른쪽에서 휴지통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확
인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삭제를 클릭하여 목록을 삭제하거나 취소를 클릭하여 목록을 유지합니다.
기존 앱을 편집하려면 목록이 있는 행을 마우스 포인터로 가리킨 다음 오른쪽에서 연필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목록을 변
경한 후 저장을 클릭하여 변경된 목록을 저장하거나 취소를 클릭하여 목록을 변경되지 않은 상태로 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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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네트워크 사용 장치 정책
Feb 21, 20 18

iOS 장치에서 관리되는 앱이 셀룰러 데이터 네트워크와 같은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방식을 지정하는 네트워크 사용 규칙을 설정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칙은 관리되는 앱에만 적용됩니다. 관리되는 앱은 XenMobile을 통해 사용자 장치에 배포되는 앱입니
다. XenMobile을 통해 배포되지 않고 사용자가 장치에 직접 다운로드한 앱이나 장치를 XenMobile에 등록할 때 장치에 이미 설
치되어 있던 앱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1. XenMobile 콘솔에서 구성 > 장치 정책을 클릭합니다.
2. 추가를 클릭합니다. 새 정책 추가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3. 자세히를 확장한 후 앱 아래에서 앱 네트워크 사용을 클릭합니다. 앱 네트워크 사용 정책 정보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4. 정책 정보 창에서 다음 정보를 입력합니다.
정책 이름: 정책을 설명하는 이름을 입력합니다.
설명: 정책에 대한 선택적 설명을 입력합니다.
5. 다음을 클릭합니다. 정책 플랫폼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6. 다음 설정을 구성합니다.
로밍 셀룰러 데이터 허용: 지정된 앱이 로밍 중에 셀룰러 데이터 연결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기본값은 꺼
짐입니다.
셀룰러 데이터 허용: 지정된 앱이 셀룰러 데이터 연결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기본값은 꺼짐입니다.
앱 식별자 일치: 목록에 추가할 각 앱에 대해 추가를 클릭한 후 다음을 수행합니다.
앱 식별자: 앱 식별자를 입력합니다.
목록에 앱을 저장하려면 저장을 클릭하고 저장하지 않으려면 취소를 클릭합니다.
참고: 기존 앱을 삭제하려면 목록이 있는 행을 마우스 포인터로 가리킨 다음 오른쪽에서 휴지통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확
인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삭제를 클릭하여 목록을 삭제하거나 취소를 클릭하여 목록을 유지합니다.
기존 앱을 편집하려면 목록이 있는 행을 마우스 포인터로 가리킨 다음 오른쪽에서 연필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목록을 변
경한 후 저장을 클릭하여 변경된 목록을 저장하거나 취소를 클릭하여 목록을 변경되지 않은 상태로 유지합니다.
7.배포 규칙을 구성하고 배달 그룹을 선택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장치 정책 추가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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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알림 장치 정책
Feb 21, 20 18

앱 알림 정책을 사용하여 iOS 사용자가 지정된 앱의 알림을 수신하는 방법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이 정책은 iOS 9.3 이상을 실행
하는 장치에서 지원됩니다.
다음 설정을 구성합니다.

앱 번들 ID: 이 정책을 적용할 앱을 지정합니다.
알림 허용: 알림을 허용하려면 켜짐을 선택합니다.
알림 센터에 표시: 사용자 장치의 알림 센터에 알림을 표시하려면 켜짐을 선택합니다.
배지 앱 아이콘: 알림과 함께 배치 앱 아이콘을 표시하려면 켜짐을 선택합니다.
사운드: 알림과 함께 사운드를 포함하려면 켜짐을 선택합니다.
잠금 화면에 표시: 사용자 장치의 잠금 화면에 알림을 표시하려면 켜짐을 선택합니다.
잠금 해제 경고 스타일: 목록에서 없음, 배너 또는 경고를 선택하여 잠금 해제 경고의 모양을 구성합니다.

https://docs.citrix.com

© 1999-2017 Citrix Systems, Inc. All rights reserved.

p.550

앱 제한 장치 정책
Feb 21, 20 18

사용자가 Samsung KNOX 장치에 설치할 수 없는 앱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사용자가 설치할 수 있는 앱에 대한 화이트리
스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1. XenMobile 콘솔에서 구성 > 장치 정책을 클릭합니다. 장치 정책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2. 추가를 클릭합니다. 새 정책 추가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3. 더 보기를 확장하고 보안에서 앱 제한을 클릭합니다. 앱 제한 정책 정보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4. 정책 정보 창에서 다음 정보를 입력합니다.
정책 이름: 정책을 설명하는 이름을 입력합니다.
설명: 정책에 대한 선택적 설명을 입력합니다.
5. 다음을 클릭합니다. Samsung KNOX 플랫폼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6. 허용/거부 목록에 추가할 각 앱에 대해 추가를 클릭하고 다음을 수행합니다.
허용/ 거부: 사용자가 앱을 설치하도록 허용할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새 앱 제한: 앱 패키지 ID를 입력합니다(예: com.kmdm.af.crackle).
저장을 클릭하여 허용/거부 목록에 앱을 저장하거나 취소를 클릭하여 허용/거부 목록에 앱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참고: 기존 앱을 삭제하려면 목록이 있는 행을 마우스 포인터로 가리킨 다음 오른쪽에서 휴지통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확
인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삭제를 클릭하여 목록을 삭제하거나 취소를 클릭하여 목록을 유지합니다.
기존 앱을 편집하려면 목록이 있는 행을 마우스 포인터로 가리킨 다음 오른쪽에서 연필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목록을 변
경한 후 저장을 클릭하여 변경된 목록을 저장하거나 취소를 클릭하여 목록을 변경되지 않은 상태로 유지합니다.
7.배포 규칙을 구성하고 배달 그룹을 선택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장치 정책 추가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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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터널링 장치 정책
Feb 21, 20 18

메모
앱 터널링 장치 정책은 원격 지원에만 사용됩니다.원격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지원 옵션 및 원격 지원을 참조하십시오.

응용 프로그램 터널(앱 터널)은 모바일 앱의 무중단 서비스 및 데이터 전송 안정성을 개선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앱 터널은 모
든 모바일 장치 앱의 클라이언트 구성 요소와 앱 서버 구성 요소 간의 프록시 매개 변수를 정의합니다. 또한 관리 지원을 위해 앱
터널을 사용하여 장치에 대한 원격 지원 터널을 만들 수 있습니다. Android 및 Windows Mobile/CE 장치에 대한 앱 터널링 정책
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참고: 이 정책에서 정의한 터널을 통해 전송되는 모든 앱 트래픽은 앱을 실행하는 서버로 리디렉션되기 전에 XenMobile을 통과
합니다.
Android 설정
Windows Mobile/CE 설정
1. XenMobile 콘솔에서 구성 > 장치 정책을 클릭합니다. 장치 정책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2. 추가를 클릭합니다. 새 정책 추가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3. 더 보기를 클릭하고 네트워크 액세스에서 터널을 클릭합니다. 터널 정책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4. 정책 정보 창에서 다음 정보를 입력합니다.
정책 이름: 정책을 설명하는 이름을 입력합니다.
설명: 필요한 경우 정책의 설명을 입력합니다.
5. 다음을 클릭합니다. 정책 플랫폼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6. 플랫폼 아래에서 추가할 플랫폼을 선택합니다. 하나의 플랫폼에 대해서만 구성하는 경우 다른 플랫폼의 선택을 취소합니다.
플랫폼에 대한 설정을 모두 구성했으면 7단계에서 해당 플랫폼의 배포 규칙을 설정하는 방법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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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설정을 구성합니다.
이 터널을 원격 지원에 사용: 원격 지원에 터널을 사용할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참고: 구성 단계는 원격 지원을 선택하는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원격 지원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다음을 수행합니다.
연결을 시작한 원본: 장치 또는 서버를 클릭하여 연결을 시작하는 원본을 지정합니다.
장치당 최대 연결 수: 숫자를 입력하여 앱에서 설정할 수 있는 동시 T CP 연결 수를 지정합니다. 이 필드는 장치에서 시작된
연결에만 적용됩니다.
연결 시간 제한 정의: 터널이 닫히기 전까지 앱이 유휴 상태로 있을 수 있는 시간을 설정할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연결 시간 제한: 연결 시간 제한 정의를 켜짐으로 설정한 경우 터널이 닫히기 전까지 앱이 유휴 상태로 있을 수 있는 시
간을 초로 입력합니다.
이 터널을 통과하는 셀룰러 연결 차단: 로밍 중에 이 터널을 차단할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참고: WiFi 및 USB 연결은 차단되지 않습니다.
클라이언트 포트: 클라이언트 포트 번호를 입력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 값은 서버 포트와 동일합니다.
IP 주소 또는 서버 이름: 앱 서버의 IP 주소 또는 이름을 입력합니다. 이 필드는 장치에서 시작된 연결에만 적용됩니다.
서버 포트: 서버 포트 번호를 입력합니다.
원격 지원을 선택한 경우 다음을 수행합니다.
이 터널을 원격 지원에 사용: 켜짐으로 설정합니다.
연결 시간 제한 정의: 터널이 닫히기 전까지 앱이 유휴 상태로 있을 수 있는 시간을 설정할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연결 시간 제한: 연결 시간 제한 정의를 켜짐으로 설정한 경우 터널이 닫히기 전까지 앱이 유휴 상태로 있을 수 있는 시
간을 초로 입력합니다.
SSL 연결 사용: 이 터널에 보안 SSL 연결을 사용할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이 터널을 통과하는 셀룰러 연결 차단: 로밍 중에 이 터널을 차단할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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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WiFi 및 USB 연결은 차단되지 않습니다.

다음 설정을 구성합니다.
이 터널을 원격 지원에 사용: 원격 지원에 터널을 사용할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참고: 구성 단계는 원격 지원을 선택하는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원격 지원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다음을 수행합니다.
연결을 시작한 원본: 장치 또는 서버를 클릭하여 연결을 시작하는 원본을 지정합니다.
프로토콜: 목록에서 사용할 프로토콜을 클릭합니다. 기본값은 제네릭 T CP 입니다.
장치당 최대 연결 수: 숫자를 입력하여 앱에서 설정할 수 있는 동시 T CP 연결 수를 지정합니다. 이 필드는 장치에서 시작된
연결에만 적용됩니다.
연결 시간 제한 정의: 터널이 닫히기 전까지 앱이 유휴 상태로 있을 수 있는 시간을 설정할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연결 시간 제한: 연결 시간 제한 정의를 켜짐으로 설정한 경우 터널이 닫히기 전까지 앱이 유휴 상태로 있을 수 있는 시
간을 초로 입력합니다.
이 터널을 통과하는 셀룰러 연결 차단: 로밍 중에 이 터널을 차단할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참고: WiFi 및 USB 연결은 차단되지 않습니다.
XenMobile 로 리디렉션: 목록에서 장치가 XenMobile에 연결하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기본값은 앱 설정을 통해입니다.
로컬 별칭 사용을 선택하는 경우 로컬 별칭에 별칭을 입력합니다. 기본값은 로컬 호스트입니다.
IP 주소 범위를 선택하는 경우 IP 주소 범위 시작에 시작 IP 주소를 입력하고 IP 주소 범위 끝에 종료 주소 범위를 입력
합니다.
클라이언트 포트: 클라이언트 포트 번호를 입력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 값은 서버 포트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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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주소 또는 서버 이름: 앱 서버의 IP 주소 또는 이름을 입력합니다. 이 필드는 장치에서 시작된 연결에만 적용됩니다.
서버 포트: 서버 포트 번호를 입력합니다.
원격 지원을 선택한 경우 다음을 수행합니다.
이 터널을 원격 지원에 사용: 켜짐으로 설정합니다.
연결 시간 제한 정의: 터널이 닫히기 전까지 앱이 유휴 상태로 있을 수 있는 시간을 설정할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연결 시간 제한: 연결 시간 제한 정의를 켜짐으로 설정한 경우 터널이 닫히기 전까지 앱이 유휴 상태로 있을 수 있는 시
간을 초로 입력합니다.
SSL 연결 사용: 이 터널에 보안 SSL 연결을 사용할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이 터널을 통과하는 셀룰러 연결 차단: 로밍 중에 이 터널을 차단할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참고: WiFi 및 USB 연결은 차단되지 않습니다.
7.배포 규칙을 구성하고 배달 그룹을 선택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장치 정책 추가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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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제거 장치 정책
Feb 21, 20 18

iOS, Android, Samsung KNOX, Android for Work, Windows 데스크톱/태블릿 및 Windows Mobile/CE 플랫폼에 대한 앱 제거 정
책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앱 제거 정책을 사용하면 여러 가지 이유로 사용자 장치에서 앱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앱을 더 이상 지원하지 않으려 하거나 회사가 기존 앱을 다른 공급업체의 유사한 앱으로 교체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정책이
사용자 장치에 배포되면 해당 앱이 제거됩니다. Samsung KNOX 장치를 제외하고 사용자에게 앱을 제거할 것인지 묻는 메시지
가 표시됩니다. Samsung KNOX 장치 사용자에게는 앱을 제거할 것인지 묻는 메시지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1. XenMobile 콘솔에서 구성 > 장치 정책을 클릭합니다. 장치 정책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2. 추가를 클릭합니다. 새 정책 추가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3. 자세히를 확장한 후 앱 아래에서 앱 제거를 클릭합니다. 앱 제거 정책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4. 정책 정보 창에서 다음 정보를 입력합니다.
정책 이름: 정책을 설명하는 이름을 입력합니다.
설명: 정책에 대한 선택적 설명을 입력합니다.
5. 다음을 클릭합니다. 정책 플랫폼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6. 플랫폼 아래에서 추가할 플랫폼을 선택합니다. 하나의 플랫폼에 대해서만 구성하는 경우 다른 플랫폼의 선택을 취소합니다.

플랫폼에 대한 설정을 모두 구성했으면 7단계에서 해당 플랫폼의 배포 규칙을 설정하는 방법을 확인하십시오.

다음 설정을 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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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되는 앱 번들 ID : 목록에서 기존 앱을 클릭하거나 새로 추가를 클릭합니다. 이 플랫폼에 구성된 앱이 없는 경우 목록은
비어 있을 것이므로 새 앱을 추가해야 합니다.
추가를 클릭하면 앱 이름을 입력할 수 있는 필드가 나타납니다.

다음 설정을 구성합니다.
제거할 앱: 추가하려는 각 앱에 대해 추가를 클릭한 후 다음을 수행합니다.
앱 이름: 목록에서 기존 앱을 클릭하거나 새로 추가를 클릭하여 새 앱 이름을 입력합니다. 이 플랫폼에 구성된 앱이 없는 경
우 목록은 비어 있을 것이므로 새 앱을 추가해야 합니다.
추가를 클릭하여 앱을 추가하거나 취소를 클릭하여 앱 추가를 취소합니다.
참고: 제거 정책에서 기존 앱을 삭제하려면 목록이 있는 행을 마우스 포인터로 가리킨 다음 오른쪽에서 휴지통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확인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삭제를 클릭하여 목록을 삭제하거나 취소를 클릭하여 목록을 유지합니다.
기존 앱을 편집하려면 목록이 있는 행을 마우스 포인터로 가리킨 다음 오른쪽에서 연필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목록을 변
경한 후 저장을 클릭하여 변경된 목록을 저장하거나 취소를 클릭하여 목록을 변경되지 않은 상태로 유지합니다.
7.배포 규칙을 구성하고 배달 그룹을 선택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장치 정책 추가를 참조하십시오.

공용 앱 스토어 버전이 설치될 때 Citrix 앱의 엔터프라이즈 버전을 제거하도록 XenMobile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을 사
용하면 공용 앱 스토어 버전이 설치된 후 사용자 장치에 두 개의 동일한 앱 아이콘이 나타나는 것이 방지됩니다.
앱 제거 장치 정책의 배포 조건은 새 버전 설치 시 이전 앱을 사용자 장치에서 제거하도록 XenMobile을 트리거합니다. 이 기능
은 XenMobile Server에 엔터프라이즈 모드(XME)로 연결되어 관리되는 iOS 장치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설치된 앱 이름 조건을 사용하여 배포 규칙을 구성하려면:
엔터프라이즈 앱에 대한 관리되는 앱 번들 ID 를 지정합니다.
규칙 추가: 새 규칙을 클릭한 다음 샘플에 표시된 것과 같이 설치된 앱 이름 및 같음을 선택합니다. 공용 앱 스토어 앱의 앱 번
들 ID를 입력합니다.
예제에서 공용 앱 스토어 앱(com.citrix.mail.ios)이 지정된 배달 그룹의 장치에 설치될 때 XenMobile이 엔터프라이즈 버전
(com.citrix.mail)을 제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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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제거 제한 장치 정책
Feb 21, 20 18

Samsung SAFE 또는 Amazon 장치에서 사용자가 제거할 수 있거나 제거할 수 없는 앱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1. XenMobile 콘솔에서 구성 > 장치 정책을 클릭합니다.
2. 추가를 클릭합니다. 새 정책 추가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3. 자세히를 확장한 후 앱 아래에서 앱 제거 제한을 클릭합니다. 앱 제거 제한 정책 정보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4. 정책 정보 창에서 다음 정보를 입력합니다.
정책 이름: 정책을 설명하는 이름을 입력합니다.
설명: 정책에 대한 선택적 설명을 입력합니다.
5. 다음을 클릭합니다. 정책 플랫폼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6. 플랫폼 아래에서 추가할 플랫폼을 선택합니다. 하나의 플랫폼에 대해서만 구성하는 경우 다른 플랫폼의 선택을 취소합니다.
플랫폼에 대한 설정을 모두 구성했으면 7단계에서 해당 플랫폼의 배포 규칙을 설정하는 방법을 확인하십시오.
7. 선택한 각 플랫폼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설정을 구성합니다.
앱 제거 제한 설정: 추가하려는 각 앱 규칙에 대해 추가를 클릭한 후 다음을 수행합니다.
앱 이름: 목록에서 앱을 클릭하거나 새로 추가를 클릭하여 새 앱을 추가합니다.
규칙: 사용자가 앱을 제거할 수 있는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기본값은 설치 제거를 허용하는 것입니다.
저장 또는 취소를 클릭합니다.
참고: 기존 앱을 삭제하려면 목록이 있는 행을 마우스 포인터로 가리킨 다음 오른쪽에서 휴지통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확
인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삭제를 클릭하여 목록을 삭제하거나 취소를 클릭하여 목록을 유지합니다.
기존 앱을 편집하려면 목록이 있는 행을 마우스 포인터로 가리킨 다음 오른쪽에서 연필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목록을 변
경한 후 저장을 클릭하여 변경된 목록을 저장하거나 취소를 클릭하여 목록을 변경되지 않은 상태로 유지합니다.
8.배포 규칙을 구성하고 배달 그룹을 선택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장치 정책 추가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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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tLocker 장치 정책
Feb 21, 20 18

Windows 10에는 BitLocker라는 디스크 암호화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BitLocker는 분실 또는 도난 장치의 파일 및 시스템
에 대한 무단 액세스를 추가로 보호합니다. BitLocker를 T PM(신뢰할 수 있는 플랫폼 모듈) 칩 버전 1.2 이상과 함께 사용하면 추
가 보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T PM 칩은 암호화 작업을 처리하고 암호화 키를 생성 및 저장하고 키 사용을 제한합니다.
Windows 10 빌드 1703부터 MDM 정책을 통해 BitLocker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XenMobile에서 BitLocker 장치 정책을 사용하
여 Windows 10 장치의 BitLocker 마법사에서 제공되는 설정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BitLocker가 활성화된 장치에서
는 시작 시 드라이브 잠금을 해제하는 방법, 복구 키를 백업하는 방법 및 고정 드라이브의 잠금을 해제하는 방법에 대한 메시지
를 사용자에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BitLocker 장치 정책 설정을 통해 다음을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T PM 칩이 없는 장치에서 BitLocker를 활성화할지 여부
BitLocker 인터페이스에 복구 옵션을 표시할지 여부
BitLocker가 활성화되지 않은 경우 고정 또는 이동식 드라이브에 대한 쓰기 액세스를 거부할지 여부
요구 사항
BitLocker 장치 정책을 배포하기 전에 BitLocker를 사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준비하십시오. BitLocker 시스템 요구 사항 및 설정
을 포함한 Microsoft의 자세한 정보는 BitLocker 및 해당 노드 아래의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Windows 10 설정 구성
장치에서 BitLocker 암호화가 시작된 후에는 장치에 업데이트된 정책을 배포하여 BitLocker 설정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1. 구성 > 장치 정책을 클릭합니다. 장치 정책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2. 추가를 클릭합니다. 새 정책 추가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3. Bit Locker를 입력하고 검색 결과에서 해당 이름을 클릭합니다. BitLocker 정책 정보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4. 정책 정보 페이지에서 다음 정보를 입력합니다.
정책 이름: 정책을 설명하는 이름을 입력합니다.
설명: 필요한 경우 정책의 설명을 입력합니다.
5. 다음을 클릭하고 선택한 각 플랫폼에 대한 설정을 구성합니다.
Windows P hone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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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 device t o be encrypt ed(장치 암호화 필요): Windows Phone 시스템 카드의 BitLocker 암호화 사용 설정에 대
한 메시지를 사용자에게 표시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On(켜짐)인 경우 등록이 완료되면 장치 암호화가 필요함을 나타내
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사용자가 장치 암호화를 선택하지 않으면 시스템 카드에 대한 쓰기 액세스 권한이 제공되지 않
습니다. Of f (꺼짐)인 경우 사용자에게 메시지가 표시되지 않으며 BitLocker 정책에 따라 장치의 암호화 여부가 결정됩니
다. 기본값은 Of f (꺼짐)입니다.
Require st orage card encrypt ion(스토리지 카드 암호화 필요): Windows Phone 스토리지 카드의 BitLocker 암호화
사용 설정에 대한 메시지를 사용자에게 표시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On(켜짐)인 경우 스토리지 카드 암호화를 수행해야
카드에 대한 쓰기 권한이 제공됩니다. 기본값은 Of f (꺼짐)입니다.
Windows Deskt op 및 태블릿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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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 device t o be encrypt ed(장치 암호화 필요): Windows Desktop 또는 태블릿의 BitLocker 암호화 사용 설정에
대한 메시지를 사용자에게 표시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On(켜짐)인 경우 등록이 완료되면 장치 암호화가 필요함을 나타
내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Of f (꺼짐)인 경우 사용자에게 메시지가 표시되지 않으며 BitLocker에는 정책 설정이 사용됩
니다. 기본값은 Of f (꺼짐)입니다.
Conﬁgure encrypt ion met hods(암호화 방법 구성): 특정 드라이브 유형에 사용할 암호화 방법을 결정합니다. Of f (꺼
짐)인 경우 BitLocker 마법사에 드라이브 유형에 사용할 암호화 방법을 선택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모든 드라이브
의 암호화 방법은 기본적으로 XT S-AES 128비트입니다. 이동식 드라이브의 암호화 방법은 기본적으로 AES-CBC 128비트
입니다. On(켜짐)인 경우 정책에 지정된 암호화 방법이 BitLocker에 사용됩니다. On(켜짐)인 경우 Operat ing syst em
drive(운영 체제 드라이브), F ixed drive(고정 드라이브) 및 Removable drive(이동식 드라이브)의 추가 설정이 나타납니
다. 각 드라이브 유형에 대해 기본 암호화 방법을 선택합니다. 기본값은 Of f (꺼짐)입니다.
Require addit ional aut hent icat ion at st art up(시작 시 추가 인증 요구): 장치 시작 시 추가로 필요한 인증을 지정합
니다. T PM 칩이 없는 장치에서 BitLocker를 허용할지 여부도 지정합니다. Of f (꺼짐)인 경우 T PM이 없는 장치에서
BitLocker 암호화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T PM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Microsoft 문서 T PM(신뢰할 수 있는 플랫폼 모듈) 기
술 개요를 참조하십시오. On(켜짐)인 경우 다음 추가 설정이 나타납니다. 기본값은 Of f (꺼짐)입니다.
Block Bit Locker on devices wit hout T P M chip(T P M 칩이 없는 장치에서 Bit Locker 차단): T PM 칩이 없는 장치
에서 BitLocker를 사용하려면 잠금 해제 암호 또는 시작 키를 생성해야 합니다. 시작 키는 USB 드라이브에 저장되며 사
용자는 시작 전에 USB 드라이브를 장치에 연결해야 합니다. 잠금 해제 암호는 8자 이상입니다. 기본값은 Of f (꺼짐)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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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T P M st art up(T P M 시작): T PM이 있는 장치에는 T PM 전용, T PM + PIN, T PM + Key 및 T PM + PIN + 키의 네 가지
잠금 해제 모드가 있습니다. T PM 시작은 암호화 키가 T PM 칩에 저장되는 T PM 전용 모드를 위한 설정입니다. 이 모드
에서는 사용자가 추가 잠금 해제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용자 장치를 다시 시작하면 T PM 칩의 암호화 키
를 사용하여 장치가 자동으로 잠금 해제됩니다. 기본값은 Allow T P M(T P M 허용)입니다.
T P M st art up P IN(T P M 시작 P IN): 이 설정은 T PM + PIN 잠금 해제 모드입니다. PIN은 최대 20자리일 수 있습니다.
최소 PIN 길이를 지정하려면 Minimum P IN lengt h(최소 P IN 길이) 설정을 사용합니다. PIN은 BitLocker를 설정할
때 사용자가 구성하며 장치를 시작할 때 이 PIN을 제공해야 합니다.
T P M st art up key(T P M 시작 키): 이 설정은 T PM + 키 잠금 해제 모드입니다. 시작 키는 USB 또는 기타 이동식 드라
이브에 저장되며 사용자는 시작 전에 장치에 드라이브를 연결해야 합니다.
T P M st art up key and P IN(T P M 시작 키 및 P IN): 이 설정은 T PM + PIN + 키 잠금 해제 모드입니다.
잠금 해제에 성공하면 운영 체제가 로딩을 시작합니다. 잠금 해제에 실패하면 장치가 복구 모드로 전환됩니다.
Minimum P IN lengt h(최소 P IN 길이): T PM 시작 PIN의 최소 길이입니다. 기본값은 6 입니다.
Conﬁgure OS drive recovery(OS 드라이브 복구 구성): 잠금 해제 단계가 실패하면 BitLocker가 구성된 복구 키에 대한
메시지를 표시합니다. 이 설정은 잠금 해제 암호 또는 USB 시작 키가 없는 경우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운영 체제 드라이브
복구 옵션을 구성합니다. 기본값은 Of f (꺼짐)입니다.
Allow cert iﬁcat e based dat a recovery agent (인증서 기반 데이터 복구 에이전트 허용): 인증서 기반 데이터 복구
에이전트를 허용할지 여부를 지정합니다. GPMC(그룹 정책 관리 콘솔) 또는 로컬 그룹 정책 편집기에 위치한 공개 키 정
책에서 데이터 복구 에이전트를 추가합니다. 데이터 복구 에이전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Microsoft 문서 BitLocker
Basic 배포를 참조하십시오. 기본값은 Of f (꺼짐)입니다.
Creat e 4 8-digit recovery password f or OS drive recovery(OS 드라이브 복구를 위한 4 8 자리 복구 암호 생성):
복구 암호 사용을 허용할지, 아니면 필수로 할지를 지정합니다. BitLocker는 암호를 생성하고 파일 또는 Microsoft
Cloud 계정에 저장합니다. 기본값은 Allow 4 8-digit password(4 8 자리 암호 허용)입니다.
Creat e 256-bit recovery key(256 비트 복구 키 생성): 복구 키 사용을 허용할지, 필수로 할지 여부를 지정합니다.
복구 키는 BEK 파일로, USB 드라이브에 저장됩니다. 기본값은 Allow 256-bit recovery key(256 비트 복구 키 허
용)입니다.
Hide OS drive recovery opt ions(OS 드라이브 복구 옵션 숨기기): BitLocker 인터페이스에 복구 옵션을 표시할지,
숨길지 여부를 지정합니다. On(켜짐)인 경우 BitLocker 인터페이스에 복구 옵션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장치를
Active Directory에 등록하고 복구 옵션을 Active Directory에 저장하고 Save recovery inf o t o AD DS(AD DS 에 복
구 정보 저장)을 On(켜짐)으로 설정하십시오. 기본값은 Of f (꺼짐)입니다.
Save recovery inf o t o AD DS(AD DS 에 복구 정보 저장): Active Directory 도메인 서비스에 복구 옵션을 저장할지
여부를 지정합니다. 기본값은 Of f (꺼짐)입니다.
Conﬁgure recovery inf o st ored in AD DS(AD DS 에 저장되는 복구 정보 구성): BitLocker 복구 암호 또는 복구 암
호 및 키 패키지를 Active Directory 도메인 서비스에 저장할지 여부를 지정합니다. 키 패키지를 저장하면 물리적으로
손상된 드라이브에서 데이터를 복구할 수 있습니다. 기본값은 Backup recovery password(복구 암호 백업)입니다.
Enable Bit Locker af t er st oring recovery inf o in AD DS(AD DS 에 복구 정보 저장 후 Bit Locker 사용): 장치가
도메인에 연결되고 BitLocker 복구 정보가 Active Directory에 백업된 경우에만 BitLocker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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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를 지정합니다. On(켜짐)인 경우 BitLocker를 시작하려면 장치가 도메인에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본값은
Of f (꺼짐)입니다.
Cust omize preboot recovery message and URL(사전 부팅 복구 메시지 및 URL 사용자 지정): 복구 화면에
BitLocker의 사용자 지정된 메시지 및 URL을 표시할지 여부를 지정합니다. On(켜짐)인 경우 Use def ault recovery
message and URL(기본 복구 메시지 및 URL 사용), Use empt y recovery message and URL(빈 복구 메시지 및 URL
사용), Use cust om recovery message(사용자 지정 복구 메시지 사용) 및 Use cust om recovery URL(사용자 지정 복
구 URL 사용)의 추가 설정이 나타납니다. Of f (꺼짐)인 경우 기본 복구 메시지 및 URL이 표시됩니다. 기본값은 Of f (꺼
짐)입니다.
Conﬁgure ﬁxed drive recovery(고정 드라이브 복구 구성): BitLocker로 암호화된 고정 드라이브에 대한 사용자 복구 옵
션을 구성합니다. BitLocker는 고정 드라이브 암호화에 대한 메시지를 사용자에게 표시하지 않습니다. 시작 시 드라이브
잠금을 해제하려면 사용자가 암호 또는 스마트 카드를 제공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고정 드라이브의 BitLocker 암호화를
사용하도록 설정한 경우 이 정책에 포함되지 않은 시작 잠금 해제 설정이 BitLocker 인터페이스에 표시됩니다. 관련 설정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목록의 앞 부분에 있는 Conﬁgure OS drive recovery(OS 드라이브 복구 구성)를 참조하십시
오. 기본값은 Of f (꺼짐)입니다.
Block writ e access t o ﬁxed drives not using Bit Locker(Bit Locker를 사용하지 않는 고정 드라이브에 대한 쓰기
액세스 차단): On(켜짐)인 경우 BitLocker로 암호화된 고정 드라이브에만 쓰기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기본값은
Of f (꺼짐)입니다.
Block writ e access t o removable drives not using Bit Locker(Bit Locker를 사용하지 않는 이동식 드라이브에 대
한 쓰기 액세스 차단): On(켜짐)인 경우 BitLocker로 암호화된 이동식 드라이브에만 쓰기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설정은 조직에서 다른 이동식 드라이브에 대한 쓰기 액세스를 허용하는지 여부에 따라 구성하십시오. 기본값은 Of f (꺼
짐)입니다.
P rompt f or ot her disk encrypt ion(다른 디스크 암호화 확인): 장치의 다른 디스크 암호화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표시
하지 않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기본값은 Of f (꺼짐)입니다.
6. 배포 규칙을 구성하고 배달 그룹을 선택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장치 정책 추가를 참조하십시오.

메모
장치에서 BitLocker 암호화가 시작된 후에는 장치에 업데이트된 BitLocker 장치 정책을 배포하여 BitLocker 설정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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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우저 장치 정책
Feb 21, 20 18

Samsung SAFE 또는 Samsung KNOX 장치에 대한 브라우저 장치 정책을 만들어 사용자의 장치에서 브라우저를 사용할 수 있는
지 여부를 정의하거나 장치에서 사용할 수 있는 브라우저 기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Samsung 장치에서 브라우저를 완전히 사용하지 않도록 설정하거나 팝업, JavaScript, 쿠키, 자동 채우기 및 부정 행위 경고 시행
을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Samsung SAFE 및 Samsung KNOX 설정
1. XenMobile 콘솔에서 구성 > 장치 정책을 클릭합니다. 장치 정책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2. 추가를 클릭하여 새 정책을 추가합니다. 새 정책 추가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3. 더 보기를 클릭하고 앱 아래에서 브라우저를 클릭합니다. 브라우저 정책 정보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4. 정책 정보 창에서 다음 정보를 입력합니다.
정책 이름: 정책을 설명하는 이름을 입력합니다.
설명: 정책에 대한 선택적 설명을 입력합니다.
5. 다음을 클릭합니다. 정책 플랫폼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6. 플랫폼 아래에서 추가할 플랫폼을 선택합니다. 하나의 플랫폼에 대해서만 구성하는 경우 다른 플랫폼의 선택을 취소합니다.
플랫폼에 대한 설정을 모두 구성했으면 7단계에서 해당 플랫폼의 배포 규칙을 설정하는 방법을 확인하십시오.

다음 설정을 구성합니다.
브라우저 사용 안 함: 사용자의 장치에서 Samsung 브라우저를 완전히 사용하지 않을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기본값은 꺼짐이
고 사용자가 브라우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브라우저를 사용하지 않도록 설정하면 다음 옵션이 사라집니다.
팝업 사용 안 함: 브라우저에서 팝업 메시지를 허용할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Javascript 사용 안 함: 브라우저에서 JavaScript 실행을 허용할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쿠키 사용 안 함: 쿠키를 허용할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자동 채우기 사용 안 함: 사용자가 브라우저의 자동 채우기 기능을 켜는 것을 허용할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부정 행위 경고 시행: 사용자가 사기적 웹 사이트 또는 손상된 웹 사이트를 방문할 때 경고를 표시할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8. 배포 규칙을 구성하고 배달 그룹을 선택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장치 정책 추가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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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린더(CalDav) 장치 정책
Feb 21, 20 18

XenMobile에서 사용자의 iOS 또는 macOS 장치에 캘린더(CalDAV) 계정을 추가하는 장치 정책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정책
을 사용하면 해당 사용자가 CalDAV를 지원하는 모든 서버와 일정 데이터를 동기화할 수 있습니다.
1. XenMobile 콘솔에서 구성 > 장치 정책을 클릭합니다. 장치 정책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2. 추가를 클릭합니다. 새 정책 추가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3. 자세히를 확장한 후 최종 사용자 아래에서 캘린더(CalDAV)를 클릭합니다. 캘린더(CalDAV) 정책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4. 정책 정보 창에서 다음 정보를 입력합니다.
정책 이름: 정책을 설명하는 이름을 입력합니다.
설명: 필요한 경우 정책의 설명을 입력합니다.
5. 다음을 클릭합니다. 플랫폼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6. 플랫폼 아래에서 추가할 플랫폼을 선택합니다. 하나의 플랫폼에 대해서만 구성하는 경우 다른 플랫폼의 선택을 취소합니다.
플랫폼에 대한 설정을 모두 구성했으면 7단계에서 해당 플랫폼의 배포 규칙을 설정하는 방법을 확인하십시오.

다음 설정을 구성합니다.
계정 설명: 계정 설명을 입력합니다. 이것은 필수 필드입니다.
호스트 이름: CalDAV 서버의 주소를 입력합니다. 이것은 필수 필드입니다.
포트: CalDAV 서버에 연결하는 데 사용할 포트를 입력합니다. 이것은 필수 필드입니다. 기본값은 84 4 3 입니다.
보안 주체 URL : 사용자의 일정에 대한 기본 URL을 입력합니다.
사용자 이름: 사용자의 로그온 이름을 입력합니다. 이것은 필수 필드입니다.
암호: 선택적 사용자 암호를 입력합니다.
SSL 사용: CalDAV 서버에 대한 SSL 연결을 사용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기본값은 켜짐입니다.
정책 설정
정책 제거 옆에서 날짜 선택 또는 제거할 때까지의 기간(시간)을 클릭합니다.
날짜 선택을 클릭하는 경우 달력을 클릭하여 제거할 날짜를 선택합니다.
사용자가 정책을 제거하도록 허용 목록에서 항상, 암호 필요 또는 안 함을 클릭합니다.
암호 필요를 클릭하는 경우 제거 암호 옆에 필요한 암호를 입력합니다.

다음 설정을 구성합니다.
계정 설명: 계정 설명을 입력합니다. 이것은 필수 필드입니다.
호스트 이름: CalDAV 서버의 주소를 입력합니다. 이것은 필수 필드입니다.
포트: CalDAV 서버에 연결하는 데 사용할 포트를 입력합니다. 이것은 필수 필드입니다. 기본값은 84 4 3 입니다.
보안 주체 URL : 사용자의 일정에 대한 기본 URL을 입력합니다.
사용자 이름: 사용자의 로그온 이름을 입력합니다. 이것은 필수 필드입니다.
암호: 선택적 사용자 암호를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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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L 사용: CalDAV 서버에 대한 SSL 연결을 사용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기본값은 켜짐입니다.
정책 설정
정책 제거 옆에서 날짜 선택 또는 제거할 때까지의 기간(시간)을 클릭합니다.
날짜 선택을 클릭하는 경우 달력을 클릭하여 제거할 날짜를 선택합니다.
사용자가 정책을 제거하도록 허용 목록에서 항상, 암호 필요 또는 안 함을 클릭합니다.
암호 필요를 클릭하는 경우 제거 암호 옆에 필요한 암호를 입력합니다.
프로필 범위 옆에서 사용자 또는 시스템을 클릭합니다. 기본값은 사용자입니다. 이 옵션은 macOS 10.7 이상에서만 사용
할 수 있습니다.
7.배포 규칙을 구성하고 배달 그룹을 선택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장치 정책 추가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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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룰러 장치 정책
Feb 21, 20 18

이 정책을 사용하면 iOS 장치에 대한 셀룰러 네트워크 설정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1. XenMobile 콘솔에서 구성 > 장치 정책을 클릭합니다. 장치 정책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2. 추가를 클릭합니다. 새 정책 추가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3. 자세히를 확장한 후 네트워크 액세스 아래에서 셀룰러를 클릭합니다. 셀룰러 네트워크 정책 정보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4. 정책 정보 창에서 다음 정보를 입력합니다.
정책 이름: 정책을 설명하는 이름을 입력합니다.
설명: 필요한 경우 정책의 설명을 입력합니다.
5. 다음을 클릭합니다. iOS 플랫폼 정보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6. 다음 설정을 구성합니다.
AP N 연결
이름: 이 구성의 이름입니다.
인증 유형: 목록에서 CHAP (Challenge Handshake 인증 프로토콜) 또는 P AP (암호 인증 프로토콜)를 클릭합니다. 기본값은
P AP 입니다.
사용자 이름 및 암호: 인증에 사용할 사용자 이름과 암호입니다.
AP N
이름: APN(액세스 포인트 이름) 구성의 이름입니다.
인증 유형: 목록에서 CHAP 또는 P AP 를 클릭합니다. 기본값은 P AP 입니다.
사용자 이름 및 암호: 인증에 사용할 사용자 이름과 암호입니다.
프록시 서버: 프록시 서버 네트워크 주소입니다.
프록시 서버 포트: 프록시 서버 포트입니다.
정책 설정
정책 제거 옆에서 날짜 선택 또는 제거할 때까지의 기간(시간)을 클릭합니다.
날짜 선택을 클릭하는 경우 달력을 클릭하여 제거할 날짜를 선택합니다.
사용자가 정책을 제거하도록 허용 목록에서 항상, 암호 필요 또는 안 함을 클릭합니다.
암호 필요를 클릭하는 경우 제거 암호 옆에 필요한 암호를 입력합니다.
8. 배포 규칙을 구성하고 배달 그룹을 선택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장치 정책 추가를 참조하십시오.

https://docs.citrix.com

© 1999-2017 Citrix Systems, Inc. All rights reserved.

p.567

연결 관리자 장치 정책
Feb 21, 20 18

XenMobile에서 인터넷 및 사설망에 자동으로 연결되는 앱에 대한 연결 설정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정책은 Windows
Pocket PC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XenMobile 콘솔에서 구성 > 장치 정책을 클릭합니다. 장치 정책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2. 추가를 클릭합니다. 새 정책 추가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3. 자세히를 클릭한 다음 네트워크 액세스 아래에서 연결 관리자를 클릭합니다. 연결 관리자 정책 정보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4. 정책 정보 창에서 다음 정보를 입력합니다.
정책 이름: 정책을 설명하는 이름을 입력합니다.
설명: 정책에 대한 선택적 설명을 입력합니다.
5. 다음을 클릭합니다. Windows Mobile/CE 플랫폼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6. 다음 설정을 구성합니다.
참고: 기본 제공 사무실은 모두 회사 인트라넷에 연결되어 있음을 의미하고, 기본 제공 인터넷은 모두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음
을 의미합니다.
사설망에 연결되는 앱이 자동으로 사용: 목록에서 기본 제공 사무실 또는 기본 제공 인터넷을 클릭합니다. 기본값은 기본 제
공 사무실입니다.
인터넷에 연결되는 앱이 자동으로 사용: 목록에서 기본 제공 사무실 또는 기본 제공 인터넷을 클릭합니다. 기본값은 기본 제
공 사무실입니다.
7.배포 규칙을 구성하고 배달 그룹을 선택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장치 정책 추가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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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예약 장치 정책
Feb 21, 20 18

연결 예약 정책을 만들어 사용자 장치에서 XenMobile에 연결하는 방법과 시기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이 정책은 Android for
Work를 사용하는 장치에 대해 구성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수동으로 장치에 연결하거나, 장치를 영구적으로 연결된 상태로 유지하거나, 정의된 시간 내에 연결하도록 지정할 수
있습니다.
1. XenMobile 콘솔에서 구성 > 장치 정책을 클릭합니다. 장치 정책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2. 추가를 클릭합니다. 새 정책 추가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3. 예약을 클릭합니다. 연결 예약 정책 정보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4. 정책 정보 창에서 다음 정보를 입력합니다.
정책 이름: 정책을 설명하는 이름을 입력합니다.
설명: 정책에 대한 선택적 설명을 입력합니다.
5. 다음을 클릭합니다. 정책 플랫폼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6. 플랫폼 아래에서 추가할 플랫폼을 선택합니다. 하나의 플랫폼에 대해서만 구성하는 경우 다른 플랫폼의 선택을 취소합니다.
플랫폼에 대한 설정을 모두 구성했으면 8단계에서 해당 플랫폼의 배포 규칙을 설정하는 방법을 확인하십시오.
7. 선택한 각 플랫폼에 대해 다음 설정을 구성합니다.
장치에서 연결하도록 요구: 이 일정에 대해 설정할 옵션을 클릭합니다.
항상: 연결을 영구적으로 활성 상태로 유지합니다. 네트워크 연결이 끊긴 후 사용자 장치의 XenMobile이 XenMobile 서버
에 다시 연결을 시도하고 제어 패킷을 정기적으로 전송하여 연결을 모니터링합니다. 보안을 최적화하려면 이 옵션을 사용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항상을 선택하는 경우 장치 터널 정책인 연결 시간 제한 정의 설정을 사용하여 연결로 인해 배터리가
소진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연결을 활성 상태로 유지하면 초기화 또는 잠금과 같은 보안 명령을 주문형으로 장치에 푸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치에 배포하는 각 정책에서 배포 일정 옵션 상시 연결에 대해 배포를 선택해야 합니다.
안 함: 수동으로 연결합니다. 사용자가 장치의 XenMobile에서 연결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 옵션을 사용하면 보안 정책을
장치에 배포할 수 없어 사용자가 새 앱 또는 정책을 받을 수 없으므로 프로덕션 배포에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간격: 지정된 간격으로 연결합니다. 이 옵션이 적용될 때 잠금 또는 초기화와 같은 보안 정책을 전송하면 다음에 장치가 연
결할 때 동작이 처리됩니다. 이 옵션을 선택하면 N 분마다 연결 필드가 나타납니다. 이 필드에 장치를 다시 연결하기 전까
지의 시간(분)을 입력해야 합니다. 기본값은 20 입니다.
일정 정의: 사용하면 네트워크 연결이 끊긴 후 사용자 장치의 XenMobile이 XenMobile 서버에 다시 연결을 시도하고 제어
패킷을 정의된 시간 내에 정기적으로 전송하여 연결을 모니터링합니다. 연결 시간을 정의하는 방법은 연결 시간 정의를 참
조하십시오.
다음 시간 동안 고정된 연결 유지: 사용자 장치가 정의된 시간 동안 연결되어야 합니다.
다음 각 범위 내에서 연결하도록 요구: 사용자 장치가 정의된 시간 동안 한 번 이상 연결되어야 합니다.
UT C 가 아닌 로컬 장치 시간 사용: 정의된 시간을 UT C(협정 세계시)가 아닌 로컬 장치 시간과 동기화합니다.

연결 시간 정의
다음 옵션을 사용하면 원하는 시간을 정의할 수 있는 시간 표시줄이 나타납니다. 특정 시간 동안 영구적으로 연결하도록 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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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시간 내에 연결하도록 하는 옵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거나 둘 다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시간 표시줄의 각 사각형은 30분
입니다. 주중 오전 8시부터 오전 9시 사이에 연결하도록 하려면 주중 오전 8시와 오전 9시 사이의 시간 표시줄 사각형 두 개를
클릭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 그림에서 시간 표시줄 2개는 주중 오전 8시부터 오전 9시까지 영구적으로 연결해야 하고 토요일 오전 12시부터
일요일 오전 1시까지 영구적으로 연결해야 하며 주중 매일 오전 5시부터 오전 8시 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11시 사이에 한 번
이상 연결해야 함을 나타냅니다.

8.배포 규칙을 구성하고 배달 그룹을 선택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장치 정책 추가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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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CardDAV) 장치 정책
Feb 21, 20 18

XenMobile에서 장치 정책을 추가하여 iOS 연락처(CardDAV) 계정을 사용자의 iOS 또는 macOS 장치에 추가하고 이러한 장치의
연락처 데이터를 CardDAV를 지원하는 모든 서버와 동기화할 수 있습니다.
1. XenMobile 콘솔에서 구성 > 장치 정책을 클릭합니다. 장치 정책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2. 추가를 클릭합니다. 새 정책 추가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3. 더 보기를 확장하고 보안에서 연락처 CardDAV 를 클릭합니다. CardDAV 정책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4. 정책 정보 창에서 다음 정보를 입력합니다.
정책 이름: 정책을 설명하는 이름을 입력합니다.
설명: 필요한 경우 정책의 설명을 입력합니다.
5. 다음을 클릭합니다. 플랫폼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6. 플랫폼 아래에서 추가할 플랫폼을 선택합니다. 하나의 플랫폼에 대해서만 구성하는 경우 다른 플랫폼의 선택을 취소합니다.
플랫폼에 대한 설정을 모두 구성했으면 7단계에서 해당 플랫폼의 배포 규칙을 설정하는 방법을 확인하십시오.

다음 설정을 구성합니다.
계정 설명: 계정 설명을 입력합니다. 이것은 필수 필드입니다.
호스트 이름: CardDAV 서버의 주소를 입력합니다. 이것은 필수 필드입니다.
포트: CardDAV 서버를 연결할 포트를 입력합니다. 이것은 필수 필드입니다. 기본값은 84 4 3 입니다.
보안 주체 URL : 사용자의 일정에 대한 기본 URL을 입력합니다.
사용자 이름: 사용자의 로그온 이름을 입력합니다. 이것은 필수 필드입니다.
암호: 선택적 사용자 암호를 입력합니다.
SSL 사용: CardDAV 서버에 대한 Secure Socket Layer 연결을 사용할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기본값은 켜짐입니다.
정책 설정
정책 제거 옆에서 날짜 선택 또는 제거할 때까지의 기간(시간)을 클릭합니다.
날짜 선택을 클릭하는 경우 달력을 클릭하여 제거할 날짜를 선택합니다.
사용자가 정책을 제거하도록 허용 목록에서 항상, 암호 필요 또는 안 함을 클릭합니다.
암호 필요를 클릭하는 경우 제거 암호 옆에 필요한 암호를 입력합니다.

다음 설정을 구성합니다.
계정 설명: 계정 설명을 입력합니다. 이것은 필수 필드입니다.
호스트 이름: CardDAV 서버의 주소를 입력합니다. 이것은 필수 필드입니다.
포트: CardDAV 서버를 연결할 포트를 입력합니다. 이것은 필수 필드입니다. 기본값은 84 4 3 입니다.
보안 주체 URL : 사용자의 일정에 대한 기본 URL을 입력합니다.
사용자 이름: 사용자의 로그온 이름을 입력합니다. 이것은 필수 필드입니다.
암호: 선택적 사용자 암호를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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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L 사용: CardDAV 서버에 대한 Secure Socket Layer 연결을 사용할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기본값은 켜짐입니다.
정책 설정
정책 제거 옆에서 날짜 선택 또는 제거할 때까지의 기간(시간)을 클릭합니다.
날짜 선택을 클릭하는 경우 달력을 클릭하여 제거할 날짜를 선택합니다.
사용자가 정책을 제거하도록 허용 목록에서 항상, 암호 필요 또는 안 함을 클릭합니다.
암호 필요를 클릭하는 경우 제거 암호 옆에 필요한 암호를 입력합니다.
프로필 범위 옆에서 사용자 또는 시스템을 클릭합니다. 기본값은 사용자입니다. 이 옵션은 macOS 10.7 이상에서만 사용
할 수 있습니다.
7.배포 규칙을 구성하고 배달 그룹을 선택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장치 정책 추가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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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 업데이트 제어 장치 정책
Feb 21, 20 18

OS 업데이트 제어 장치 정책을 사용하여 다음을 배포할 수 있습니다.
감독되는 iOS 및 Samsung SAFE 장치에 최신 OS 업데이트를 배포할 수 있습니다.
iOS 10.3 이상을 실행하는 장치의 경우 OS 업데이트 제어가 감독되는 장치에서만 작동합니다. iOS 10.3 이전 버전을 실행
하는 장치의 경우 OS 업데이트 제어가 감독되는 장치와 DEP 등록 장치에서 모두 작동합니다.
macOS 10.11.5 이상을 실행하는 DEP 등록 macOS 장치에 최신 OS 및 앱 업데이트를 배포할 수 있습니다.
Samsung SAFE 장치의 경우 XenMobile이 OS 업데이트 제어 정책을 Secure Hub로 전송하면 Secure Hub가 장치에 정책을 적용
합니다. XenMobile Server가 정책을 전송하고 장치에 정책이 수신되면 관리 > 장치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OS 업데이트 옵션: 두 옵션 모두 OS 업데이트 빈도에 따라 최신 OS 업데이트를 감독되는 장치에 다운로드합니다. 장치에 업
데이트를 설치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이 메시지는 사용자가 장치를 잠금 해제한 후 표시됩니다.
OS 업데이트 빈도: XenMobile이 장치 OS를 확인하고 업데이트할 빈도를 결정합니다. 기본값은 7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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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 업데이트 옵션: 두 옵션 모두 OS 업데이트 빈도에 따라 최신 macOS 업데이트를 다운로드합니다. 선택에 따라, 업데이트
를 설치하거나 App Store를 통해 업데이트를 사용할 수 있음을 사용자에게 알릴 수 있습니다.
OS 업데이트 빈도: XenMobile이 장치 OS를 확인하고 업데이트할 빈도를 결정합니다. 기본값은 7 일입니다.

iOS 및 macOS의 경우 XenMobile이 OS 업데이트 제어 정책을 장치에 배포하지 않습니다. 대신 XenMobile은 정책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MDM 명령을 장치에 전송합니다.
OS 업데이트 검사 예약: OS 업데이트에 대한 백그라운드 검사를 수행하도록 장치에 요청합니다(iOS의 경우 선택 사항).
사용 가능한 OS 업데이트: 장치를 쿼리하여 사용 가능한 OS 업데이트 목록을 확인합니다.
OS 업데이트 예약: macOS 업데이트, 앱 업데이트 또는 둘 다를 수행하도록 장치에 요청합니다. OS 및 앱 업데이트를 다운로
드하거나 설치하는 시기는 장치 OS에 따라 결정됩니다.
관리 > 장치 > 장치 세부 정보(일반) 페이지에 예약된 OS 업데이트 검사, 사용 가능한 OS 업데이트 및 예약된 macOS 및 앱 업
데이트의 상태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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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작업의 상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관리 > 장치 > 장치 세부 정보(배달 그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사용 가능한 OS 업데이트 목록 및 마지막 설치 시도 등의 세부 정보를 보려면 관리 > 장치 > 장치 세부 정보(속성) 페이지로 이
동합니다.

https://docs.citrix.com

© 1999-2017 Citrix Systems, Inc. All rights reserved.

p.575

Samsung E-FOTA(Enterprise FOTA)는 장치의 업데이트 시기 및 사용할 펌웨어 버전을 알려줍니다. E-FOTA를 사용하려면:
1. Samsung에서 받은 키 및 라이센스 정보를 사용하여 Samsung MDM 라이센스 키 장치 정책을 만듭니다. 자세한 내용은
Samsung MDM 라이센스 키 장치 정책을 참조하십시오.
2. Enterprise FOT A를 사용하려면 OS 업데이트 제어 장치 정책을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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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able Ent erprise F OT A(Ent erprise F OT A 사용): 켜짐으로 설정합니다.
Ent erprise F OT A 라이센스 키: Samsung MDM 라이센스 키 장치 정책 이름을 선택합니다.

메모
정책 구성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는 장치 정책 추가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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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sung 컨테이너에 앱 복사 장치 정책
Feb 21, 20 18

장치에 설치되어 있는 앱을 지원되는 Samsung 장치의 SEAMS 컨테이너 또는 KNOX 컨테이너로 복사하도록 지정할 수 있습니
다(지원되는 장치에 대한 정보는 Samsung의 Samsung KNOX Supported Devices(삼성 KNOX 지원 장치) 페이지 참조). SEAMS
컨테이너에 복사된 앱은 사용자의 홈 화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KNOX 컨테이너에 복사된 앱은 사용자가 KNOX 컨테이너
에 로그인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전 요구 사항:
장치가 XenMobile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Samsung MDM 키(ELM 및 KLM)를 배포해야 합니다(배포 방법은 Samsung MDM 라이센스 키 장치 정책 참조).
앱이 장치에 이미 설치되어 있습니다.
장치에서 KNOX를 초기화하여 앱을 KNOX 컨테이너에 복사합니다.
1. XenMobile 콘솔에서 구성 > 장치 정책을 클릭합니다.
2. 추가를 클릭합니다. 새 정책 추가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3. 자세히를 확장한 후 보안 아래에서 Samsung 컨테이너에 앱 복사를 클릭합니다. Samsung 컨테이너에 앱 복사 정책 정보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4. 정책 정보 창에서 다음 정보를 입력합니다.
정책 이름: 정책을 설명하는 이름을 입력합니다.
설명: 정책에 대한 선택적 설명을 입력합니다.
5. 다음을 클릭합니다. 정책 플랫폼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6. 플랫폼 아래에서 추가할 플랫폼을 선택합니다. 하나의 플랫폼에 대해서만 구성하는 경우 다른 플랫폼의 선택을 취소합니다.
플랫폼에 대한 설정을 모두 구성했으면 8단계에서 해당 플랫폼의 배포 규칙을 설정하는 방법을 확인하십시오.
7. 선택한 각 플랫폼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설정을 구성합니다.
새 앱: 목록에 추가하려는 각 앱에 대해 추가를 클릭한 후 다음을 수행합니다.
패키지 ID를 입력합니다(예: LacingArt 앱의 경우 com.mobiwolf.lacingart).
저장 또는 취소를 클릭합니다.
참고: 기존 앱을 삭제하려면 목록이 있는 행을 마우스 포인터로 가리킨 다음 오른쪽에서 휴지통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확
인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삭제를 클릭하여 목록을 삭제하거나 취소를 클릭하여 목록을 유지합니다.
기존 앱을 편집하려면 목록이 있는 행을 마우스 포인터로 가리킨 다음 오른쪽에서 연필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목록을 변
경한 후 저장을 클릭하여 변경된 목록을 저장하거나 취소를 클릭하여 목록을 변경되지 않은 상태로 유지합니다.
8.배포 규칙을 구성하고 배달 그룹을 선택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장치 정책 추가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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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증명 장치 정책
Feb 21, 20 18

XenMobile에서 자격 증명 장치 정책을 만들어 PKI 엔터티, 키 저장소, 자격 증명 공급자 또는 서버 인증서와 같은 XenMobile의
PKI 구성과 통합된 인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격 증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인증서를 참조하십시오.
iOS, macOS, Android, Android for Work, Windows 데스크톱/태블릿, Windows Mobile/CE 및 Windows Phone 장치에 대한 자
격 증명 정책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각 플랫폼마다 이 문서에서 설명되어 있는 서로 다른 값 집합이 필요합니다.
iOS 설정
macOS 설정
Android 및 Android for Work 설정
Windows 데스크톱/태블릿 설정
Windows Mobile/CE 설정
Windows Phone 설정
이 정책을 만들기 전에 각 플랫폼에 사용할 자격 증명 정보와 모든 인증서 및 암호가 필요합니다.
1. XenMobile 콘솔에서 구성 > 장치 정책을 클릭합니다. 장치 정책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2. 추가를 클릭합니다. 새 정책 추가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3. 자세히를 확장한 후 보안 아래에서 자격 증명을 클릭합니다. 자격 증명 정책 정보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4. 정책 정보 창에서 다음 정보를 입력합니다.
정책 이름: 정책을 설명하는 이름을 입력합니다.
설명: 정책에 대한 선택적 설명을 입력합니다.
5. 다음을 클릭합니다. 정책 플랫폼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6. 플랫폼 아래에서 추가할 플랫폼을 선택합니다. 하나의 플랫폼에 대해서만 구성하는 경우 다른 플랫폼의 선택을 취소합니다.
플랫폼에 대한 설정을 모두 구성했으면 7단계에서 해당 플랫폼의 배포 규칙을 설정하는 방법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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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설정을 구성합니다.
자격 증명 유형: 목록에서 이 정책에 사용할 자격 증명 유형을 클릭하고 선택한 자격 증명에 대해 다음 정보를 입력합니다.
인증서
자격 증명 이름: 자격 증명의 고유한 이름을 입력합니다.
자격 증명 파일 경로: 찾아보기를 클릭하고 파일 위치로 이동하여 자격 증명 파일을 선택합니다.
키 저장소
자격 증명 이름: 자격 증명의 고유한 이름을 입력합니다.
자격 증명 파일 경로: 찾아보기를 클릭하고 파일 위치로 이동하여 자격 증명 파일을 선택합니다.
암호: 자격 증명에 대한 키 저장소 암호를 입력합니다.
서버 인증서
서버 인증서: 목록에서 사용할 인증서를 클릭합니다.
자격 증명 공급자
자격 증명 공급자: 목록에서 자격 증명 공급자의 이름을 클릭합니다.
정책 설정
정책 제거 옆에서 날짜 선택 또는 제거할 때까지의 기간(시간)을 클릭합니다.
날짜 선택을 클릭하는 경우 달력을 클릭하여 제거할 날짜를 선택합니다.
사용자가 정책을 제거하도록 허용 목록에서 항상, 암호 필요 또는 안 함을 클릭합니다.
암호 필요를 클릭하는 경우 제거 암호 옆에 필요한 암호를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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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설정을 구성합니다.
자격 증명 유형: 목록에서 이 정책에 사용할 자격 증명 유형을 클릭하고 선택한 자격 증명에 대해 다음 정보를 입력합니다.
인증서
자격 증명 이름: 자격 증명의 고유한 이름을 입력합니다.
자격 증명 파일 경로: 찾아보기를 클릭하고 파일 위치로 이동하여 자격 증명 파일을 선택합니다.
키 저장소
자격 증명 이름: 자격 증명의 고유한 이름을 입력합니다.
자격 증명 파일 경로: 찾아보기를 클릭하고 파일 위치로 이동하여 자격 증명 파일을 선택합니다.
암호: 자격 증명에 대한 키 저장소 암호를 입력합니다.
서버 인증서
서버 인증서: 목록에서 사용할 인증서를 클릭합니다.
자격 증명 공급자
자격 증명 공급자: 목록에서 자격 증명 공급자의 이름을 클릭합니다.
정책 설정
정책 제거 옆에서 날짜 선택 또는 제거할 때까지의 기간(시간)을 클릭합니다.
날짜 선택을 클릭하는 경우 달력을 클릭하여 제거할 날짜를 선택합니다.
사용자가 정책을 제거하도록 허용 목록에서 항상, 암호 필요 또는 안 함을 클릭합니다.
암호 필요를 클릭하는 경우 제거 암호 옆에 필요한 암호를 입력합니다.
정책 범위 옆에서 사용자 또는 시스템을 클릭합니다. 기본값은 사용자입니다. 이 옵션은 macOS 10.7 이상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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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설정을 구성합니다.
자격 증명 유형: 목록에서 이 정책에 사용할 자격 증명 유형을 클릭하고 선택한 자격 증명에 대해 다음 정보를 입력합니다.
인증서
자격 증명 이름: 자격 증명의 고유한 이름을 입력합니다.
자격 증명 파일 경로: 찾아보기를 클릭하고 파일 위치로 이동하여 자격 증명 파일을 선택합니다.
키 저장소
자격 증명 이름: 자격 증명의 고유한 이름을 입력합니다.
자격 증명 파일 경로: 찾아보기를 클릭하고 파일 위치로 이동하여 자격 증명 파일을 선택합니다.
암호: 자격 증명에 대한 키 저장소 암호를 입력합니다.
서버 인증서
서버 인증서: 목록에서 사용할 인증서를 클릭합니다.
자격 증명 공급자
자격 증명 공급자: 목록에서 자격 증명 공급자의 이름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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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설정을 구성합니다.
인증서 유형: 목록에서 루트 또는 클라이언트를 클릭합니다.
루트를 클릭하는 경우 다음 설정을 구성합니다.
스토어 장치: 목록에서 자격 증명의 인증서 저장소 위치로 루트, 내 또는 CA 를 클릭합니다. 내의 경우 사용자의 인증서 저
장소에 인증서가 저장됩니다.
위치: Windows 10 태블릿의 경우 시스템이 유일한 위치입니다.
자격 증명 유형: Windows 10 태블릿의 경우 인증서가 유일한 자격 증명 유형입니다.
자격 증명 파일 경로: 찾아보기를 클릭하고 파일 위치로 이동하여 인증서 파일을 선택합니다.
클라이언트를 클릭하는 경우 다음 설정을 구성합니다.
위치: Windows 10 태블릿의 경우 시스템이 유일한 위치입니다.
자격 증명 유형: Windows 10 태블릿의 경우 키 저장소가 유일한 자격 증명 유형입니다.
자격 증명 이름: 자격 증명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이것은 필수 필드입니다.
자격 증명 파일 경로: 찾아보기를 클릭하고 파일 위치로 이동하여 인증서 파일을 선택합니다.
암호: 자격 증명과 연관된 암호를 입력합니다. 이것은 필수 필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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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설정을 구성합니다.
스토어 장치: 목록에서 자격 증명의 인증서 저장소 위치를 클릭합니다. 기본값은 루트입니다. 옵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권한 있는 실행 신뢰 기관 - 이 저장소에 속한 인증서로 서명된 응용 프로그램은 권한 있는 신뢰 수준으로 실행됩니다.
권한 없는 실행 신뢰 기관 - 이 저장소에 속한 인증서로 서명된 응용 프로그램은 일반 신뢰 수준으로 실행됩니다.
SP C(소프트웨어 게시자 인증서) - SPC(소프트웨어 게시자 인증서)는 .cab 파일 서명에 사용됩니다.
루트 - 루트 또는 자체 서명 인증서를 포함하는 인증서 저장소입니다.
CA - 중간 인증 기관을 비롯한 암호화 정보를 포함하는 인증서 저장소입니다.
내 - 최종 사용자의 개인 인증서를 포함하는 인증서 저장소입니다.
자격 증명 유형: Windows Mobile/CE 장치의 경우 인증서가 유일한 자격 증명 유형입니다.
자격 증명 파일 경로: 찾아보기를 클릭하고 파일 위치로 이동하여 자격 증명 파일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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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설정을 구성합니다.
인증서 유형: 목록에서 루트 또는 클라이언트를 클릭합니다.
루트를 클릭하는 경우 다음 설정을 구성합니다.
스토어 장치: 목록에서 자격 증명의 인증서 저장소 위치로 루트, 내 또는 CA 를 클릭합니다. 내의 경우 사용자의 인증서 저
장소에 인증서가 저장됩니다.
위치: Windows Phone의 경우 시스템이 유일한 위치입니다.
자격 증명 유형: Windows Phone의 경우 인증서가 유일한 자격 증명 유형입니다.
자격 증명 파일 경로: 찾아보기를 클릭하고 파일 위치로 이동하여 인증서 파일을 선택합니다.
클라이언트를 클릭하는 경우 다음 설정을 구성합니다.
위치: Windows Phone의 경우 시스템이 유일한 위치입니다.
자격 증명 유형: Windows Phone의 경우 키 저장소가 유일한 자격 증명 유형입니다.
자격 증명 이름: 자격 증명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이것은 필수 필드입니다.
자격 증명 파일 경로: 찾아보기를 클릭하고 파일 위치로 이동하여 인증서 파일을 선택합니다.
암호: 자격 증명과 연관된 암호를 입력합니다. 이것은 필수 필드입니다.
7.배포 규칙을 구성하고 배달 그룹을 선택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장치 정책 추가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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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지정 XML 장치 정책
Feb 21, 20 18

XenMobile에서 사용자 지정 XML 정책을 만들어 지원되는 Windows 및 Zebra Android 장치에서 다음 기능을 사용자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장치 구성을 비롯한 프로비저닝, 기능을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도록 설정
사용자가 설정 및 장치 매개 변수를 변경하도록 허용하는 것을 비롯한 장치 구성
앱 및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비롯하여 장치에 로드할 새 소프트웨어 또는 버그 수정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하는 소프트웨어 업
그레이드
장치에서 오류 및 상태 보고서를 받는 것을 비롯한 오류 관리
Windows 장치의 경우: OMA DM(Open Mobile Alliance Device Management) API를 사용하여 사용자 지정 XML 구성을 만듭니
다. OMA DM API로 사용자 지정 XML을 만드는 것은 이 항목의 범위를 벗어납니다. OMA DM API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
세한 내용은 Microsoft Developer Network 사이트에 있는 OMA Device Management(OMA 장치 관리)를 참조하십시오.
Zebra Android 장치의 경우: MXMS(MX Management System)를 사용하여 사용자 지정 XML 구성을 만듭니다. MXMS API로
사용자 지정 XML을 만드는 것은 이 문서의 범위를 벗어납니다. MXMS 사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Zebra 사이트의 About
MX(MX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메모
Windows 10 RS2 휴대폰: Internet Explorer를 사용하지 않는 사용자 지정 XML 정책 또는 제한 정책을 휴대폰에 배포한 후 브라우저가 사
용되는 상태로 유지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휴대폰을 다시 시작하십시오. 이것은 타사 문제입니다.

1. XenMobile 콘솔에서 구성 > 장치 정책을 클릭합니다. 장치 정책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2. 추가를 클릭합니다. 새 정책 추가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3. 자세히를 확장한 후 사용자 지정 아래에서 사용자 지정 XML 을 클릭합니다. 사용자 지정 XML 정책 정보 페이지가 나타납니
다.
4. 정책 정보 창에서 다음 정보를 입력합니다.
정책 이름: 정책을 설명하는 이름을 입력합니다.
설명: 정책에 대한 선택적 설명을 입력합니다.
5. 다음을 클릭합니다. 정책 플랫폼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6. 플랫폼 아래에서 추가할 플랫폼을 선택합니다. 하나의 플랫폼에 대해서만 구성하는 경우 다른 플랫폼의 선택을 취소합니다.
7. 선택한 각 플랫폼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설정을 구성합니다.
XML 콘텐츠: 정책에 추가할 사용자 지정 XML 코드를 입력하거나 잘라내 붙여 넣습니다.
8. 배포 규칙을 구성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장치 정책 추가를 참조하십시오.
9. 다음을 클릭합니다. XenMobile이 XML 콘텐츠 구문을 확인합니다. 모든 구문 오류가 콘텐츠 상자 아래에 나타납니다. 계속하
려면 먼저 모든 오류를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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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문 오류가 없으면 사용자 지정 XML 정책 할당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10. 배달 그룹 선택 옆에서 배달 그룹을 입력하여 찾습니다. 또는 정책을 할당할 그룹을 목록에서 하나 이상 선택합니다. 선택한
그룹이 앱 할당을 받을 배달 그룹 목록에 나타납니다.
11. 배포 일정을 확장하고 다음 설정을 구성합니다.
배포 옆에서 켜짐을 클릭하여 배포를 예약하거나 꺼짐을 클릭하여 배포를 차단합니다. 기본 옵션은 켜짐입니다.
배포 일정 옆에서 지금 또는 나중에를 클릭합니다. 기본 옵션은 지금입니다.
나중에를 클릭하는 경우 달력 아이콘을 클릭하고 배포 날짜와 시간을 선택합니다.
배포 조건 옆에서 모든 연결에서를 클릭하거나 이전 배포가 실패한 경우에만을 클릭합니다. 기본 옵션은 모든 연결에서입니
다.
상시 연결에 대해 배포 옆에서 켜짐 또는 꺼짐을 클릭합니다. 기본 옵션은 꺼짐입니다.
참고:
설정 > 서버 속성에서 백그라운드 배포 예약 키를 구성한 경우에만 이 옵션이 적용됩니다.
구성하는 배포 일정은 모든 플랫폼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변경 사항이 모든 플랫폼에 적용됩니다.
12. 저장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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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ender 장치 정책
Feb 21, 20 18

Windows Defender는 Windows 10에 포함된 맬웨어 방지 프로그램입니다. XenMobile 장치 정책인 Defender를 사용하여
Windows 10 데스크톱 및 태블릿에 대한 Microsoft Defender 정책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1. XenMobile 콘솔에서 구성 > 장치 정책을 클릭합니다. 장치 정책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2. 추가를 클릭합니다. 새 정책 추가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3. Def ender를 입력하고 검색 결과에서 해당 이름을 클릭합니다. Def ender 정책 정보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4. 정책 정보 창에서 다음 정보를 입력합니다.
정책 이름: 정책을 설명하는 이름을 입력합니다.
설명: 필요한 경우 정책의 설명을 입력합니다.
5. 다음을 클릭합니다. 정책 플랫폼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다음 설정을 구성합니다.
보관 파일에 대한 검사 허용: Defender가 보관 파일을 검사하는 것을 허용하거나 허용하지 않습니다. 기본값은 꺼짐입니다.
클라우드 보호 허용: Defender가 Microsoft로 맬웨어 활동과 관련된 정보를 보내는 것을 허용하거나 허용하지 않습니다. 기
본값은 켜짐입니다.
이동식 드라이브에 대한 전체 검사 허용: Defender가 USB 스틱 같은 이동식 드라이브를 검사하는 것을 허용하거나 허용하
지 않습니다. 기본값은 켜짐입니다.
Windows Def ender 실시간 모니터링 기능 허용: 기본값은 켜짐입니다.
네트워크 파일에 대한 검사 허용: Defender가 네트워크 파일을 검사하는 것을 허용하거나 허용하지 않습니다. 기본값은 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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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입니다.
Windows Def ender UI 에 대한 사용자 액세스 허용: 사용자가 Windows Defender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액세스할 수 있는
지 여부를 지정합니다. 이 설정은 다음번에 사용자 장치가 시작될 때 적용됩니다. 이 설정이 꺼짐이면 사용자가 어떠한
Windows Defender 알림도 받지 않습니다. 기본값은 켜짐입니다.
제외된 확장명: 실시간 또는 예약 검사에서 제외할 확장명입니다. 확장명을 구분하려면 | 문자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lib|obj"를 사용합니다.
제외된 경로: 실시간 또는 예약 검사에서 제외할 경로입니다. 경로를 구분하려면 | 문자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C:\Example|C:\Example1"을 사용합니다.
제외된 프로세스: 실시간 또는 예약 검사에서 제외할 프로세스입니다. 프로세스를 구분하려면 | 문자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
어 "C:\Example.exe|C:\Example1.exe"를 사용합니다.
샘플 동의 제출: 악성인지 확인하려면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할 수 있는 파일을 Microsoft로 보낼지 여부를 제어합니다. 옵션:
항상 확인, 안전한 샘플 보내기, 보내지 않음, 모든 샘플 보내기. 기본값은 안전한 샘플 보내기입니다.
7.배포 규칙을 구성하고 배달 그룹을 선택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장치 정책 추가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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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및 폴더 장치 정책 삭제
Feb 21, 20 18

Windows Mobile/CE 장치에서 특정 파일 또는 폴더를 삭제하는 정책을 XenMobile에서 만들 수 있습니다.
1. XenMobile 콘솔에서 구성 > 장치 정책을 클릭합니다. 장치 정책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2. 추가를 클릭합니다. 새 정책 추가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3. 자세히를 확장한 후 앱 아래에서 파일 및 폴더 삭제를 클릭합니다. 파일 및 폴더 정책 삭제 정보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4. 정책 정보 창에서 다음 정보를 입력합니다.
정책 이름: 정책을 설명하는 이름을 입력합니다.
설명: 정책에 대한 선택적 설명을 입력합니다.
5. 다음을 클릭합니다. Windows Mobile/CE 플랫폼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6. 다음 설정을 구성합니다.
삭제할 파일 및 폴더: 삭제할 각 파일 또는 폴더에 대해 추가를 클릭한 후 다음을 수행합니다.
경로: 파일 또는 폴더의 경로를 입력합니다.
유형: 목록에서 파일 또는 폴더를 클릭합니다. 기본값은 파일입니다.
파일 또는 폴더를 저장하려면 저장을 클릭하고 저장하지 않으려면 취소를 클릭합니다.
참고: 기존 목록을 삭제하려면 목록이 포함된 줄 위로 마우스 포인터를 이동하고 오른쪽의 휴지통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확인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삭제를 클릭하여 목록을 삭제하거나 취소를 클릭하여 목록을 유지합니다.
기존 목록을 편집하려면 목록이 포함된 줄 위로 마우스 포인터를 이동하고 오른쪽의 펜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목록을 변
경한 후 저장을 클릭하여 변경된 목록을 저장하거나 취소를 클릭하여 목록을 변경되지 않은 상태로 유지합니다.
7.배포 규칙을 구성하고 배달 그룹을 선택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장치 정책 추가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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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지스트리 키 및 값 삭제 장치 정책
Feb 21, 20 18

XenMobile에서 정책을 만들어 Windows Mobile/CE 장치에서 특정 레지스트리 키 및 값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XenMobile 콘솔에서 구성 > 장치 정책을 클릭합니다. 장치 정책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2. 추가를 클릭합니다. 새 정책 추가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3. 더 보기를 확장하고 앱 아래에서 레지스트리 키 및 값 삭제를 클릭합니다. 레지스트리 키 및 값 삭제 정책 정보 페이지가 나
타납니다.
4. 정책 정보 창에서 다음 정보를 입력합니다.
정책 이름: 정책을 설명하는 이름을 입력합니다.
설명: 정책에 대한 선택적 설명을 입력합니다.
5. 다음을 클릭합니다. Windows Mobile/CE 플랫폼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6. 다음 설정을 구성합니다.
삭제할 레지스트리 키 및 값: 삭제할 각 레지스트리 키 및 값에 대해 추가를 클릭하고 다음을 수행합니다.
키: 레지스트리 키 경로를 입력합니다. 이 필드는 필수 필드입니다. 레지스트리 키 경로는 HKEY_CLASSES_ROOT \ 또는
HKEY_CURRENT _USER\ 또는 HKEY_LOCAL_MACHINE\ 또는 HKEY_USERS\로 시작되어야 합니다.
값: 삭제할 값 이름을 입력합니다. 또는 전체 레지스트리 키를 삭제하려면 이 필드를 비워 둡니다.
저장을 클릭하여 키 및 값을 저장하거나 취소를 클릭하여 키 및 값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참고: 기존 목록을 삭제하려면 목록이 포함된 줄 위로 마우스 포인터를 이동하고 오른쪽의 휴지통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확인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삭제를 클릭하여 목록을 삭제하거나 취소를 클릭하여 목록을 유지합니다.
기존 목록을 편집하려면 목록이 포함된 줄 위로 마우스 포인터를 이동하고 오른쪽의 펜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목록을 변
경한 후 저장을 클릭하여 변경된 목록을 저장하거나 취소를 클릭하여 목록을 변경되지 않은 상태로 유지합니다.
7.배포 규칙을 구성하고 배달 그룹을 선택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장치 정책 추가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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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 상태 증명 장치 정책
Feb 21, 20 18

XenMobile에서 Windows 10 장치가 분석을 위해 특정 데이터 및 런타임 정보를 HAS(상태 증명 서비스)에 전송하여 해당 상태를
보고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HAS에서 상태 증명 인증서를 생성하고 반환하면 장치가 이를 XenMobile에 보냅니다. XenMobile
은 상태 증명 인증서를 받은 후 상태 증명 인증서의 내용에 따라 이전에 설정된 자동 동작을 배포할 수 있습니다.
HAS에 의해 확인되는 데이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AIK 존재
Bit Locker 상태
부팅 디버깅 사용
부팅 관리자 수정 목록 버전
코드 무결성 사용
코드 무결성 수정 목록 버전
DEP 정책
ELAM 드라이버 로드
실행 시간
커널 디버깅 사용
PCR
재설정 횟수
다시 시작 횟수
안전 모드 사용
SBCP 해시
보안 부팅 사용
테스트 서명 사용
VSM 사용
WinPE 사용
자세한 내용은 Microsoft HealthAttestation CSP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Microsoft Cloud를 사용하여 DHA를 구성하려면
1. XenMobile 콘솔에서 구성 > 장치 정책을 클릭합니다. 장치 정책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2. 추가를 클릭하여 새 정책을 추가합니다. 새 정책 추가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3. 자세히를 클릭한 후 사용자 지정 아래에서 장치 상태 증명 정책을 클릭합니다. 장치 상태 증명 정책 정보 페이지가 나타납니
다.
4. 정책 정보 창에서 다음 정보를 입력합니다.
정책 이름: 정책을 설명하는 이름을 입력합니다.
설명: 정책에 대한 선택적 설명을 입력합니다.
5. 다음을 클릭합니다. 정책 플랫폼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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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플랫폼 아래에서 추가할 플랫폼을 선택합니다. 하나의 플랫폼에 대해서만 구성하는 경우 다른 플랫폼의 선택을 취소합니다.
플랫폼에 대한 설정을 모두 구성했으면 7단계에서 해당 플랫폼의 배포 규칙을 설정하는 방법을 확인하십시오.
선택한 각 플랫폼에 대해 이 설정을 구성합니다.
장치 상태 증명 사용: 장치 상태 증명을 요구할 것인지를 선택합니다. 기본값은 꺼짐입니다.
7.배포 규칙을 구성하고 배달 그룹을 선택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장치 정책 추가를 참조하십시오.

온 프레미스 Windows DHA 서버를 사용하여 DHA를 구
성하려면
DHA를 온-프레미스로 활성화하려면 먼저 DHA 서버를 구성합니다. 그런 다음 온-프레미스 DHA 서비스를 활성화하는
XenMobile Server 정책을 생성합니다.
DHA를 구성하려면 Windows Server 2016 Technical Preview 5 이상을 실행하는 컴퓨터에 DHA 서버 역할을 설치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온 프레미스 장치 상태 증명 서버 구성을 참조하십시오.
온 프레미스 Windows DHA 서버를 사용하여 DHA를 구성하려면:
1. XenMobile 콘솔에서 구성 > 장치 정책을 클릭합니다. 장치 정책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2. Microsoft Cloud를 통해 DHA를 활성화하는 정책을 이미 생성한 경우 8단계로 건너뜁니다.
3. 추가를 클릭하여 새 정책을 추가합니다. 새 정책 추가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4. 자세히를 클릭한 후 사용자 지정 아래에서 장치 상태 증명 정책을 클릭합니다. 장치 상태 증명 정책 정보 페이지가 나타납니
다.
5. 정책 정보 창에서 다음 정보를 입력합니다.
정책 이름: 정책을 설명하는 이름을 입력합니다.
설명: 정책에 대한 선택적 설명을 입력합니다.
6. 다음을 클릭합니다. 정책 플랫폼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7. 플랫폼 아래에서 추가할 플랫폼을 선택합니다. 하나의 플랫폼에 대해서만 구성하는 경우 다른 플랫폼의 선택을 취소합니다.
8. 선택한 각 플랫폼에 대해 다음을 수행합니다.
a. 장치 상태 증명 사용을 켜짐으로 설정합니다.
b. 온 프레미스 Healt h At t est at ion Service 구성을 켜짐으로 설정합니다.
c. On-prem DHA Service F QDN(온- 프레미스 DHA 서비스 F QDN)에 설정하는 DHA 서버의 정규화된 도메인 이름을
입력합니다.
d. On-prem DHA AP I version(온- 프레미스 DHA AP I 버전)에서 DHA 서버에 설치된 DHA 서비스의 버전을 선택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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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배포 규칙을 구성하고 배달 그룹을 선택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장치 정책 추가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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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 이름 장치 정책
Feb 21, 20 18

감독되는 iOS 및 macOS 장치에 장치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이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매크로, 텍스트 또는 둘 다를 사
용하여 장치 이름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치 일련 번호로 장치 이름을 설정하려는 경우 ${device.serialnumber}를 사
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이름과 도메인의 조합으로 장치 이름을 설정하려면 ${user.username}@example.com을 사용할 수 있
습니다. 매크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XenMobile의 매크로를 참조하십시오.
1. XenMobile 콘솔에서 구성 > 장치 정책을 클릭합니다. 장치 정책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2. 추가를 클릭합니다. 새 정책 추가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3. 더 보기를 확장하고 최종 사용자에서 장치 이름을 클릭합니다. 장치 이름 정책 정보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4. 정책 정보 창에서 다음 정보를 입력합니다.
정책 이름: 정책을 설명하는 이름을 입력합니다.
설명: 정책에 대한 선택적 설명을 입력합니다.
5. 다음을 클릭합니다. 정책 플랫폼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6. 플랫폼 아래에서 추가할 플랫폼을 선택합니다. 하나의 플랫폼에 대해서만 구성하는 경우 다른 플랫폼의 선택을 취소합니다.
플랫폼에 대한 설정을 모두 구성했으면 7단계에서 해당 플랫폼의 배포 규칙을 설정하는 방법을 확인하십시오.

선택한 플랫폼에 대해 다음 설정을 구성합니다.
장치 이름: 매크로, 매크로 조합 또는 매크로와 텍스트 조합을 입력하여 각 장치에 고유한 이름을 지정합니다. 예를 들어
${device.serialnumber}를 사용하여 장치 이름을 각 장치의 일련 번호로 설정하거나 ${device.serialnumber} ${
user.username}을 사용하여 장치 이름에 사용자 이름을 포함합니다.
7.배포 규칙을 구성하고 배달 그룹을 선택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장치 정책 추가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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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구성 장치 정책
Feb 21, 20 18

교육 구성 장치 정책은 다음을 정의합니다.
강사 장치의 Apple Classroom 앱 설정
강사 장치와 학생 장치 간의 클라이언트 인증을 수행하는 데 사용되는 인증서
이 정책에서 클래스를 선택하면 XenMobile 콘솔에 Apple School Manager 구성의 강사 및 학생이 입력됩니다. 이 정책의 Apple
Classroom 앱 설정이 모든 클래스에 대해 동일한 경우 하나의 정책을 생성합니다.
1. XenMobile 콘솔에서 구성 > 장치 정책으로 이동한 후 추가를 클릭합니다.
2. 검색 상자에 교육을 입력하고 교육 구성을 클릭합니다.

3. 정책 정보 페이지에서 XenMobile 정책을 식별할 정책 이름을 입력합니다.
4. 교육 구성 정책 페이지에서 추가를 클릭합니다.

5. 표시 이름 목록을 클릭합니다. 연결된 Apple School Manager 계정에서 가져온 클래스 목록이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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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 이름에서 클래스를 선택하면 XenMobile이 강사와 학생을 입력합니다. 클래스 추가를 계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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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클래스 정보를 편집하려면
클래스에 설명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Classroom 앱의 "표시 이름"). 또한 강사와 학생을 추가하거나 제거할 수 있습니다.
XenMobile Server는 이러한 변경 내용을 Apple School Manager 계정에 저장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pple 교육 기능과
통합의 "강사, 학생 및 클래스 데이터 관리"를 참조하십시오.
편집할 클래스의 추가 열 위로 마우스를 이동하고 연필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정책에서 클래스를 삭제하려면 삭제할 클래스의 추가 열 위로 마우스를 이동하고 휴지통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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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터프라이즈 허브 장치 정책
Feb 21, 20 18

Windows Phone에 대한 엔터프라이즈 허브 장치 정책을 사용하면 Enterprise Hub Company 스토어를 통해 앱을 배포할 수 있
습니다.
정책을 만들려면 먼저 다음이 필요합니다.
Symantec의 AET (.aetx) 서명 인증서
Microsoft 앱 서명 도구(XapSignT ool.exe)를 사용하여 서명한 Citrix Company Hub 앱
참고: XenMobile은 Windows Phone Secure Hub 모드마다 엔터프라이즈 허브 정책을 하나만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XenMobile Enterprise Edition의 Windows Phone Secure Hub를 업로드하려면 XenMobile Enterprise Edition의 다양한 Work
Home 버전을 사용하여 여러 Enterprise Hub 정책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초기 엔터프라이즈 허브 정책은 장치를 등록하는 동
안에만 배포할 수 있습니다.
1. XenMobile 콘솔에서 구성 > 장치 정책을 클릭합니다. 장치 정책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2. 추가를 클릭합니다. 새 정책 추가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3. 자세히를 확장한 후 XenMobile 에이전트 아래에서 엔터프라이즈 허브를 클릭합니다. 엔터프라이즈 허브 정책 페이지가 나
타납니다.
4. 정책 정보 창에서 다음 정보를 입력합니다.
정책 이름: 정책을 설명하는 이름을 입력합니다.
설명: 정책에 대한 선택적 설명을 입력합니다.
5. 다음을 클릭합니다. Windows P hone 플랫폼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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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다음 설정을 구성합니다.
.aet x 파일 업로드: 찾아보기를 클릭하고 파일의 위치로 이동하여 .aetx 파일을 선택합니다.
서명된 엔터프라이즈 허브 앱 업로드: 찾아보기를 클릭하고 앱의 위치로 이동하여 엔터프라이즈 허브 앱을 선택합니다.
7.배포 규칙을 구성하고 배달 그룹을 선택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장치 정책 추가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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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change 장치 정책
Feb 21, 20 18

Exchange ActiveSync 장치 정책을 사용하여 Exchange에서 호스팅되는 회사 전자 메일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사용자 장치의 전
자 메일 클라이언트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iOS, macOS, Android HTC, Android TouchDown, Android for Work, Samsung SAFE,
Samsung KNOX, Windows Phone 및 Windows 태블릿에 대한 정책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각 플랫폼마다 다른 값 집합이 필요합
니다. 값 집합에 대해서는 이후 섹션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iOS
macOS
Android HTC
Android TouchDown
Android for Work
Samsung SAFE 및 Samsung KNOX
Windows Phone 및 Windows 데스크톱/태블릿
이 정책을 만들려면 Exchange Server의 호스트 이름 또는 IP 주소가 필요합니다. ActiveSync 설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Microsoft 문서 ActiveSync CSP를 참조하십시오.
1. XenMobile 콘솔에서 구성 > 장치 정책을 클릭합니다. 장치 정책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2. 추가를 클릭합니다. 새 정책 추가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3. Exchange 를 클릭합니다. Exchange 정책 정보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4. 정책 정보 창에서 다음 정보를 입력합니다.
정책 이름: 정책을 설명하는 이름을 입력합니다.
설명: 정책에 대한 선택적 설명을 입력합니다.
5. 플랫폼 아래에서 추가할 플랫폼을 선택합니다. 하나의 플랫폼에 대해서만 구성하는 경우 다른 플랫폼의 선택을 취소합니다.
플랫폼에 대한 설정을 모두 구성했으면 7단계에서 배포 규칙을 설정하는 방법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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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설정을 구성합니다.
Exchange Act iveSync 계정 이름: 사용자 장치에 표시되는 전자 메일 계정에 대한 설명을 입력합니다.
Exchange Act iveSync 호스트 이름: 전자 메일 서버의 주소를 입력합니다.
SSL 사용: 사용자의 장치와 Exchange Server 간의 연결을 보호할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기본값은 켜짐입니다.
도메인: Exchange Server가 상주하는 도메인을 입력합니다. 이 필드에서 $user.domainname 시스템 매크로를 사용하여 사용
자 도메인 이름을 자동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Exchange 사용자 계정의 사용자 이름을 지정합니다. 이 필드에서 $user.username 시스템 매크로를 사용하여 사용자
이름을 자동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전자 메일 주소: 전체 전자 메일 주소를 지정합니다. 이 필드에서 $user.mail 시스템 매크로를 사용하여 사용자 전자 메일 계정
을 자동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암호: Exchange 사용자 계정에 대한 선택적 암호를 입력합니다.
전자 메일 동기화 간격: 목록에서 전자 메일이 Exchange Server와 동기화되는 빈도를 선택합니다. 기본값은 3 일입니다.
ID 자격 증명(키 저장소 또는 P KI): XenMobile에 대한 ID 공급자를 구성한 경우 목록에서 선택적인 ID 자격 증명을 클릭합니
다. 이 필드는 Exchange가 클라이언트 인증서 인증을 요구하는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기본값은 없음입니다.
계정 간 전자 메일 이동 승인: 사용자가 이 계정에서 다른 계정으로 전자 메일을 이동하고 다른 계정에서 전자 메일을 전달하
고 회신할 수 있도록 허용할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기본값은 꺼짐입니다.
전자 메일 앱에서만 전자 메일 보내기: 전자 메일을 보낼 사용자를 iOS 메일 앱으로 제한할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기본값은
꺼짐입니다.
최근 전자 메일 동기화 사용 안 함: 사용자가 최근 주소를 동기화하지 못하도록 할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기본값은 꺼짐입니
다. 이 옵션은 iOS 6.0 이상에만 적용됩니다.
S/MIME 사용: 이 계정이 S/MIME 인증 및 암호화를 지원하는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기본값은 꺼짐입니다. 켜짐으로 설정하
면 다음 두 필드가 나타납니다.
서명 ID 자격 증명. 기본값은 없음입니다.
암호화 ID 자격 증명. 기본값은 없음입니다.
메시지별 S/MIME 전환 사용: 사용자가 메시지별로 나가는 전자 메일을 암호화하도록 허용할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기본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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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꺼짐입니다.

다음 설정을 구성합니다.
Exchange Act iveSync 계정 이름: 사용자 장치에 표시되는 전자 메일 계정에 대한 설명을 입력합니다.
사용자: Exchange 사용자 계정의 사용자 이름을 지정합니다. 이 필드에서 $user.username 시스템 매크로를 사용하여 사용자
이름을 자동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전자 메일 주소: 전체 전자 메일 주소를 지정합니다. 이 필드에서 $user.mail 시스템 매크로를 사용하여 사용자 전자 메일 계정
을 자동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암호: Exchange 사용자 계정에 대한 선택적 암호를 입력합니다.
내부 Exchange 호스트: 내부 및 외부 Exchange 호스트 이름을 서로 다르게 만들려면 선택적인 내부 Exchange 호스트 이름
을 입력합니다.
내부 서버 포트: 내부 및 외부 Exchange Server 포트를 서로 다르게 만들려면 선택적인 내부 Exchange Server 포트 번호를 입
력합니다.
내부 서버 경로: 내부 및 외부 Exchange Server 경로를 서로 다르게 만들려면 선택적인 내부 Exchange Server 경로를 입력합
니다.
내부 Exchange 호스트에 SSL 사용: 사용자 장치와 내부 Exchange 호스트 간의 연결을 보호할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기본
값은 켜짐입니다.
외부 Exchange 호스트: 내부 및 외부 Exchange 호스트 이름을 서로 다르게 만들려면 선택적인 외부 Exchange 호스트 이름
을 입력합니다.
외부 서버 포트: 내부 및 외부 Exchange Server 포트를 서로 다르게 만들려면 선택적인 외부 Exchange Server 포트 번호를 입
력합니다.
외부 서버 경로: 내부 및 외부 Exchange Server 경로를 서로 다르게 만들려면 선택적인 외부 Exchange Server 경로를 입력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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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Exchange 호스트에 SSL 사용: 사용자 장치와 내부 Exchange 호스트 간의 연결을 보호할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기본
값은 켜짐입니다.
메일 삭제 허용: 사용자가 기존 네트워크에 연결할 필요 없이 두 대의 Mac 간에서 무선으로 파일을 공유하도록 허용할지 여
부를 선택합니다. 기본값은 꺼짐입니다.

다음 설정을 구성합니다.
구성 표시 이름: 사용자 장치에 표시되는 이 정책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서버 주소: Exchange Server의 호스트 이름 또는 IP 주소를 입력합니다.
사용자 ID : Exchange 사용자 계정의 사용자 이름을 지정합니다. 이 필드에서 $user.username 시스템 매크로를 사용하여 사
용자 이름을 자동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암호: Exchange 사용자 계정에 대한 선택적 암호를 입력합니다.
도메인: Exchange Server가 상주하는 도메인을 입력합니다. 이 필드에서 $user.domainname 시스템 매크로를 사용하여 사용
자 도메인 이름을 자동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전자 메일 주소: 전체 전자 메일 주소를 지정합니다. 이 필드에서 $user.mail 시스템 매크로를 사용하여 사용자 전자 메일 계정
을 자동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SSL 사용: 사용자의 장치와 Exchange Server 간의 연결을 보호할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기본값은 켜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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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설정을 구성합니다.
서버 이름 또는 IP 주소: Exchange Server의 호스트 이름 또는 IP 주소를 입력합니다.
도메인: Exchange Server가 상주하는 도메인을 입력합니다. 이 필드에서 $user.domainname 시스템 매크로를 사용하여 사용
자 도메인 이름을 자동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ID : Exchange 사용자 계정의 사용자 이름을 지정합니다. 이 필드에서 $user.username 시스템 매크로를 사용하여 사
용자 이름을 자동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암호: Exchange 사용자 계정에 대한 선택적 암호를 입력합니다.
전자 메일 주소: 전체 전자 메일 주소를 지정합니다. 이 필드에서 $user.mail 시스템 매크로를 사용하여 사용자 전자 메일 계정
을 자동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ID 자격 증명(키 저장소 또는 P KI): XenMobile에 대한 ID 공급자를 구성한 경우 목록에서 선택적인 ID 자격 증명을 클릭합니
다. 이 필드는 Exchange가 클라이언트 인증서 인증을 요구하는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기본값은 없음입니다.
앱 설정: 필요한 경우 이 정책에 대한 T ouchDown 앱 설정을 추가합니다.
정책: 필요한 경우 이 정책에 대한 T ouchDown 정책을 추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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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설정을 구성합니다.
서버 이름 또는 IP 주소: Exchange Server의 호스트 이름 또는 IP 주소를 입력합니다.
도메인: Exchange Server가 상주하는 도메인을 입력합니다. 이 필드에서 $user.domainname 시스템 매크로를 사용하여 사용
자 도메인 이름을 자동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ID : Exchange 사용자 계정의 사용자 이름을 지정합니다. 이 필드에서 $user.username 시스템 매크로를 사용하여 사
용자 이름을 자동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암호: Exchange 사용자 계정에 대한 선택적 암호를 입력합니다.
전자 메일 주소: 전체 전자 메일 주소를 지정합니다. 이 필드에서 $user.mail 시스템 매크로를 사용하여 사용자 전자 메일 계정
을 자동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ID 자격 증명(키 저장소 또는 P KI): XenMobile에 대한 ID 공급자를 구성한 경우 목록에서 선택적인 ID 자격 증명을 클릭합니
다. 이 필드는 Exchange가 클라이언트 인증서 인증을 요구하는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기본값은 없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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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설정을 구성합니다.
서버 이름 또는 IP 주소: Exchange Server의 호스트 이름 또는 IP 주소를 입력합니다.
도메인: Exchange Server가 상주하는 도메인을 입력합니다. 이 필드에서 $user.domainname 시스템 매크로를 사용하여 사용
자 도메인 이름을 자동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ID : Exchange 사용자 계정의 사용자 이름을 지정합니다. 이 필드에서 $user.username 시스템 매크로를 사용하여 사
용자 이름을 자동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암호: Exchange 사용자 계정에 대한 선택적 암호를 입력합니다.
전자 메일 주소: 전체 전자 메일 주소를 지정합니다. 이 필드에서 $user.mail 시스템 매크로를 사용하여 사용자 전자 메일 계정
을 자동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ID 자격 증명(키 저장소 또는 P KI): XenMobile에 대한 ID 공급자를 구성한 경우 목록에서 선택적인 ID 자격 증명을 클릭합니
다. 이 필드는 Exchange가 클라이언트 인증서 인증을 요구하는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SSL 연결 사용: 사용자 장치와 Exchange Server 간의 연결을 보호할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기본값은 켜짐입니다.
연락처 동기화: 장치와 Exchange Server 간에 사용자 연락처 동기화를 사용할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기본값은 켜짐입니다.
캘린더 동기화: 장치와 Exchange Server 간에 사용자 캘린더 동기화를 사용할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기본값은 켜짐입니다.
기본 계정: 사용자 Exchange 계정을 장치에서 전자 메일을 보내기 위한 기본값으로 만들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기본값은 켜
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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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설정을 구성합니다.
참고: 이 정책에서는 사용자 암호를 설정하도록 허용하지 않습니다. 사용자는 정책이 푸시된 후 장치에서 해당 매개 변수를 설정
해야 합니다.
계정 이름 또는 표시 이름: Exchange ActiveSync 계정 이름을 입력합니다.
서버 이름 또는 IP 주소: Exchange Server의 호스트 이름 또는 IP 주소를 입력합니다.
도메인: Exchange Server가 상주하는 도메인을 입력합니다. 이 필드에서 $user.domainname 시스템 매크로를 사용하여 사용
자 도메인 이름을 자동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ID 또는 사용자 이름: Exchange 사용자 계정의 사용자 이름을 지정합니다. 이 필드에서 $user.username 시스템 매크
로를 사용하여 사용자 이름을 자동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전자 메일 주소: 전체 전자 메일 주소를 지정합니다. 이 필드에서 $user.mail 시스템 매크로를 사용하여 사용자 전자 메일 계정
을 자동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SSL 연결 사용: 사용자 장치와 Exchange Server 간의 연결을 보호할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기본값은 꺼짐입니다.
동기화할 과거 일 수: 목록에서 장치의 모든 콘텐츠를 Exchange Server와 동기화 할 과거 일 수를 클릭합니다. 기본값은 모든
콘텐츠입니다.
빈도: 목록에서 Exchange Server에서 장치로 보낸 데이터를 동기화할 때 사용할 일정을 클릭합니다. 기본값은 항목이 도착할
때입니다.
로깅 수준: 목록에서 사용 안 함, 기본 또는 고급을 클릭하여 Exchange 활동을 로깅할 때 사용할 세부 정보 수준을 지정합니
다. 기본값은 사용 안 함입니다.
7.배포 규칙을 구성하고 배달 그룹을 선택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장치 정책 추가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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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장치 정책
Feb 21, 20 18

사용자에 대한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스크립트 파일을 XenMobile에 추가하거나, Android 장치 사용자가 장치에서 액세스할 수
있는 문서 파일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파일을 추가하는 경우 장치에서 파일이 저장될 디렉터리를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Android 사용자가 회사 문서 또는 .pdf 파일을 받기를 원할 경우 해당 장치에 파일을 배포하고 파일 위치를 사용자에게 알
릴 수 있습니다.
이 정책에는 다음과 같은 파일 형식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 기반 파일(.xml, .html, .py 등)
문서, 그림, 스프레드시트 또는 프레젠테이션 등의 기타 파일
Windows Mobile 및 Windows CE에만 해당: MortScript를 사용하여 만든 스크립트 파일
1. XenMobile 콘솔에서 구성 > 장치 정책을 클릭합니다. 장치 정책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2. 추가를 클릭합니다. 새 정책 추가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3. 자세히를 확장한 후 앱 아래에서 파일을 클릭합니다. 파일 정책 정보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4. 정책 정보 창에서 다음 정보를 입력합니다.
정책 이름: 정책을 설명하는 이름을 입력합니다.
설명: 필요한 경우 정책의 설명을 입력합니다.
5. 다음을 클릭합니다. 정책 플랫폼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6. 플랫폼 아래에서 추가할 플랫폼을 선택합니다. 하나의 플랫폼에 대해서만 구성하는 경우 다른 플랫폼의 선택을 취소합니다.
플랫폼에 대한 설정을 모두 구성했으면 7단계에서 해당 플랫폼의 배포 규칙을 설정하는 방법을 확인하십시오.

다음 설정을 구성합니다.
가져올 파일: 찾아보기를 클릭하고 파일의 위치로 이동하여 가져올 파일을 선택합니다.
파일 형식: 파일 또는 스크립트를 선택합니다. 스크립트를 선택하는 경우 즉시 실행이 표시됩니다. 파일을 업로드하는 즉시
스크립트를 실행할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기본값은 꺼짐입니다.
매크로 식 바꾸기: 스크립트의 매크로 토큰 이름을 장치 또는 사용자 속성으로 바꿀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기본값은 꺼짐입니
다.
대상 폴더: 목록에서 업로드된 파일을 저장할 위치를 선택하거나 새로 추가를 클릭하여 나열되지 않은 파일 위치를 선택합니
다. 또는 %XenMobile Folder%\ 또는 %Flash Storage%\ 매크로를 경로 식별자의 시작 부분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상 파일 이름: 필요에 따라 장치에 배포하기 전에 이름을 변경해야 할 경우 파일에 다른 이름을 입력합니다.
파일이 다른 경우에만 복사: 목록에서 기존 파일과 다른 경우 파일을 복사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기본값은 다른 경우
에 파일을 복사하는 것입니다.

다음 설정을 구성합니다.
가져올 파일: 찾아보기를 클릭하고 파일의 위치로 이동하여 가져올 파일을 선택합니다.
파일 형식: 파일 또는 스크립트를 선택합니다. 스크립트를 선택하는 경우 즉시 실행이 표시됩니다. 파일을 업로드하는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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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립트를 실행할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기본값은 꺼짐입니다.
매크로 식 바꾸기: 스크립트의 매크로 토큰 이름을 장치 또는 사용자 속성으로 바꿀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기본값은 꺼짐입니
다.
대상 폴더: 목록에서 업로드된 파일을 저장할 위치를 선택하거나 새로 추가를 클릭하여 나열되지 않은 파일 위치를 선택합니
다. 또한 경로 식별자의 시작 부분으로 다음 매크로 중 하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Flash Storage%\
%XenMobile Folder%\
%Program Files%\
%My Documents%\
%Windows%\
대상 파일 이름: 필요에 따라 장치에 배포하기 전에 이름을 변경해야 할 경우 파일에 다른 이름을 입력합니다.
파일이 다른 경우에만 복사: 목록에서 기존 파일과 다른 경우 파일을 복사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기본값은 다른 경우
에 파일을 복사하는 것입니다.
읽기 전용 파일: 파일이 읽기 전용인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기본값은 꺼짐입니다.
숨겨진 파일: 파일 목록에 파일을 표시하지 않을지 여부를 선택 합니다. 기본값은 꺼짐입니다.
7.배포 규칙을 구성하고 배달 그룹을 선택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장치 정책 추가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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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Vault 장치 정책
Feb 21, 20 18

macOS FileVault 디스크 암호화 기능은 시스템 볼륨 콘텐츠를 암호화하여 시스템 볼륨을 보호합니다. macOS 장치에서
FileVault를 사용하도록 설정하면 장치를 시작할 때마다 사용자가 계정 암호를 사용하여 로그인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암호를
잊은 경우 복구 키를 사용하여 디스크 잠금을 해제하고 암호를 재설정할 수 있습니다.
XenMobile 장치 정책인 FileVault는 FileVault 사용자 설치 화면을 사용하도록 설정하고 복구 키 같은 설정을 구성합니다.
FileVault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pple 지원 문서 https://support.apple.com/ko-kr/HT 204837을 참조하십시오.
FileVault 정책을 추가하려면 구성 > 장치 정책으로 이동합니다.

로그아웃 도중 F ileVault 설정에 대해 묻기: 켜짐인 경우 F ileVault 설정을 건너뛸 최대 횟수 옵션에 지정된 대로 다음 N번
째 로그아웃 시 FileVault를 사용할지 여부를 묻는 메시지를 표시합니다. 꺼짐인 경우 FileVault 암호 확인 메시지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이 설정을 켜고 FileVault 정책을 배포하면 사용자가 장치에서 로그아웃할 때 다음 화면이 나타납니다. 이 화면에는 사용자
가 로그오프 전에 FileVault를 사용하도록 설정할 수 있는 옵션이 표시됩니다.

F ileVault 설정을 건너뛸 최대 횟수 값이 0이 아닌 경우: 이 설정을 끄고 FileVault 정책을 배포하면 사용자가 로그온할 때
다음 화면이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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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ileVault 설정을 건너뛸 최대 횟수 값이 0이거나 사용자가 최대 횟수로 설정을 건너뛴 경우 다음 화면이 나타납니다.

메모
정책 구성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는 장치 정책 추가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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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꼴 장치 정책
Feb 21, 20 18

사용자의 iOS 및 macOS 장치에 글꼴을 더 추가하는 장치 정책을 XenMobile에서 추가할 수 있습니다. 글꼴은 트루타입(.ttf) 또
는 오픈타입(.oft) 형식이어야 합니다. 글꼴 모음(.ttc 또는 .otc)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참고: iOS의 경우, 이 정책은 iOS 7.0 이상의 버전에만 적용됩니다.
1. XenMobile 콘솔에서 구성 > 장치 정책을 클릭합니다. 장치 정책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2. 추가를 클릭합니다. 새 정책 추가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3. 자세히를 확장한 후 최종 사용자 아래에서 글꼴을 클릭합니다. 글꼴 정책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4. 정책 정보 창에서 다음 정보를 입력합니다.
정책 이름: 정책을 설명하는 이름을 입력합니다.
설명: 필요한 경우 정책의 설명을 입력합니다.
5. 다음을 클릭합니다. 플랫폼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6. 플랫폼 아래에서 추가할 플랫폼을 선택합니다. 하나의 플랫폼에 대해서만 구성하는 경우 다른 플랫폼의 선택을 취소합니다.
플랫폼에 대한 설정을 모두 구성했으면 7단계에서 해당 플랫폼의 배포 규칙을 설정하는 방법을 확인하십시오.

다음 설정을 구성합니다.
사용자에게 표시되는 이름: 글꼴 목록에서 사용자에게 표시되는 이름을 입력합니다.
글꼴 파일: 찾아보기를 클릭하고 파일의 위치로 이동하여 사용자 장치에 추가할 글꼴 파일을 선택합니다.
정책 설정
정책 제거 옆에서 날짜 선택 또는 제거할 때까지의 기간(시간)을 클릭합니다.
날짜 선택을 클릭하는 경우 달력을 클릭하여 제거할 날짜를 선택합니다.
사용자가 정책을 제거하도록 허용 목록에서 항상, 암호 필요 또는 안 함을 클릭합니다.
암호 필요를 클릭하는 경우 제거 암호 옆에 필요한 암호를 입력합니다.

다음 설정을 구성합니다.
사용자에게 표시되는 이름: 글꼴 목록에서 사용자에게 표시되는 이름을 입력합니다.
글꼴 파일: 찾아보기를 클릭하고 파일의 위치로 이동하여 사용자 장치에 추가할 글꼴 파일을 선택합니다.
정책 설정
정책 제거 옆에서 날짜 선택 또는 제거할 때까지의 기간(시간)을 클릭합니다.
날짜 선택을 클릭하는 경우 달력을 클릭하여 제거할 날짜를 선택합니다.
사용자가 정책을 제거하도록 허용 목록에서 항상, 암호 필요 또는 안 함을 클릭합니다.
암호 필요를 클릭하는 경우 제거 암호 옆에 필요한 암호를 입력합니다.
프로필 범위 옆에서 사용자 또는 시스템을 클릭합니다. 기본값은 사용자입니다. 이 옵션은 macOS 10.7 이상에서만 사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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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배포 규칙을 구성하고 배달 그룹을 선택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장치 정책 추가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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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화면 레이아웃 장치 정책
Feb 21, 20 18

iOS 홈 화면의 앱 및 폴더 레이아웃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홈 화면 레이아웃 장치 정책은 iOS 9.3 이상의 감독되는 장치에 적용
됩니다.

메모
한 장치에 여러 개의 홈 화면 레이아웃 정책을 배포하면 장치에서 iOS 오류가 발생합니다. 이 제한은 이 XenMobile 정책 또는 Apple
Conﬁgurator를 통해 홈 화면을 정의할 때 적용됩니다.

1. XenMobile 콘솔에서 구성 > 장치 정책을 클릭합니다. 장치 정책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2. 추가를 클릭합니다. 새 정책 추가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3. 홈 화면 레이아웃을 입력하고 검색 결과에서 해당 이름을 클릭합니다. 홈 화면 레이아웃 정책 정보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4. 정책 정보 창에서 다음 정보를 입력합니다.
정책 이름: 정책을 설명하는 이름을 입력합니다.
설명: 필요한 경우 정책의 설명을 입력합니다.
5. 다음을 클릭합니다. iOS 창이 나타납니다.

6. 다음 설정을 구성합니다.
구성할 각 화면 영역(예: Dock 또는 1페이지)에 대해 추가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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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응용 프로그램 또는 폴더를 선택합니다.

표시 이름: 홈 화면에 표시되는 앱 또는 폴더의 이름입니다.
값: 앱의 경우 번들 식별자입니다. 폴더의 경우 쉼표로 구분된 번들 식별자 목록입니다.
정책 설정
정책 제거: 날짜 선택을 선택하고 달력에서 날짜를 선택하거나 제거할 때까지의 기간을 선택하고 일 수를 지정합니다.
사용자가 정책을 제거하도록 허용: 사용자가 홈 화면 정의를 제거할 수 있는 시기를 항상, 암호 필요(암호를 제공한 경우만 해
당) 또는 안 함으로 지정합니다.
7.배포 규칙을 구성하고 배달 그룹을 선택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장치 정책 추가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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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S 및 macOS 프로필 장치 정책 가져오기
Feb 21, 20 18

XenMobile로 iOS와 macOS 장치를 위한 장치 구성 XML 파일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 파일에는 Apple Conﬁgurator로 작성한
장치 보안 정책 및 제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문서의 뒷부분에 설명된 대로 Apple Conﬁgurator를 사용하여 iOS 장치를 감독 모드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Apple
Conﬁgurator를 사용하여 구성 파일을 만드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pple Conﬁgurator 도움말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1. XenMobile 콘솔에서 구성 > 장치 정책을 클릭합니다.
2. 추가를 클릭합니다. 새 정책 추가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3. 자세히를 확장한 다음 사용자 지정 아래에서 iOS 및 macOS 프로필 가져오기를 클릭합니다. iOS 및 macOS 프로필 가져오
기 정책 정보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4. 정책 정보 창에서 다음 정보를 입력합니다.
정책 이름: 정책을 설명하는 이름을 입력합니다.
설명: 정책에 대한 선택적 설명을 입력합니다.
5. 다음을 클릭합니다. 정책 플랫폼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6. 플랫폼 아래에서 추가할 플랫폼을 선택합니다. 하나의 플랫폼에 대해서만 구성하는 경우 다른 플랫폼의 선택을 취소합니다.
플랫폼에 대한 설정을 모두 구성했으면 8단계에서 해당 플랫폼의 배포 규칙을 설정하는 방법을 확인하십시오.
7. 선택한 각 플랫폼에 대해 이 설정을 구성합니다.
iOS 구성 프로필 또는 macOS 구성 프로필: 찾아보기를 클릭하고 해당 파일 위치로 이동하여 가져올 구성 파일을 선택합니
다.
7.배포 규칙을 구성하고 배달 그룹을 선택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장치 정책 추가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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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e Conﬁgurator를 사용하려면 macOS 10.7.2 이상을 실행하는 Apple 컴퓨터가 필요합니다.

Important
감독 모드로 장치를 설정하면 선택한 버전의 iOS가 장치에 설치되어 이전에 저장된 사용자 데이터 또는 앱이 장치에서 완전히 초기화됩
니다.

1. iTunes에서 Apple Conﬁgurator를 설치합니다.
2. Apple 컴퓨터에 iOS 장치를 연결합니다.
3. Apple Conﬁgurator를 시작합니다. 감독을 위해 준비할 장치가 있다고 표시됩니다.
4. 감독할 장치를 준비하려면:
a. 감독 컨트롤을 켜짐으로 전환합니다. 정기적으로 구성을 다시 적용하여 장치에 대한 제어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는 경우 이
설정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c. 필요에 따라 장치에 이름을 지정합니다.
c. iOS에서 최신을 클릭하여 설치할 최신 버전의 iOS를 검색합니다.
5. 장치를 감독하도록 준비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 준비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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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sung SAFE를 위한 키오스크 장치 정책
Feb 21, 20 18

XenMobile에서 키오스크 정책을 만들어 Samsung SAFE 장치에서 하나 이상의 특정 앱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정책은 특정 유형 또는 클래스의 앱만 실행하도록 마련된 회사 장치에 유용합니다. 또한 이 정책을 사용하면 장치가 키오스
크 모드 상태일 때 장치 홈 화면 및 잠금 화면 배경에 대한 사용자 지정 이미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Samsung SAF E 장치를 키오스크 모드로 만들려면
1. Samsung MDM 라이센스 키 장치 정책에 설명된 대로 모바일 장치에서 Samsung SAFE API 키를 사용하도록 설정합니다. 이
단계를 통해 Samsung SAFE 장치에서 정책을 사용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2. 연결 예약 장치 정책에 설명된 대로 Android 장치에 대해 연결 예약 정책을 사용하도록 설정합니다. 이 단계를 통해 Android
장치가 다시 XenMobile에 연결될 수 있습니다.
3. 다음 섹션에 설명된 대로 키오스크 장치 정책을 추가합니다.
4. 이 세 가지 장치 정책을 적절한 배달 그룹에 할당합니다. 배달 그룹에 앱 인벤토리와 같은 다른 정책을 포함할지 여부를 고려
합니다.
키오스크 모드에서 장치를 제거하려면 키오스크 모드가 사용 안 함으로 설정된 키오스크 장치 정책을 만듭니다. 배달 그룹을 업
데이트하여 키오스크 모드를 사용하도록 설정한 키오스크 정책을 제거하고 키오스크 모드를 사용하지 않도록 설정한 키오스크
정책을 추가합니다.
키오스크 장치 정책을 추가하려면
참고:
키오스크 모드에서 지정하는 모든 앱은 사용자의 장치에 이미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일부 옵션은 Samsung MDM(모바일 기기 관리) API 4.0 이상에만 적용됩니다.
1. XenMobile 콘솔에서 구성 > 장치 정책을 클릭합니다. 장치 정책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2. 추가를 클릭합니다. 새 정책 추가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3. 자세히를 확장한 후 보안 아래에서 키오스크를 클릭합니다. 키오스크 정책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4. 정책 정보 창에서 다음 정보를 입력합니다.
정책 이름: 정책을 설명하는 이름을 입력합니다.
설명: 정책에 대한 선택적 설명을 입력합니다.
5. 다음을 클릭합니다. Samsung SAF E 플랫폼 정보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6. 다음 설정을 구성합니다.
키오스크 모드: 사용 또는 사용 안 함을 클릭합니다. 기본값은 사용입니다. 사용 안 함을 클릭하면 다음 옵션이 모두 사라집니
다.
Launcher 패키지: 사용자가 하나 이상의 키오스크 앱을 열 수 있는 사내 Launcher를 개발하지 않는 경우 이 필드를 비워 두
는 것이 좋습니다. 사내 Launcher를 사용하는 경우 Launcher 응용 프로그램 패키지의 전체 이름을 입력합니다.
긴급 전화 번호: 선택적인 전화 번호를 입력합니다. 분실한 장치를 찾기 위해 누구나 이 번호를 사용하여 회사에 연락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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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니다. MDM 4.0 이상에만 적용됩니다.
탐색 모음 허용: 키오스크 모드인 동안 사용자가 탐색 막대를 보고 사용하도록 허용할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MDM 4.0 이상
에만 적용됩니다. 기본값은 켜짐입니다.
다중 창 모드 허용: 키오스크 모드인 동안 사용자가 다중 창을 사용하도록 허용할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MDM 4.0 이상에만
적용됩니다. 기본값은 켜짐입니다.
상태 표시줄 허용: 키오스크 모드인 동안 사용자가 상태 표시줄을 표시하도록 허용할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MDM 4.0 이상에
만 적용됩니다. 기본값은 켜짐입니다.
시스템 표시줄 허용: 키오스크 모드인 동안 사용자가 시스템 표시줄을 표시하도록 허용할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기본값은 켜
짐입니다.
작업 관리자 허용: 키오스크 모드인 동안 사용자가 작업 관리자를 보고 사용하도록 허용할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기본값은 켜
짐입니다.
공통 SAF E 암호 변경: 이 설정을 사용하면 공통 SAFE 암호 필드의 부주의한 변경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 설정을 꺼짐으로
설정하면 공통 SAFE 암호 필드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기본값은 꺼짐입니다.
공통 SAF E 암호: 모든 Samsung SAFE 장치에 대해 일반 암호 정책을 설정한 경우 이 필드에 해당 암호를 입력합니다.
배경 화면
홈 배경 화면 정의: 키오스크 모드인 동안 홈 화면용 사용자 지정 이미지를 사용할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기본값은 꺼짐입
니다.
홈 이미지: 홈 배경 화면 정의를 사용하도록 설정한 경우 찾아보기를 클릭하고 파일의 위치로 이동하여 이미지 파일을
선택합니다.
잠금 배경 화면 정의: 키오스크 모드인 동안 잠금 화면용 사용자 지정 이미지를 사용할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기본값은 꺼
짐입니다. MDM 4.0 이상에만 적용됩니다.
잠금 이미지: 잠금 배경 화면 정의를 사용하도록 설정한 경우 찾아보기를 클릭하고 파일의 위치로 이동하여 이미지 파
일을 선택합니다.
앱: 키오스크 모드에 추가하려는 각 앱에 대해 추가를 클릭하고 다음을 수행합니다.
추가할 새 앱: 추가할 앱의 전체 이름을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Android 일정 앱을 사용할 수 있게 하려면
com.android.calendar를 입력합니다.
저장을 클릭하여 앱을 추가하거나 취소를 클릭하여 앱 추가를 취소합니다.
참고: 기존 앱을 삭제하려면 목록이 포함된 줄 위로 마우스 포인터를 이동하고 오른쪽의 휴지통 아이콘을 클릭합니
다. 확인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삭제를 클릭하여 목록을 삭제하거나 취소를 클릭하여 목록을 유지합니다.
기존 앱을 편집하려면 목록이 포함된 줄 위로 마우스 포인터를 이동하고 오른쪽의 펜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목록을
업데이트한 후 저장을 클릭합니다. 또는 취소를 클릭하여 목록을 변경하지 않은 상태로 둡니다.
7.배포 규칙을 구성하고 배달 그룹을 선택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장치 정책 추가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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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oid에 대한 Launcher 구성 장치 정책
Feb 21, 20 18

Citrix Launcher를 사용하면 XenMobile에 의해 배포되는 Android 장치의 사용자 환경을 사용자 지정할 수 있습니다. Launcher
구성 정책을 추가하여 이러한 Citrix Launcher 기능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지정된 앱에만 액세스할 수 있도록 Android 장치를 관리합니다.
필요에 따라 Citrix Launcher 아이콘의 사용자 지정 로고 이미지와 Citrix Launcher의 사용자 지정 배경 이미지를 지정합니다.
사용자가 Launcher를 종료할 때 입력해야 하는 암호를 지정합니다.
Citrix Launcher를 사용하면 이러한 장치 수준 제한을 적용하는 동시에 사용자가 WiFi 설정, Bluetooth 설정 및 장치 암호 설정과
같은 장치 설정에 기본적으로 액세스하여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Citrix Launcher는 장치 플랫폼이 이미 제공하는 보안에
추가적인 보안 계층을 더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Citrix Launcher를 배포하면 XenMobile이 Launcher를 설치하고 기본 Android Launcher를 대체합니다.
1. XenMobile 콘솔에서 구성 > 장치 정책을 클릭합니다. 장치 정책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2. 추가를 클릭합니다. 새 정책 추가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3. Launcher를 입력한 후 목록에서 Launcher 구성을 선택합니다. Launcher 구성 정책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4. 정책 정보 창에서 다음 정보를 입력합니다.
정책 이름: 정책을 설명하는 이름을 입력합니다.
설명: 필요한 경우 정책의 설명을 입력합니다.
5. 다음을 클릭합니다. Android 플랫폼 정보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6. 다음 설정을 구성합니다.
로고 이미지 정의: Citrix Launcher 아이콘에 대한 사용자 지정 로고 이미지를 사용할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기본값은 꺼짐입
니다.
로고 이미지: 로고 이미지 정의를 사용하는 경우 찾아보기를 클릭하고 파일의 위치로 이동하여 이미지 파일을 선택합니다.
지원되는 파일 형식은 PNG, JPG, JPEG 및 GIF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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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이미지 정의: Citrix Launcher 배경에 대한 사용자 지정 이미지를 사용할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기본값은 꺼짐입니다.
배경 이미지: 배경 이미지 정의를 사용하는 경우 찾아보기를 클릭하고 파일의 위치로 이동하여 이미지 파일을 선택합니다.
지원되는 파일 형식은 PNG, JPG, JPEG 및 GIF입니다.
허용되는 앱: Citrix Launcher에서 허용하려는 각 앱에 대해 추가를 클릭하고 다음을 수행합니다.
추가할 새 앱: 추가할 앱의 전체 이름을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Android 일정 앱의 경우 com.android.calendar를 입력합니
다.
저장을 클릭하여 앱을 추가하거나 취소를 클릭하여 앱 추가를 취소합니다.
참고: 기존 앱을 삭제하려면 목록이 포함된 줄 위로 마우스 포인터를 이동하고 오른쪽의 휴지통 아이콘을 클릭합니
다. 확인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삭제를 클릭하여 목록을 삭제하거나 취소를 클릭하여 목록을 유지합니다.
기존 앱을 편집하려면 목록이 포함된 줄 위로 마우스 포인터를 이동하고 오른쪽의 펜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목록을
변경한 후 저장을 클릭하여 변경된 목록을 저장하거나 취소를 클릭하여 목록을 변경되지 않은 상태로 유지합니다.
암호: Citrix Launcher를 종료할 때 사용자가 입력해야 하는 암호입니다.
7.배포 규칙을 구성하고 배달 그룹을 선택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장치 정책 추가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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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AP 장치 정책
Feb 21, 20 18

XenMobile에서 iOS 장치에 대한 LDAP 정책을 만들어 사용할 LDAP 서버에 대한 정보(예: 필요한 계정 정보 등)를 제공할 수 있
습니다. 또한 LDAP 서버를 쿼리할 때 사용할 LDAP 검색 정책 집합을 제공합니다.
이 정책을 구성하려면 LDAP 호스트 이름이 필요합니다.
iOS 설정
macOS 설정
1. XenMobile 콘솔에서 구성 > 장치 정책을 클릭합니다. 장치 정책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2. 추가를 클릭하여 정책을 추가합니다. 새 정책 추가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3. 더 보기를 확장하고 최종 사용자 아래에서 LDAP 를 클릭합니다. LDAP 정책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4. 정책 정보 창에서 다음 정보를 입력합니다.
정책 이름: 정책을 설명하는 이름을 입력합니다.
설명: 필요한 경우 정책의 설명을 입력합니다.
5. 다음을 클릭합니다. 정책 플랫폼 정보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6. 플랫폼 아래에서 추가할 플랫폼을 선택합니다. 하나의 플랫폼에 대해서만 구성하는 경우 다른 플랫폼의 선택을 취소합니다.
플랫폼에 대한 설정을 모두 구성했으면 7단계에서 배포 규칙을 설정하는 방법을 확인하십시오.

다음 설정을 구성합니다.
계정 설명: 선택적 계정 설명을 입력합니다.
계정 사용자 이름: 선택적 사용자 이름을 입력합니다.
계정 암호: 선택적 암호를 입력합니다. 이 필드는 암호화된 프로필에만 사용합니다.
LDAP 호스트 이름: LDAP 서버 호스트 이름을 입력합니다. 이것은 필수 필드입니다.
SSL 사용: LDAP 서버에 대한 Secure Socket Layer 연결을 사용할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기본값은 켜짐입니다.
검색 설정: LDAP 서버에 쿼리할 때 사용할 검색 설정을 추가합니다. 원하는 수의 검색 설정을 추가할 수 있지만 계정을 유용
하게 사용하려면 적어도 하나 이상의 검색 설정을 추가해야 합니다. 추가를 클릭하고 다음을 수행합니다.
설명: 검색 설정의 설명을 입력합니다. 이것은 필수 필드입니다.
범위: 기준, 한 수준 또는 하위 트리를 선택하여 검색할 LDAP 트리의 깊이를 정의합니다. 기본값은 기준입니다.
기준은 검색 기준이 가리키는 노드를 검색합니다.
한 수준은 기준 노드와 한 수준 아래 노드를 검색합니다.
하위 트리는 기준 노드와 모든 하위 노드를 깊이에 관계없이 검색합니다.
검색 기준: 검색을 시작할 노드에 대한 경로를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ou=people 또는 0=example corp을 입력합니다. 이
것은 필수 필드입니다.
저장을 클릭하여 검색 설정을 추가하거나 취소를 클릭하여 검색 설정 추가를 취소합니다.
추가할 각 검색 설정에 대해 이 단계를 반복합니다.
참고: 검색 설정을 삭제하려면 목록이 포함된 줄 위로 마우스 포인터를 이동하고 오른쪽의 휴지통 아이콘을 클릭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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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확인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삭제를 클릭하여 목록을 삭제하거나 취소를 클릭하여 목록을 유지합니다.
검색 설정을 편집하려면 목록이 포함된 줄 위로 마우스 포인터를 이동하고 오른쪽의 펜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목록
을 업데이트한 후 저장을 클릭합니다. 또는 취소를 클릭하여 목록을 변경하지 않은 상태로 둡니다.
정책 설정의 정책 제거 옆에서 날짜 선택 또는 제거할 때까지의 기간(시간)을 클릭합니다.
날짜 선택을 클릭하는 경우 달력을 클릭하여 제거할 날짜를 선택합니다.
사용자가 정책을 제거하도록 허용 목록에서 항상, 암호 필요 또는 안 함을 클릭합니다.
암호 필요를 클릭하는 경우 제거 암호 옆에 필요한 암호를 입력합니다.

다음 설정을 구성합니다.
계정 설명: 선택적 계정 설명을 입력합니다.
계정 사용자 이름: 선택적 사용자 이름을 입력합니다.
계정 암호: 선택적 암호를 입력합니다. 이 필드는 암호화된 프로필에만 사용합니다.
LDAP 호스트 이름: LDAP 서버 호스트 이름을 입력합니다. 이것은 필수 필드입니다.
SSL 사용: LDAP 서버에 대한 Secure Socket Layer 연결을 사용할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기본값은 켜짐입니다.
검색 설정: LDAP 서버에 쿼리할 때 사용할 검색 설정을 추가합니다. 원하는 수의 검색 설정을 추가할 수 있지만 계정을 유용
하게 사용하려면 적어도 하나 이상의 검색 설정을 추가해야 합니다. 추가를 클릭하고 다음을 수행합니다.
설명: 검색 설정의 설명을 입력합니다. 이것은 필수 필드입니다.
범위: 기준, 한 수준 또는 하위 트리를 선택하여 검색할 LDAP 트리의 깊이를 정의합니다. 기본값은 기준입니다.
기준은 검색 기준이 가리키는 노드를 검색합니다.
한 수준은 기준 노드와 한 수준 아래 노드를 검색합니다.
하위 트리는 기준 노드와 모든 하위 노드를 깊이에 관계없이 검색합니다.
검색 기준: 검색을 시작할 노드에 대한 경로를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ou=people 또는 0=example corp을 입력합니다. 이
것은 필수 필드입니다.
저장을 클릭하여 검색 설정을 추가하거나 취소를 클릭하여 검색 설정 추가를 취소합니다.
추가할 각 검색 설정에 대해 이 단계를 반복합니다.
참고: 기존 검색 설정을 삭제하려면 목록이 포함된 줄 위로 마우스 포인터를 이동하고 오른쪽의 휴지통 아이콘을 클
릭합니다. 확인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삭제를 클릭하여 목록을 삭제하거나 취소를 클릭하여 목록을 유지합니다.
기존 검색 설정을 편집하려면 목록이 포함된 줄 위로 마우스 포인터를 이동하고 오른쪽의 펜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목록을 업데이트한 후 저장을 클릭하여 변경된 목록을 저장하거나 취소를 클릭하여 목록을 변경되지 않은 상태로 유
지합니다.
정책 설정의 정책 제거 옆에서 날짜 선택 또는 제거할 때까지의 기간(시간)을 클릭합니다.
날짜 선택을 클릭하는 경우 달력을 클릭하여 제거할 날짜를 선택합니다.
사용자가 정책을 제거하도록 허용 목록에서 항상, 암호 필요 또는 안 함을 클릭합니다.
암호 필요를 클릭하는 경우 제거 암호 옆에 필요한 암호를 입력합니다.
프로필 범위에서 사용자 또는 시스템을 클릭합니다. 기본값은 사용자입니다. 이 옵션은 macOS 10.7 이상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7.배포 규칙을 구성하고 배달 그룹을 선택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장치 정책 추가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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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장치 정책
Feb 21, 20 18

XenMobile에서 위치 장치 정책을 만들어 지리적 경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정의된 경계(지오펜스라고도 함)를 위반
하면 XenMobile이 특정 동작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정의된 경계를 위반할 경우 사용자에게 경고 메시지를
보내도록 정책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경계를 위반할 경우 즉시 또는 지연 후에 사용자의 회사 데이터를 초기화하는
정책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장치 추적 및 찾기 사용 여부와 같은 보안 조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장치에서 보안 동작 수행 섹션
을 참조하십시오.
iOS 및 Android용 위치 장치 정책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각 플랫폼마다 이 문서에서 설명되어 있는 서로 다른 값 집합이 필요합니
다.
1. XenMobile 콘솔에서 구성 > 장치 정책을 클릭합니다. 장치 정책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2. 추가를 클릭합니다. 새 정책 추가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3. 위치를 클릭합니다. 위치 정책 정보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4. 정책 정보 창에서 다음 정보를 입력합니다.
정책 이름: 정책을 설명하는 이름을 입력합니다.
설명: 정책에 대한 선택적 설명을 입력합니다.
5. 다음을 클릭합니다. 플랫폼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6. 플랫폼 아래에서 추가할 플랫폼을 선택합니다. 하나의 플랫폼에 대해서만 구성하는 경우 다른 플랫폼의 선택을 취소합니다.
플랫폼에 대한 설정을 모두 구성했으면 7단계에서 해당 플랫폼의 배포 규칙을 설정하는 방법을 확인하십시오.

다음 설정을 구성합니다.
위치 시간 제한: 숫자를 입력한 다음 목록에서 초 또는 분을 클릭하여 XenMobile이 장치의 위치를 수정하려고 시도하는 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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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설정합니다. 유효한 값은 60~900초 또는 1~15분입니다. 기본값은 1분입니다.
추적 기간: 숫자를 입력한 다음 목록에서 시 또는 분을 클릭하여 XenMobile이 장치를 추적하는 기간을 설정합니다. 유효한 값
은 1~6시간 또는 10~360분입니다. 기본값은 6시간입니다.
정확도: 숫자를 입력한 다음 목록에서 미터, 피트 또는 야드를 클릭하여 XenMobile이 장치를 추적하는 정확도를 설정합니다.
유효한 값은 10~5000야드(또는 미터) 또는 30~15000피트입니다. 기본값은 328피트입니다.
위치 서비스가 사용하지 않도록 설정될 경우 보고: GPS를 사용하지 않을 때 장치가 XenMobile에 보고서를 보낼지 여부를 선
택합니다. 기본값은 꺼짐입니다.
지오펜스

지오펜스를 사용하도록 설정한 경우 다음 설정을 구성합니다.
반경: 숫자를 입력한 다음 목록에서 반경을 측정하는 데 사용할 단위를 클릭합니다. 기본값은 16,400피트입니다. 유효한 반경
은 다음과 같습니다.
164~164000피트
50~50000미터
54~54680야드
1~31마일
중심점 위도: 위도(예 : 37.787454)를 입력하여 지오펜스 중심점의 위도를 정의합니다.
중심점 경도: 경도(예 : 122.402952)를 입력하여 지오펜스 중심점의 경도를 정의합니다.
경계 위반 시 사용자에게 경고 표시: 사용자가 정의된 경계를 위반할 경우 경고 메시지를 발행할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기본
값은 꺼짐입니다. 경고 메시지를 표시하는 데에는 XenMobile 연결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경계 위반 시 회사 데이터 초기화: 사용자의 장치가 경계를 위반한 경우 장치를 초기화할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기본값은 꺼
짐입니다. 이 옵션을 사용하도록 설정하면 로컬 초기화 시 지연 필드가 나타납니다.
숫자를 입력한 다음 목록에서 초 또는 분을 클릭하여 사용자의 장치에서 회사 데이터를 초기화하기 전에 대기 할 기간을
설정합니다. 이 기간은 XenMobile이 사용자의 장치를 선택적으로 초기화하기 전에 사용자가 허용된 위치로 돌아갈 수 있
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기본값은 0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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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링 간격: 숫자를 입력한 다음 목록에서 분, 시간 또는 일을 클릭하여 XenMobile이 장치의 위치를 수정하려고 시도하는 빈
도를 설정합니다. 유효한 값은 1~1440분, 1~24시간 또는 일 수입니다. 기본값은 10분입니다. 이 값을 10분 미만으로 설정하
면 장치의 배터리 수명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위치 서비스가 사용하지 않도록 설정될 경우 보고: GPS를 사용하지 않을 때 장치가 XenMobile에 보고서를 보낼지 여부를 선
택합니다. 기본값은 꺼짐입니다.
지오펜스

지오펜스를 사용하도록 설정한 경우 다음 설정을 구성합니다.
반경: 숫자를 입력한 다음 목록에서 반경을 측정하는 데 사용할 단위를 클릭합니다. 기본값은 16,400피트입니다. 유효한 반경
은 다음과 같습니다.
164~164000피트
1~50킬로미터
50~50000미터
54~54680야드
1~31마일
중심점 위도: 위도(예 : 37.787454)를 입력하여 지오펜스 중심점의 위도를 정의합니다.
중심점 경도: 경도(예 : 122.402952)를 입력하여 지오펜스 중심점의 경도를 정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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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 위반 시 사용자에게 경고 표시: 사용자가 정의된 경계를 위반할 경우 경고 메시지를 발행할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기본
값은 꺼짐입니다. 경고 메시지를 표시하는 데에는 XenMobile 연결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정책 새로 고침을 위해 장치가 XenMobile 에 연결: 사용자가 경계를 위반한 경우에 대해 다음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경계 위반 시 아무런 동작을 수행하지 않음: 아무 작업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기본값입니다.
경계 위반 시 회사 데이터 초기화: 지정된 시간이 지난 후 회사 데이터를 초기화합니다. 이 옵션을 사용하도록 설정하면 로
컬 초기화 시 지연 필드가 나타납니다.
숫자를 입력한 다음 목록에서 초 또는 분을 클릭하여 사용자의 장치에서 회사 데이터를 초기화하기 전에 대기 할 기간
을 설정합니다. 이 기간은 XenMobile이 사용자의 장치를 선택적으로 초기화하기 전에 사용자가 허용된 위치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기본값은 0초입니다.
잠금 시 지연: 지정된 시간이 지난 후 사용자의 장치를 잠급니다. 이 옵션을 사용하도록 설정하면 잠금 시 지연 필드가 나
타납니다.
숫자를 입력한 다음 목록에서 초 또는 분을 클릭하여 사용자의 장치를 잠그기 전에 대기 할 기간을 설정합니다. 이 기간
은 XenMobile이 사용자의 장치를 잠그기 전에 사용자가 허용된 위치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기본값은 0
초입니다.
7.배포 규칙을 구성하고 배달 그룹을 선택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장치 정책 추가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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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일 장치 정책
Feb 21, 20 18

XenMobile에서 메일 장치 정책을 추가하여 iOS 또는 macOS 장치에서 전자 메일 계정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1. XenMobile 콘솔에서 구성 > 장치 정책을 클릭합니다. 장치 정책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2. 추가를 클릭하여 정책을 추가합니다. 새 정책 추가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3. 자세히를 클릭한 다음 최종 사용자 아래에서 메일을 클릭합니다. 메일 정책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4. 정책 정보 창에서 다음 정보를 입력합니다.
정책 이름: 정책을 설명하는 이름을 입력합니다.
설명: 필요한 경우 정책의 설명을 입력합니다.
5. 다음을 클릭합니다. 메일 정책 플랫폼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6. 플랫폼 아래에서 추가할 플랫폼을 선택합니다. 하나의 플랫폼에 대해서만 구성하는 경우 다른 플랫폼의 선택을 취소합니다.

플랫폼에 대한 설정을 모두 구성했으면 8단계에서 해당 플랫폼 배포 규칙을 설정하는 방법을 확인하십시오.
7. 선택한 플랫폼에 대해 다음 설정을 구성합니다.
계정 설명: 메일 및 설정 앱에 나타나는 계정 설명을 입력합니다. 이것은 필수 필드입니다.
계정 유형: IMAP 또는 POP를 선택하여 사용자 계정에 사용할 프로토콜을 선택합니다. 기본값은 IMAP입니다. POP를 선택하
면 다음 경로 접두사 옵션이 사라집니다.
경로 접두사: INBOX 또는 IMAP 메일 계정 경로 접두사를 입력합니다. 이것은 필수 필드입니다.
사용자 표시 이름: 메시지 및 기타 용도로 사용할 전체 사용자 이름을 입력합니다. 이것은 필수 필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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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메일 주소: 계정의 전체 전자 메일 주소를 입력합니다. 이것은 필수 필드입니다.
들어오는 전자 메일 설정
전자 메일 서버 호스트 이름: 들어오는 메일 서버 호스트 이름 또는 IP 주소를 입력합니다. 이것은 필수 필드입니다.
전자 메일 서버 포트: 들어오는 메일 서버 포트 번호를 입력합니다. 기본값은 143입니다. 이것은 필수 필드입니다.
사용자 이름: 전자 메일 계정의 사용자 이름을 입력합니다. 이 이름은 일반적으로 전자 메일 주소에서 @ 문자까지의 부분
과 같습니다. 이것은 필수 필드입니다.
인증 유형: 사용할 인증 유형을 선택합니다. 기본값은 암호입니다. 없음을 선택하면 다음 암호 필드가 사라집니다.
암호: 들어오는 메일 서버에 대한 선택적 암호를 입력합니다.
SSL 사용: 들어오는 메일 서버가 SSL(Secure Socket Layer) 인증을 사용하는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기본값은 꺼짐입니다.
나가는 전자 메일 설정
전자 메일 서버 호스트 이름: 나가는 메일 서버 호스트 이름 또는 IP 주소를 입력합니다. 이것은 필수 필드입니다.
전자 메일 서버 포트: 나가는 메일 서버 포트 번호를 입력합니다. 포트가 없는 경우 포트 번호를 입력하지 않으면 지정된 프
로토콜의 기본 포트가 사용됩니다.
사용자 이름: 전자 메일 계정의 사용자 이름을 입력합니다. 이 이름은 일반적으로 전자 메일 주소에서 @ 문자까지의 부분
과 같습니다. 이것은 필수 필드입니다.
인증 유형: 사용할 인증 유형을 선택합니다. 기본값은 암호입니다.
암호: 나가는 메일 서버에 대한 선택적 암호를 입력합니다.
나가는 암호와 들어오는 암호가 같음: 들어오는 암호와 나가는 암호가 같은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기본값은 꺼짐으로, 암
호가 다르다는 의미입니다.
SSL 사용: 나가는 메일 서버가 SSL(Secure Socket Layer) 인증을 사용하는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기본값은 꺼짐입니다.
정책
참고: iOS 설정의 경우 이러한 옵션은 iOS 5.0 이상에만 적용됩니다. macOS의 경우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계정 간 전자 메일 이동 승인: 사용자가 이 계정에서 다른 계정으로 전자 메일을 이동하고 다른 계정에서 전자 메일을 전달
하고 회신할 수 있도록 허용할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기본값은 꺼짐입니다.
메일 앱에서만 전자 메일 보내기: 전자 메일을 보낼 사용자를 iOS 메일 앱으로 제한할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최근 메일 동기화 사용 안 함: 사용자가 최근 주소를 동기화하지 못하도록 할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기본값은 꺼짐입니다.
이 옵션은 iOS 6.0 이상에만 적용됩니다.
메일 삭제 허용: iOS 9.2 이상을 실행하는 장치에서 Apple Mail Drop의 사용을 허용할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기본값은 꺼
짐입니다.
S/MIME 사용: 이 계정이 S/MIME 인증 및 암호화를 지원하는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기본값은 꺼짐입니다. 켜짐으로 설정
하면 다음 두 필드가 나타납니다.
서명 ID 자격 증명: 사용할 서명 자격 증명을 선택합니다.
암호화 ID 자격 증명: 사용할 암호화 자격 증명을 선택합니다.
정책 설정
정책 제거 옆에서 날짜 선택 또는 제거할 때까지의 기간(시간)을 클릭합니다.
날짜 선택을 클릭하는 경우 달력을 클릭하여 제거할 날짜를 선택합니다.
사용자가 정책을 제거하도록 허용 목록에서 항상, 암호 필요 또는 안 함을 클릭합니다.
암호 필요를 클릭하는 경우 제거 암호 옆에 암호를 입력합니다.
프로필 범위 옆에서 사용자 또는 시스템을 선택합니다. 기본값은 사용자입니다. 이 옵션은 macOS 10.7 이상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8.배포 규칙을 구성하고 배달 그룹을 선택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장치 정책 추가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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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되는 도메인 장치 정책
Feb 21, 20 18

전자 메일 및 Safari 브라우저에 적용되는 관리되는 도메인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관리되는 도메인을 사용하면 Safari를 사용하
여 도메인에서 다운로드한 문서를 열 수 있는 앱을 제어함으로써 회사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iOS 8 이상의 감독되는 장치의 경우 URL 또는 하위 도메인을 지정하여 사용자가 브라우저에서 문서, 첨부 파일 및 다운로드를
열 수 있는 방법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iOS 9.3 이상의 감독되는 장치의 경우 사용자가 Safari에서 암호를 저장할 수 있는 URL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iOS 장치를 감독 모드로 설정하는 단계는 Apple Conﬁgurator를 사용하여 iOS 장치를 감독 모드로 설정하려면을 참조하십시오.
사용자가 관리되는 전자 메일 도메인 목록에 없는 도메인의 받는 사람에게 전자 메일을 보낼 경우 사용자 장치에서 회사 도메인
외부의 사람에게 메시지를 보낸다는 경고가 표시됩니다.
문서, 첨부 파일 또는 다운로드 등의 항목: 사용자가 관리되는 웹 도메인 목록에 있는 웹 도메인에서 Safari를 사용하여 항목을 열
면 관련 회사 앱에서 항목이 열립니다. 해당 항목이 관리되는 웹 도메인 목록의 웹 도메인에 없는 경우 사용자가 회사 앱으로 항
목을 열 수 없고 관리되지 않는 개인 앱을 사용해야 합니다.
감독되는 장치의 경우 Safari 암호 자동 채우기 도메인을 지정하지 않더라도 장치가 임시 다중 사용자로 구성된 경우 사용자가
암호를 저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임시 다중 사용자로 구성되지 않은 장치에서는 사용자가 모든 암호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1. XenMobile 콘솔에서 구성 > 장치 정책을 클릭합니다. 장치 정책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2. 추가를 클릭합니다. 새 정책 추가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3. 자세히를 확장한 후 보안 아래에서 관리되는 도메인을 클릭합니다. 관리되는 도메인 정책 정보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4. 정책 정보 창에서 다음 정보를 입력합니다.
정책 이름: 정책을 설명하는 이름을 입력합니다.
설명: 정책에 대한 선택적 설명을 입력합니다.
5. 다음을 클릭합니다. iOS 플랫폼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도메인을 지정하는 방법
6. 다음 설정을 구성합니다.
관리되는 도메인
표시되지 않은 전자 메일 도메인: 목록에 포함하려는 각 전자 메일 도메인에 대해 추가를 클릭한 후 다음을 수행합니다.
관리되는 전자 메일 도메인: 전자 메일 도메인을 입력합니다.
전자 메일 도메인을 저장하려면 저장을 클릭하고 저장하지 않으려면 취소를 클릭합니다.
관리되는 Safari 웹 도메인: 목록에 포함하려는 각 웹 도메인에 대해 추가를 클릭한 후 다음을 수행합니다.
관리되는 웹 도메인: 웹 도메인을 입력합니다.
웹 도메인을 저장하려면 저장을 클릭하고 저장하지 않으려면 취소를 클릭합니다.
Safari 암호 자동 채우기 도메인:
목록에 포함하려는 각 자동 채우기 도메인에 대해 추가를 클릭한 후 다음을 수행합니다.
Safari 암호 자동 채우기 도메인: 자동 채우기 도메인을 입력합니다.
자동 채우기 도메인을 저장하려면 저장을 클릭하고 저장하지 않으려면 취소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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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기존의 도메인을 삭제하려면 목록이 포함된 줄 위로 마우스 포인터를 이동한 후 오른쪽의 휴지통 아이콘을 클
릭합니다. 확인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삭제를 클릭하여 목록을 삭제하거나 취소를 클릭하여 목록을 유지합니다.
기존의 도메인을 편집하려면 목록이 포함된 줄 위로 마우스 포인터를 이동한 후 오른쪽의 펜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목록을 변경한 후 저장을 클릭하여 변경된 목록을 저장하거나 취소를 클릭합니다.
정책 설정
정책 설정의 정책 제거 옆에서 날짜 선택 또는 제거할 때까지의 기간(시간)을 클릭합니다.
날짜 선택을 클릭하는 경우 달력을 클릭하여 제거할 날짜를 선택합니다.
사용자가 정책을 제거하도록 허용 목록에서 항상, 암호 필요 또는 안 함을 클릭합니다.
암호 필요를 클릭하는 경우 제거 암호 옆에 필요한 암호를 입력합니다.
7.배포 규칙을 구성하고 배달 그룹을 선택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장치 정책 추가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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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M 옵션 장치 정책
Feb 21, 20 18

감독되는 iOS 7.0 이상의 전화 장치에서 내 전화 찾기 및 iPad 활성화 잠금을 관리하는 장치 정책을 XenMobile에서 만들 수 있습
니다. iOS 장치를 감독 모드로 설정하는 단계는 Apple Conﬁgurator를 사용하여 iOS 장치를 감독 모드로 전환를 참조하십시오.
활성화 잠금은 분실되거나 도난당한 장치의 재활성화를 방지하는 내 iPhone/iPad 찾기 기능입니다. 활성화 잠금은 누군가가 내
iPhone/iPad 찾기를 끄고 장치를 지우거나 장치를 재활성화하여 사용하려고 할 경우 사용자의 Apple ID와 암호를 요구합니다.
조직이 소유한 장치의 경우 예를 들어 장치를 재설정하거나 재할당하기 위해 활성화 잠금을 바이패스해야 합니다.
활성화 잠금을 사용하도록 설정하려면 XenMobile MDM 옵션 장치 정책을 구성하고 배포합니다. 그러면 사용자의 Apple 자격
증명이 없이도 XenMobile 콘솔에서 장치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활성화 잠금의 Apple 자격 증명 요구 사항을 바이패스하려면
XenMobile 콘솔에서 활성화 잠금 바이패스 보안 동작을 실행합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분실된 휴대폰을 반환하거나 전체 초기화 전후에 장치를 설정하는 경우 iTunes 계정 자격 증명을 묻는 메시
지가 표시될 때 XenMobile 콘솔에서 활성화 잠금 바이패스 보안 동작을 실행하여 이 단계를 바이패스할 수 있습니다.
1. XenMobile 콘솔에서 구성 > 장치 정책을 클릭합니다. 장치 정책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2. 추가를 클릭합니다. 새 정책 추가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3. 자세히를 확장한 후 최종 사용자 아래에서 MDM 옵션을 클릭합니다. MDM 옵션 정책 정보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4. 정책 정보 창에서 다음 정보를 입력합니다.
정책 이름: 정책을 설명하는 이름을 입력합니다.
설명: 정책에 대한 선택적 설명을 입력합니다.
5. 다음을 클릭합니다. iOS MDM 정책 플랫폼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6. 다음 설정을 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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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화 잠금 사용: 이 정책을 배포할 장치에서 활성화 잠금을 사용 것인지를 선택합니다. 기본값은 꺼짐입니다.
7.배포 규칙을 구성하고 배달 그룹을 선택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장치 정책 추가를 참조하십시오.
MDM 옵션 장치 정책을 배포하여 활성화 잠금을 사용하도록 설정하면 관리 > 장치 페이지에서 해당 장치를 선택하고 보안을 클
릭할 때 보안 동작 활성화 잠금 바이패스가 표시됩니다. 활성화 잠금 바이패스를 사용하면 장치 사용자의 Apple ID 및 암호를 몰
라도 장치 활성화 전에 감독되는 장치에서 활성화 잠금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전체 초기화 전후에 활성화 잠금 바이패스를 장
치에 전송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안 동작 문서에서 iOS 활성화 잠금 바이패스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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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정보 장치 정책
Feb 21, 20 18

XenMobile에서 iOS 장치에 푸시되는 알림 메시지에 대한 조직 정보를 지정하는 장치 정책을 XenMobile에서 추가할 수 있습니
다. iOS 7 이상의 장치에서 이 정책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XenMobile 콘솔에서 구성 > 장치 정책을 클릭합니다. 장치 정책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2. 추가를 클릭합니다. 새 정책 추가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3. 자세히를 클릭한 후 최종 사용자 아래에서 조직 정보를 클릭합니다. 조직 정보 정책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4. 정책 정보 창에서 다음 정보를 입력합니다.
정책 이름: 정책을 설명하는 이름을 입력합니다.
설명: 원할 경우 정책에 대한 설명을 입력합니다.
5. 다음을 클릭합니다. iOS 플랫폼 정보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다음 설정을 구성합니다.
이름: XenMobile을 실행하는 조직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주소: 조직의 주소를 입력합니다.
전화: 조직의 지원 전화 번호를 입력합니다.
전자 메일: 지원 전자 메일 주소를 입력합니다.
매직: 조직에서 관리하는 서비스를 설명하는 단어나 구절을 입력합니다.
7.배포 규칙을 구성하고 배달 그룹을 선택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장치 정책 추가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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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 장치 정책
Feb 21, 20 18

조직의 표준에 따라 XenMobile에서 암호 정책을 만듭니다. 사용자의 장치에 암호를 요구할 수 있으며 다양한 형식 및 암호 규칙
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iOS, macOS, Android, Samsung KNOX, Android for Work, Windows Phone 및 Windows 데스크톱/태블
릿에 대한 정책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각 플랫폼마다 이 문서에서 설명되어 있는 서로 다른 값 집합이 필요합니다.
iOS 설정
macOS 설정
Android 설정
Samsung KNOX 설정
Android for Work 설정
Windows Phone 설정
Windows 데스크톱/태블릿 설정
1. XenMobile 콘솔에서 구성 > 장치 정책을 클릭합니다. 장치 정책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2. 추가를 클릭합니다. 새 정책 추가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3. 암호를 클릭합니다. 암호 정책 정보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4. 정책 정보 창에서 다음 정보를 입력합니다.
정책 이름: 정책을 설명하는 이름을 입력합니다.
설명: 필요한 경우 정책의 설명을 입력합니다.
5. 다음을 클릭합니다. 플랫폼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6. 플랫폼 아래에서 추가할 플랫폼을 선택합니다. 하나의 플랫폼에 대해서만 구성하는 경우 다른 플랫폼의 선택을 취소합니다.
플랫폼에 대한 설정을 모두 구성했으면 7단계에서 해당 플랫폼의 배포 규칙을 설정하는 방법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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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설정을 구성합니다.
암호 필요: 암호를 요구하고 iOS 암호 장치 정책의 구성 옵션을 표시하려면 이 옵션을 선택합니다. 페이지가 확장되어 암호 요
구 사항, 암호 보안 및 정책 설정에 대한 설정을 구성할 수 있게 됩니다.
암호 요구 사항
최소 길이: 목록에서 최소 암호 길이를 클릭합니다. 기본값은 6입니다.
단순 암호 허용: 단순 암호를 허용할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단순 암호는 반복적 또는 순차적 문자 집합입니다. 기본값은 켜
짐입니다.
필수 문자: 암호에 적어도 문자가 하나 있어야 하는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기본값은 꺼짐입니다.
최소 기호 개수: 목록에서 암호에 포함되어야 하는 기호의 수를 클릭합니다. 기본값은 0입니다.
암호 보안
장치 잠금 유예 기간(비활성 시간(분)): 목록에서 잠긴 장치의 잠금을 해제하려는 사용자가 암호를 입력해야 하는 기간을
클릭합니다. 기본값은 없음입니다.
다음 시간이 지나면 장치 잠금(비활성 시간(분)): 목록에서 장치가 잠기지 않고 비활성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기간을 클릭
합니다. 기본값은 없음입니다.
암호 만료(일)(1-730): 암호가 만료되기 전까지 남은 일 수를 입력합니다. 유효한 값은 1부터 730까지입니다. 기본값은 0이
며, 암호가 만료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이전 암호 저장(0-50): 저장할 이전 암호 수를 입력합니다. 사용자는 이 목록에 있는 암호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유효한 값
은 0부터 50까지입니다. 기본값은 0이며, 사용자가 암호를 재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최대 로그온 시도 실패 횟수: 목록에서 사용자가 로그인에 실패할 수 있는 횟수를 클릭합니다. 이 횟수를 넘으면 장치가 전
체 초기화됩니다. 기본값은 정의되지 않음입니다.
정책 설정
정책 제거 옆에서 날짜 선택 또는 제거할 때까지의 기간(시간)을 클릭합니다.
날짜 선택을 클릭하는 경우 달력을 클릭하여 제거할 날짜를 선택합니다.
사용자가 정책을 제거하도록 허용 목록에서 항상, 암호 필요 또는 안 함을 클릭합니다.
암호 필요를 클릭하는 경우 제거 암호 옆에 필요한 암호를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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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설정을 구성합니다.
암호 필요: 암호를 요구하고 iOS 암호 장치 정책의 구성 옵션을 표시하려면 이 옵션을 선택합니다. 페이지가 확장되어 암호 요
구 사항, 암호 보안 및 정책 설정에 대한 설정을 구성할 수 있게 됩니다.
암호 필요를 사용하지 않으려면 로그온 시도에 실패한 후 지연 시간(분) 옆에 사용자가 암호를 다시 입력할 수 있게 될 때까지
대기하는 시간(분)을 입력합니다.
암호 필요를 사용하도록 설정한 경우 다음 설정을 구성합니다.
암호 요구 사항
최소 길이: 목록에서 최소 암호 길이를 클릭합니다. 기본값은 6입니다.
단순 암호 허용: 단순 암호를 허용할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단순 암호는 반복적 또는 순차적 문자 집합입니다. 기본값은 켜
짐입니다.
필수 문자: 암호에 적어도 문자가 하나 있어야 하는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기본값은 꺼짐입니다.
최소 기호 개수: 목록에서 암호에 포함되어야 하는 기호의 수를 클릭합니다. 기본값은 0입니다.
암호 보안
장치 잠금 유예 기간(비활성 시간(분)): 목록에서 잠긴 장치의 잠금을 해제하려는 사용자가 암호를 입력해야 하는 기간을
클릭합니다. 기본값은 없음입니다.
다음 시간이 지나면 장치 잠금(비활성 시간(분)): 목록에서 장치가 잠기지 않고 비활성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기간을 클릭
합니다. 기본값은 없음입니다.
암호 만료(일)(1-730): 암호가 만료되기 전까지 남은 일 수를 입력합니다. 유효한 값은 1부터 730까지입니다. 기본값은 0이
며, 암호가 만료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이전 암호 저장(0-50): 저장할 이전 암호 수를 입력합니다. 사용자는 이 목록에 있는 암호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유효한 값
은 0부터 50까지입니다. 기본값은 0이며, 사용자가 암호를 재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최대 로그온 시도 실패 횟수: 목록에서 사용자가 로그인에 실패할 수 있는 횟수를 클릭합니다. 이 횟수를 넘으면 장치가 잠
깁니다. 기본값은 정의되지 않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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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온 시도에 실패한 후 지연 시간(분): 사용자가 암호를 다시 입력할 수 있게 될 때까지 대기하는 시간(분)을 입력합니다.
정책 설정
정책 제거 옆에서 날짜 선택 또는 제거할 때까지의 기간(시간)을 클릭합니다.
날짜 선택을 클릭하는 경우 달력을 클릭하여 제거할 날짜를 선택합니다.
사용자가 정책을 제거하도록 허용 목록에서 항상, 암호 필요 또는 안 함을 클릭합니다.
암호 필요를 클릭하는 경우 제거 암호 옆에 필요한 암호를 입력합니다.
프로필 범위 옆에서 사용자 또는 시스템을 클릭합니다. 기본값은 사용자입니다. 이 옵션은 macOS 10.7 이상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설정을 구성합니다.
참고: Android의 기본 설정은 꺼짐입니다.
암호 필요: 암호를 요구하고 Android 암호 장치 정책의 구성 옵션을 표시하려면 이 옵션을 선택합니다. 페이지가 확장되어 암
호 요구 사항, 암호 보안, 암호화 및 Samsung SAFE에 대한 설정을 구성할 수 있게 됩니다.
암호 요구 사항
최소 길이: 목록에서 최소 암호 길이를 클릭합니다. 기본값은 6입니다.
생체 인식: 생체 인식을 사용하도록 설정하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이 옵션을 사용하도록 설정하면 필수 문자 필드가 숨겨
집니다. 기본값은 꺼짐입니다.
필수 문자: 목록에서 제한 없음, 숫자와 문자 모두, 숫자만 또는 문자만을 클릭하여 암호가 구성되는 방식을 구성합니다. 기
본값은 제한 없음입니다.
고급 규칙: 고급 암호 규칙을 적용할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이 옵션은 Android 3.0 이상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본값은
꺼짐입니다.
고급 규칙을 사용하도록 설정한 경우 다음과 같은 목록 각각에서 암호에 포함되어야 하는 각 문자 유형의 최소 수를 클릭
합니다.
기호: 기호의 최소 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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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 문자의 최소 수입니다.
소문자: 소문자의 최소 수입니다.
대문자: 대문자의 최소 수입니다.
숫자 또는 기호: 숫자 또는 기호의 최소 수입니다.
숫자: 숫자의 최소 수입니다.
암호 보안
다음 시간이 지나면 장치 잠금(비활성 시간(분)): 목록에서 장치가 잠기지 않고 비활성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기간을 클릭
합니다. 기본값은 없음입니다.
암호 만료(일)(1-730): 암호가 만료되기 전까지 남은 일 수를 입력합니다. 유효한 값은 1부터 730까지입니다. 기본값은 0이
며, 암호가 만료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이전 암호 저장(0-50): 저장할 이전 암호 수를 입력합니다. 사용자는 이 목록에 있는 암호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유효한 값
은 0부터 50까지입니다. 기본값은 0이며, 사용자가 암호를 재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최대 로그온 시도 실패 횟수: 목록에서 사용자가 로그인에 실패할 수 있는 횟수를 클릭합니다. 이 횟수를 넘으면 장치가 초
기화됩니다. 기본값은 정의되지 않음입니다.
암호화
암호화 사용: 암호화를 사용하도록 설정하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이 옵션은 Android 3.0 이상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옵션은 암호 필요 설정과 관계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장치를 암호화하려면 충전된 배터리로 시작하고 암호화가 실행되는 수 시간 동안 장치를 꽂힌 상태로 유지해
야 합니다. 암호화 프로세스가 중단되면 장치의 데이터 중 일부 또는 전부가 손실될 수 있습니다. 장치를 암호화한
후에는 프로세스를 되돌릴 수 없으며, 암호화를 취소하는 유일한 방법은 장치의 모든 데이터를 지우고 공장 기본값
으로 재설정하는 것입니다.
Samsung SAFE
모든 사용자가 동일한 암호 사용: 모든 사용자에게 동일한 암호를 사용할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기본값은 꺼짐입니다. 이
설정은 Samsung SAFE 장치에만 적용되며 암호 필요 설정과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용자가 동일한 암호 사용을 사용하도록 설정한 경우 암호 필드에 모든 사용자가 사용할 암호를 입력합니다.
암호 필요를 사용하도록 설정한 경우 다음과 같은 Samsung SAFE 설정을 구성합니다.
변경된 문자: 사용자가 이전 암호에서 변경해야 하는 문자 수를 입력합니다. 기본값은 0입니다.
한 문자의 최대 사용 횟수: 한 문자가 암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대 횟수를 입력합니다. 기본값은 0입니다.
연속 영문자 길이: 암호에서 연속될 수 있는 영문자의 최대 길이를 입력합니다. 기본값은 0입니다.
연속 숫자 길이: 암호에서 연속될 수 있는 숫자의 최대 길이를 입력합니다. 기본값은 0입니다.
사용자에게 암호 표시 허용: 사용자가 암호를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기본값은 켜짐입니다.
생체 인증 구성. 생체 인증을 사용하도록 설정할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기본값은 꺼짐입니다. 켜짐으로 설정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옵션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지문 허용. 사용자가 지문을 사용하여 인증할 수 있도록 하려면 이 옵션을 선택합니다.
홍채 허용. 사용자가 홍채를 사용하여 인증할 수 있도록 하려면 이 옵션을 선택합니다.
금지된 문자열: 금지된 문자열을 만들어 사용자가 "password", "pwd", "welcome", "123456", "111111" 등과 같이 쉽게
추측할 수 있는 안전하지 않은 문자열을 사용하지 못하게 합니다. 거부하려는 각 문자열에 대해 추가를 클릭한 후 다음
을 수행합니다.
금지된 문자열: 사용자가 사용할 수 없는 문자열을 입력합니다.
저장을 클릭하여 문자열을 추가하거나 취소를 클릭하여 문자열 추가를 취소합니다.
참고: 기존 문자열을 삭제하려면 목록이 있는 행을 마우스 포인터로 가리킨 다음 오른쪽에서 휴지통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확인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삭제를 클릭하여 목록을 삭제하거나 취소를 클릭하여 목록을 유지
합니다.
기존 문자열을 편집하려면 목록이 있는 행을 마우스 포인터로 가리킨 다음 오른쪽에서 연필 아이콘을 클릭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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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목록을 변경한 후 저장을 클릭하여 변경된 목록을 저장하거나 취소를 클릭하여 목록을 변경되지 않은 상
태로 유지합니다.

다음 설정을 구성합니다.
암호 요구 사항
최소 길이: 목록에서 최소 암호 길이를 클릭합니다. 기본값은 6입니다.
사용자에게 암호 표시 허용: 사용자가 암호를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금지된 문자열: 금지된 문자열을 만들어 사용자가 "password", "pwd", "welcome", "123456", "111111" 등과 같이 쉽게 추측
할 수 있는 안전하지 않은 문자열을 사용하지 못하게 합니다. 거부하려는 각 문자열에 대해 추가를 클릭한 후 다음을 수행
합니다.
금지된 문자열: 사용자가 사용할 수 없는 문자열을 입력합니다.
저장을 클릭하여 문자열을 추가하거나 취소를 클릭하여 문자열 추가를 취소합니다.
참고: 기존 문자열을 삭제하려면 목록이 있는 행을 마우스 포인터로 가리킨 다음 오른쪽에서 휴지통 아이콘을 클릭
합니다. 확인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삭제를 클릭하여 목록을 삭제하거나 취소를 클릭하여 목록을 유지합니다.
기존 문자열을 편집하려면 목록이 있는 행을 마우스 포인터로 가리킨 다음 오른쪽에서 연필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목록을 변경한 후 저장을 클릭하여 변경된 목록을 저장하거나 취소를 클릭하여 목록을 변경되지 않은 상태로 유지합
니다.
최소 개수
변경된 문자: 사용자가 이전 암호에서 변경해야 하는 문자 수를 입력합니다. 기본값은 0입니다.
기호: 암호에 필요한 기호의 최소 개수를 입력합니다. 기본값은 0입니다.
최대 개수
한 문자의 최대 사용 횟수: 한 문자가 암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대 횟수를 입력합니다. 기본값은 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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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 영문자 길이: 암호에서 연속될 수 있는 영문자의 최대 길이를 입력합니다. 기본값은 0입니다.
연속 숫자 길이: 암호에서 연속될 수 있는 숫자의 최대 길이를 입력합니다. 기본값은 0입니다.
암호 보안
다음 시간이 지나면 장치 잠금(비활성 시간(분)): 목록에서 장치가 잠기지 않고 비활성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기간(초)을 클
릭합니다. 기본값은 없음입니다.
암호 만료(일)(1-730): 암호가 만료되기 전까지 남은 일 수를 입력합니다. 유효한 값은 1부터 730까지입니다. 기본값은 0이
며, 암호가 만료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이전 암호 저장(0-50): 저장할 이전 암호 수를 입력합니다. 사용자는 이 목록에 있는 암호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유효한 값
은 0부터 50까지입니다. 기본값은 0이며, 사용자가 암호를 재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지정한 로그온 시도 실패 횟수를 초과하면 장치가 잠깁니다: 목록에서 사용자가 로그온에 실패할 수 있는 횟수를 클릭합니
다. 이 횟수를 넘으면 장치가 잠깁니다. 기본값은 정의되지 않음입니다.
지정한 로그온 시도 실패 횟수를 초과하면 장치가 초기화됩니다: 목록에서 사용자가 로그온에 실패할 수 있는 횟수를 클릭
합니다. 이 횟수를 넘으면 장치에서 KNOX 컨테이너(KNOX 데이터 포함)가 초기화됩니다. 초기화가 실행된 후 사용자가
KNOX 컨테이너를 다시 초기화해야 합니다. 기본값은 정의되지 않음입니다.

장치 암호 및 Work Challenge에 대한 다음 설정을 구성합니다.
장치 암호 필요: 암호를 요구하고 Android for Work 암호 장치 정책의 구성 옵션을 표시하려면 이 설정을 사용하도록 설정합
니다. 페이지가 확장되어 암호 요구 사항 및 암호 보안에 대한 설정을 구성할 수 있게 됩니다. 기본값은 꺼짐입니다.
Work Challenge Required(Work Challenge 필요): 사용자가 Android for Work 작업 프로필에서 실행되는 앱에 액세스할 때
보안 챌린지를 완료하도록 하려면 이 설정을 사용하도록 설정합니다. 페이지가 확장되어 암호 요구 사항 및 암호 보안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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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을 구성할 수 있게 됩니다. Android 7.0 이전의 Android 장치에서는 이 옵션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본값은 꺼짐입니다.
암호 요구 사항
최소 길이: 목록에서 최소 암호 길이를 클릭합니다. 기본값은 6입니다.
생체 인식: 생체 인식을 사용하도록 설정하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이 옵션을 사용하도록 설정하면 필수 문자 필드가 숨겨
집니다. 기본값은 꺼짐입니다. 이 기능은 현재 지원되지 않습니다.
필수 문자: 목록에서 제한 없음, 숫자와 문자 모두, 숫자만 또는 문자만을 클릭하여 암호가 구성되는 방식을 구성합니다.
장치 암호의 경우: 기본값은 제한 없음입니다.
Work Challenge의 경우: 제한 없음은 Android 7.0을 실행하는 장치에만 사용합니다. 제한 없음 설정은 Android 7.1 이상
에서 인식되지 않습니다. 기본값은 숫자와 문자 모두입니다.
고급 규칙: 고급 암호 규칙을 적용할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Android 5.0 이전의 Android 장치에서는 이 옵션을 사용할 수 없
습니다. 기본값은 꺼짐입니다.
고급 규칙을 사용하도록 설정한 경우 다음과 같은 목록 각각에서 암호에 포함되어야 하는 각 문자 유형의 최소 수를 클릭
합니다.
기호: 기호의 최소 수입니다.
문자: 문자의 최소 수입니다.
소문자: 소문자의 최소 수입니다.
대문자: 대문자의 최소 수입니다.
숫자 또는 기호: 숫자 또는 기호의 최소 수입니다.
숫자: 숫자의 최소 수입니다.
암호 보안
다음 시간이 지나면 장치 잠금(비활성 시간(분)): 목록에서 장치가 잠기지 않고 비활성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기간(분)을 클
릭합니다. 기본값은 없음입니다.
암호 만료(일)(1-730): 암호가 만료되기 전까지 남은 일 수를 입력합니다. 유효한 값은 1부터 730까지입니다. 기본값은 0이
며, 암호가 만료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이전 암호 저장(0-50): 저장할 이전 암호 수를 입력합니다. 사용자는 이 목록에 있는 암호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유효한 값
은 0부터 50까지입니다. 기본값은 0이며, 사용자가 암호를 재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최대 로그온 시도 실패 횟수: 목록에서 사용자가 로그온에 실패할 수 있는 횟수를 클릭합니다. 이 횟수를 넘으면 장치에서
KNOX 컨테이너(KNOX 데이터 포함)가 초기화됩니다. 초기화가 실행된 후 사용자가 KNOX 컨테이너를 다시 초기화해야
합니다. 기본값은 정의되지 않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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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설정을 구성합니다.
암호 필요: Windows Phone 장치에 대해 암호를 요구하지 않으려면 이 옵션을 선택합니다. 기본 설정은 켜짐이며, 암호를 요
구합니다. 이 설정을 사용하지 않으면 페이지가 축소되고 다음 옵션이 사라집니다.
단순 암호 허용: 단순 암호를 허용할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단순 암호는 반복적 또는 순차적 문자 집합입니다. 기본값은 꺼짐
입니다.
암호 요구 사항
최소 길이: 목록에서 최소 암호 길이를 클릭합니다. 기본값은 6입니다.
문자 필요: 목록에서 숫자 또는 영숫자, 문자만 또는 숫자만을 클릭하여 암호가 구성되는 방식을 구성합니다. 기본값은 문
자만입니다.
최소 기호 개수: 목록에서 암호에 포함되어야 하는 기호의 수를 클릭합니다. 기본값은 1입니다.
암호 보안
다음 시간이 지나면 장치 잠금(비활성 시간(분)): 장치가 잠기지 않고 비활성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기간(분)을 입력합니다.
기본값은 0입니다.
0-730일 후 암호 만료: 암호가 만료되기 전까지 남은 일 수를 입력합니다. 유효한 값은 0부터 730까지입니다. 기본값은
0이며, 암호가 만료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이전 암호 저장(0-50): 저장할 이전 암호 수를 입력합니다. 사용자는 이 목록에 있는 암호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유효한 값
은 0부터 50까지입니다. 기본값은 0이며, 사용자가 암호를 재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초기화하기 전까지의 최대 로그온 시도 실패 횟수(0-999): 사용자가 로그온에 실패할 수 있는 횟수를 입력합니다. 이 횟수
를 넘으면 장치에서 데이터가 초기화됩니다. 기본값은 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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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설정을 구성합니다.
간편 로그온 허용 안 함: 사용자가 사진 암호 또는 생체 인식 로그온을 사용하여 장치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허용할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기본값은 꺼짐입니다.
최소 암호 길이: 목록에서 최소 암호 길이를 클릭합니다. 기본값은 6입니다.
초기화하기 전까지의 최대 암호 시도 횟수: 목록에서 사용자가 로그인에 실패할 수 있는 횟수를 클릭합니다. 이 횟수를 넘으
면 장치에서 데이터가 초기화됩니다. 기본값은 4입니다.
암호 만료(일)(0-730): 암호가 만료되기 전까지 남은 일 수를 입력합니다. 유효한 값은 0부터 730까지입니다. 기본값은 0이며,
암호가 만료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암호 기록(1-24): 저장할 이전 암호 수를 입력합니다. 사용자는 이 목록에 있는 암호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유효한 값은 1부터
24까지입니다. 이 필드에 1에서 24 사이의 숫자를 입력해야 합니다. 기본값은 0입니다.
장치를 잠그기 전까지의 최대 비활성 시간(분)(1-999): 장치가 잠기지 않고 비활성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기간(분)을 입력합
니다. 유효한 값은 1부터 999까지입니다. 이 필드에 1에서 999 사이의 숫자를 입력해야 합니다. 기본값은 0입니다.
7.배포 규칙을 구성하고 배달 그룹을 선택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장치 정책 추가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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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핫스폿 장치 정책
Feb 21, 20 18

사용자가 WiFi 네트워크 범위 외부에 있을 때 iOS 장치의 개인 핫스폿 기능을 통해 셀룰러 데이터 연결을 사용하여 인터넷에 연
결하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iOS 7.0 이상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1. XenMobile 콘솔에서 구성 > 장치 정책을 클릭합니다. 장치 정책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2. 추가를 클릭합니다. 새 정책 추가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3. 자세히를 확장한 후 네트워크 액세스 아래에서 개인 핫스폿을 클릭합니다. 개인 핫스폿 정책 정보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4. 정책 정보 창에서 다음 정보를 입력합니다.
정책 이름: 정책을 설명하는 이름을 입력합니다.
설명: 필요한 경우 정책의 설명을 입력합니다.
5. 다음을 클릭합니다. iOS 플랫폼 정보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6. 다음 설정을 구성합니다.
개인 핫스폿 사용 안 함: 사용자의 장치에서 개인 핫스폿 기능을 사용하지 않도록 설정할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기본값은 사
용자의 장치에서 개인 핫스폿을 끄는 꺼짐입니다. 이 정책은 기능을 사용하지 않도록 설정하지 않습니다. 사용자는 여전히 자
신의 장치에서 개인 핫스폿을 사용할 수 있지만 정책이 배포될 때 개인 핫스폿이 해제되어 기본적으로 켜져 있지 않습니다.
7.배포 규칙을 구성하고 배달 그룹을 선택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장치 정책 추가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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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제거 장치 정책
Feb 21, 20 18

XenMobile에서 앱 프로필 제거 장치 정책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정책을 배포하면 사용자의 iOS 또는 macOS 장치에서 앱 프로필
이 제거됩니다.
1. XenMobile 콘솔에서 구성 > 장치 정책을 클릭합니다. 장치 정책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2. 추가를 클릭합니다. 새 정책 추가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3. 자세히를 확장한 후 제거 아래에서 프로필 제거를 클릭합니다. 프로필 제거 정책 정보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4. 정책 정보 창에서 다음 정보를 입력합니다.
정책 이름: 정책을 설명하는 이름을 입력합니다.
설명: 정책에 대한 선택적 설명을 입력합니다.
5. 다음을 클릭합니다. 플랫폼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6. 플랫폼 아래에서 추가할 플랫폼을 선택합니다. 하나의 플랫폼에 대해서만 구성하는 경우 다른 플랫폼의 선택을 취소합니다.
플랫폼에 대한 설정을 모두 구성했으면 7단계에서 해당 플랫폼의 배포 규칙을 설정하는 방법을 확인하십시오.

다음 설정을 구성합니다.
프로필 ID: 목록에서 앱 프로필 ID를 클릭합니다. 이것은 필수 필드입니다.
설명: 선택적 설명을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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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설정을 구성합니다.
프로필 ID: 목록에서 앱 프로필 ID를 클릭합니다. 이것은 필수 필드입니다.
배포 범위: 목록에서 사용자 또는 시스템을 클릭합니다. 기본값은 사용자입니다. 이 옵션은 macOS 10.7 이상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설명: 선택적 설명을 입력합니다.
7.배포 규칙을 구성하고 배달 그룹을 선택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장치 정책 추가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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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비전 프로필 장치 정책
Feb 21, 20 18

iOS 엔터프라이즈 앱을 개발하고 코드 서명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엔터프라이즈 배포 프로비전 프로필을 포함합니다. Apple iOS
장치에서 앱을 실행하려면 이 프로필이 필요합니다. 프로비전 프로필이 누락되었거나 만료된 경우 사용자가 앱을 눌러서 열 때
앱의 작동이 중단됩니다.
프로비전 프로필의 주요 문제는 Apple Developer Portal에서 생성된 후 1년 지나면 만료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용자에 의해
등록된 모든 iOS 장치에서 모든 프로비전 프로필의 만료 날짜를 추적해야 합니다. 만료 날짜를 추적하는 작업에는 실제 만료 날
짜뿐 아니라 어떤 사용자가 어떤 앱 버전을 사용하는지를 지속적으로 파악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두 가지 해결 방법은 프로비전
프로필을 사용자에게 전자 메일로 보내거나 웹 포털에 게시해 다운로드하여 설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해결 방법은 효
과가 있지만 오류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사용자가 전자 메일의 지침에 대응하거나 웹 포털에서 올바른 프로필을 다운로드하여
설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프로세스를 사용자에게 투명하게 진행하려면 XenMobile에서 장치 정책을 사용하여 프로비전 프로필을 설치하거나 제거할
수 있습니다. 누락되었거나 만료된 프로필은 필요에 따라 제거되고 최신 프로필이 사용자의 장치에 설치되므로 앱을 누르기만
하면 열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프로비전 프로필 정책을 만들려면 먼저 프로비전 프로필 파일을 만들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pple Developer 사이트의
Creating Provisioning Proﬁles(프로비전 프로필 만들기)를 참조하십시오.
1. XenMobile 콘솔에서 구성 > 장치 정책을 클릭합니다. 장치 정책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2. 추가를 클릭합니다. 새 정책 추가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3. 자세히를 확장한 후 앱 아래에서 프로비전 프로필을 클릭합니다. 프로비전 프로필 정책 정보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4. 정책 정보 창에서 다음 정보를 입력합니다.
정책 이름: 정책을 설명하는 이름을 입력합니다.
설명: 필요한 경우 정책의 설명을 입력합니다.
5. 다음을 클릭합니다. iOS 플랫폼 정보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6. 다음을 설정을 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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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S 프로비전 프로필: 찾아보기를 클릭하고 파일의 위치로 이동하여 가져올 프로비전 프로필 파일을 선택합니다.
7.배포 규칙을 구성하고 배달 그룹을 선택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장치 정책 추가를 참조하십시오.

https://docs.citrix.com

© 1999-2017 Citrix Systems, Inc. All rights reserved.

p.651

프로비전 프로필 제거 장치 정책
Feb 21, 20 18

장치 정책을 사용하여 iOS 프로비전 프로필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프로비전 프로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프로비전 프로필 추
가를 참조하십시오.
1. XenMobile 콘솔에서 구성 > 장치 정책을 클릭합니다. 장치 정책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2. 추가를 클릭합니다. 새 정책 추가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3. 더 보기를 확장한 후 제거에서 프로비전 프로필 제거를 클릭합니다. 프로비전 프로필 제거 정책 정보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4. 정책 정보 창에서 다음 정보를 입력합니다.
정책 이름: 정책을 설명하는 이름을 입력합니다.
설명: 필요한 경우 정책의 설명을 입력합니다.
5. 다음을 클릭합니다. iOS 플랫폼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6. 다음 설정을 구성합니다.
iOS 프로비전 프로필: 목록에서 제거할 프로비전 프로필을 클릭합니다.
설명: 필요한 경우 설명을 추가합니다.
7.배포 규칙을 구성하고 배달 그룹을 선택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장치 정책 추가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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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록시 장치 정책
Feb 21, 20 18

XenMobile에서 장치 정책을 추가하여 Windows Mobile/CE 및 iOS 6.0 이상을 실행하는 장치에 대한 글로벌 HT T P 프록시 설정
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장치당 하나의 글로벌 HT T P 프록시 정책만 배포할 수 있습니다.
참고: 이 정책을 배포하기 전에 글로벌 HT T P 프록시를 설정할 모든 iOS 장치를 감독 모드로 설정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pple Conﬁgurator를 사용하여 iOS 장치를 감독 모드로 설정하려면을 참조하십시오.
1. XenMobile 콘솔에서 구성 > 장치 정책을 클릭합니다. 장치 정책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2. 추가를 클릭합니다. 새 정책 추가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3. 자세히를 클릭한 다음 네트워크 액세스 아래에서 프록시를 클릭합니다. 프록시 정책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4. 정책 정보 창에서 다음 정보를 입력합니다.
정책 이름: 정책을 설명하는 이름을 입력합니다.
설명: 필요한 경우 정책의 설명을 입력합니다.
5. 다음을 클릭합니다. 정책 플랫폼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6. 플랫폼 아래에서 추가할 플랫폼을 선택합니다. 하나의 플랫폼에 대해서만 구성하는 경우 다른 플랫폼의 선택을 취소합니다.
플랫폼에 대한 설정을 모두 구성했으면 7단계에서 해당 플랫폼의 배포 규칙을 설정하는 방법을 확인하십시오.

다음 설정을 구성합니다.
프록시 구성: 사용자의 장치에서 프록시를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 수동 또는 자동을 클릭합니다.
수동을 클릭하는 경우 다음 설정을 구성합니다.
프록시 서버의 호스트 이름 또는 IP 주소: 프록시 서버의 호스트 이름 또는 IP 주소를 입력합니다. 이것은 필수 필드입니
다.
프록시 서버용 포트: 프록시 서버 포트 번호를 입력합니다. 이것은 필수 필드입니다.
사용자 이름: 프록시 서버 인증에 사용할 선택적 사용자 이름을 입력합니다.
암호: 프록시 서버 인증에 사용할 선택적 암호를 입력합니다.
자동을 클릭하는 경우 다음 설정을 구성합니다.
프록시 PAC URL: 프록시 구성을 정의하는 PAC 파일의 URL을 입력합니다.
PAC에 연결할 수 없는 경우 직접 연결 허용: PAC 파일에 연결할 수 없는 경우 대상에 직접 연결할 수 있도록 할지 여부
를 선택합니다. 기본값은 켜짐입니다. 이 옵션은 iOS 7.0 이상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종속 네트워크에 액세스하기 위한 프록시 바이패스 허용: 종속 네트워크에 액세스하기 위한 프록시 바이패스를 허용할 것인
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기본값은 꺼짐입니다.
정책 설정
정책 제거 옆에서 날짜 선택 또는 제거할 때까지의 기간(시간)을 클릭합니다.
날짜 선택을 클릭하는 경우 달력을 클릭하여 제거할 날짜를 선택합니다.
사용자가 정책을 제거하도록 허용 목록에서 항상, 암호 필요 또는 안 함을 클릭합니다.
암호 필요를 클릭하는 경우 제거 암호 옆에 필요한 암호를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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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설정을 구성합니다.
네트워크: 목록에서 사용할 네트워크 유형을 클릭합니다. 기본값은 기본 제공 사무실입니다. 사용 가능한 옵션은 다음과 같습
니다.
사용자 정의 사무실
사용자 정의 인터넷
기본 제공 사무실
기본 제공 인터넷
네트워크: 목록에서 사용할 네트워크 연결 프로토콜을 클릭합니다. 기본값은 HTTP입니다. 사용 가능한 옵션은 다음과 같습
니다.
HT T P
WAP
Socks 4
Socks 5
프록시 서버의 호스트 이름 또는 IP 주소: 프록시 서버의 호스트 이름 또는 IP 주소를 입력합니다. 이것은 필수 필드입니다.
프록시 서버용 포트: 프록시 서버 포트 번호를 입력합니다. 이것은 필수 필드입니다. 기본값은 80입니다.
사용자 이름: 프록시 서버 인증에 사용할 선택적 사용자 이름을 입력합니다.
암호: 프록시 서버 인증에 사용할 선택적 암호를 입력합니다.
도메인 이름: 선택적 도메인 이름을 입력합니다.
사용: 프록시 사용 여부를 선택합니다. 기본값은 켜짐입니다.
7. 배포 규칙을 구성합니다.
8. 다음을 클릭합니다. 프록시 정책 할당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9. 배달 그룹 선택 옆에서 정책을 할당할 배달 그룹을 입력하여 찾거나 목록에서 그룹을 하나 이상 선택합니다. 선택한 그룹이
오른쪽의 앱 할당을 받을 배달 그룹 목록에 나타납니다.
10. 배포 일정을 확장하고 다음 설정을 구성합니다.
배포 옆에서 켜짐을 클릭하여 배포를 예약하거나 꺼짐을 클릭하여 배포를 차단합니다. 기본 옵션은 켜짐입니다. 꺼짐을 선택
하는 경우 다른 옵션을 구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배포 일정 옆에서 지금 또는 나중에를 클릭합니다. 기본 옵션은 지금입니다.
나중에를 클릭하는 경우 달력 아이콘을 클릭하고 배포 날짜와 시간을 선택합니다.
배포 조건 옆에서 모든 연결에서를 클릭하거나 이전 배포가 실패한 경우에만을 클릭합니다. 기본 옵션은 모든 연결에서입니
다.
상시 연결에 대해 배포 옆에서 켜짐 또는 꺼짐을 클릭합니다. 기본 옵션은 꺼짐입니다.
참고:
설정 > 서버 속성에서 백그라운드 배포 예약 키를 구성한 경우에만 이 옵션이 적용됩니다. iOS 장치에는 상시 연결 옵션을 사
용할 수 없습니다.
구성하는 배포 일정은 모든 플랫폼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변경 사항은 모든 플랫폼에 적용되지만 상시 연결에 대해 배포를
선택한 경우 iOS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11. 저장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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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지스트리 장치 정책
Feb 21, 20 18

Windows Mobile/CE 레지스트리에는 앱, 드라이버, 사용자 기본 설정 및 구성 설정에 대한 데이터가 저장됩니다. XenMobile에
서 Windows Mobile/CE 장치를 관리할 수 있는 레지스트리 키 및 값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1. XenMobile 콘솔에서 구성 > 장치 정책을 클릭합니다. 장치 정책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2. 추가를 클릭합니다. 새 정책 추가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3. 자세히를 확장한 후 사용자 지정 아래에서 레지스트리를 클릭합니다. 레지스트리 정책 정보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4. 정책 정보 창에서 다음 정보를 입력합니다.
정책 이름: 정책을 설명하는 이름을 입력합니다.
설명: 정책에 대한 선택적 설명을 입력합니다.
5. 다음을 클릭합니다. Windows Mobile/CE 플랫폼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6. 다음 설정을 구성합니다.
추가할 각 레지스트리 키 또는 레지스트리 키/값 쌍에 대해 추가를 클릭하고 다음을 수행합니다.
레지스트리 키 경로: 레지스트리 키의 전체 경로를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HKEY_LOCAL_MACHINE 루트 키에서 Windows
키에 대한 경로를 지정하려면 HKEY_LOCAL_MACHINE\Software\Microsoft\Windows를 입력합니다.
레지스트리 값 이름: 레지스트리 키 값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ProgramFilesDir을 입력하여 해당 값 이름을 레지스트
리 키 경로 HKEY_LOCAL_MACHINE\Software\Microsoft\Windows\CurrentVersion에 추가합니다. 이 필드를 비워 두면 레
지스트리 키/값 쌍이 아닌 레지스트리 키를 추가한다는 의미입니다.
유형: 목록에서 값의 데이터 유형을 클릭합니다. 기본값은 DWORD입니다. 사용 가능한 옵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DWORD: 32비트 부호 없는 정수
문자열: 모든 문자열
확장 문자열: %T EMP% 또는 %USERPROFILE% 같은 환경 변수를 포함할 수 있는 문자열 값
이진: 임의의 이진 데이터.
값: 레지스트리 값 이름과 연결된 값을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ProgramFilesDir의 값을 지정하려면 C:\Program Files를 입력합
니다.
저장을 클릭하여 레지스트리 키 정보를 저장하거나 취소를 클릭하여 레지스트리 키 정보를 저장하지 않습니다.
참고: 기존의 레지스트리 키를 삭제하려면 목록이 포함된 줄 위로 마우스 포인터를 이동한 후 오른쪽의 휴지통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확인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삭제를 클릭하여 목록을 삭제하거나 취소를 클릭하여 목록을 유지합니다.
기존의 레지스트리 키를 편집하려면 목록이 포함된 줄 위로 마우스 포인터를 이동한 후 오른쪽의 펜 아이콘을 클릭합니
다. 목록을 변경한 후 저장을 클릭하여 변경된 목록을 저장하거나 취소를 클릭하여 목록을 변경되지 않은 상태로 유지합
니다.
7.배포 규칙을 구성하고 배달 그룹을 선택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장치 정책 추가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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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 지원 장치 정책
Feb 21, 20 18

메모
온-프레미스 XenMobile Server 배포의 경우: 원격 지원을 사용하면 지원 센터 담당자가 관리되는 Windows CE 및 Android 모바일 장치
를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스크린캐스트는 Samsung KNOX 장치에서만 지원됩니다.
원격 지원은 XenMobile Service 고객에게 제공되지 않으며 클러스터링된 온-프레미스 XenMobile Server 배포에서 지원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원 옵션 및 원격 지원을 참조하십시오.

XenMobile에서 지원되는 Windows 및 Android 장치에 대한 원격 액세스를 제공하는 원격 지원 정책을 만듭니다. 두 가지 유형
의 지원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기본 - 시스템 정보, 실행 중인 프로세스, 작업 관리자(메모리 및 CPU 사용량), 설치된 소프트웨어 폴더 내용 등과 같은 장치에
대한 진단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프리미엄 - 색상을 제어하고(주 창 또는 별도 부동 창) 지원 센터와 사용자 간의 VoIP(Voice-over-IP) 세션을 설정하고 설정을
구성하며 지원 센터와 사용자 간의 채팅 세션을 설정하는 등 원격으로 장치 화면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참고: 이 정책을 구현하려면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사용자 환경에서 XenMobile Remote Support 앱을 설치합니다.
Remote Support 앱 터널을 구성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앱 터널링 장치 정책을 참조하십시오.
이 항목에 설명된 대로 Samsung KNOX 원격 지원 장치 정책을 구성합니다.
앱 터널 원격 지원 정책과 Samsung KNOX 원격 지원 정책을 모두 사용자 장치에 배포합니다.
1. XenMobile 콘솔에서 구성 > 장치 정책을 클릭합니다. 장치 정책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2. 추가를 클릭합니다. 새 정책 추가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3. 원격 지원의 입력을 시작한 후 원격 지원을 클릭합니다.원격 지원 정책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4. 정책 정보 창에서 다음 정보를 입력합니다.
정책 이름: 정책을 설명하는 이름을 입력합니다.
설명: 필요한 경우 정책의 설명을 입력합니다.
5. 다음을 클릭합니다. Samsung KNOX 플랫폼 정보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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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다음 설정을 구성합니다.
원격 지원: 기본 원격 지원 또는 프리미엄 원격 지원을 선택합니다. 기본값은 기본 원격 지원입니다.
7.배포 규칙을 구성하고 배달 그룹을 선택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장치 정책 추가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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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 장치 정책
Feb 21, 20 18

제한 장치 정책은 사용자 장치에서 카메라와 같은 특정 기능을 허용하거나 제한합니다. 또한 보안 제한을 설정하고 미디어 콘텐
츠에 대한 제한과 사용자가 설치할 수 있는 앱 유형 및 설치할 수 없는 앱 유형에 대한 제한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제
한 설정은 기본적으로 켜짐 또는 허용입니다. 주요 예외 사항은 iOS 보안 - 시행 기능 및 모든 Windows 태블릿 기능입니다. 이러
한 기능은 기본적으로 꺼짐 또는 제한으로 설정됩니다.
팁: 켜짐을 선택한 모든 옵션은 사용자가 해당 작업을 수행하거나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
니다.
카메라. 켜짐이면 사용자가 장치에서 카메라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꺼짐이면 사용자가 장치에서 카메라를 사용할 수 없습니
다.
스크린샷. 켜짐이면 사용자가 장치에서 스크린샷을 만들 수 있습니다. 꺼짐이면 사용자가 장치에서 스크린샷을 만들 수 없습
니다.

메모
Windows 10 RS2 휴대폰: Internet Explorer를 사용하지 않는 사용자 지정 XML 정책 또는 제한 정책을 휴대폰에 배포한 후 브라우저가 사
용되는 상태로 유지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휴대폰을 다시 시작하십시오. 이것은 타사 문제입니다.

정책을 추가하거나 구성하려면 구성 > 장치 정책으로 이동합니다.
2. 추가를 클릭합니다. 새 정책 추가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3. 제한을 클릭합니다. 제한 정책 정보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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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S 설정
참고: 일부 iOS 제한 옵션은 iOS의 특정 버전에만 적용됩니다(해당되는 경우 XenMobile 콘솔 페이지에 이러한 버전이 언급되어 있음). 예를
들어, AirDrop을 허용하거나 차단하는 기능은 iOS 7 이상을 실행하는 장치에서만 지원됩니다. 사진 스트림을 허용하거나 차단하는 기능은
iOS 5 이상을 실행하는 장치에서 지원됩니다. 또한 일부 옵션은 장치가 감독 모드에 있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iOS 장치를 감독 모드로 설
정하는 단계는 Apple Conﬁgurator를 사용하여 iOS 장치를 감독 모드로 전환을 참조하십시오.
하드웨어 제어 허용
카메라: 사용자가 장치에서 카메라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FaceT ime: 사용자가 장치에서 FaceT ime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감독되지 않는 iOS 10 장치에서는 이 제한이 더 이상
사용되지 않습니다.
스크린샷: 사용자가 장치에서 스크린샷을 찍을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교실 앱이 학생 화면을 원격으로 관찰할 수 있도록 허용: 이 제한을 선택 취소하면 강사가 교실 앱을 사용하여 학생 화면을 원격
으로 관찰할 수 없습니다. 기본 설정은 선택되어 있으며 강사는 교실 앱을 사용하여 학생 화면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메시지를 표
시하지 않고 교실 앱이 AirPlay 및 화면 보기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 설정에 따라 강사에게 권한을 제공할지 여부를 묻는 메시
지가 학생에게 표시됩니다. iOS 9.3(최소 버전)을 실행하는 감독되는 장치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메시지를 표시하지 않고 교실 앱이 AirPlay 및 화면 보기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 이 제한을 선택하면 권한에 대한 메시지 표시
없이 강사가 학생 장치에서 AirPlay 및 화면 보기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기본 설정은 선택 취소되어 있습니다. iOS 10.3(최소 버전)
을 실행하는 감독되는 장치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진 스트림: 사용자가 MyPhotoStream을 사용하여 iCloud를 통해 사진을 모든 iOS 장치에 공유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iOS 5.0 이
상).
공유 사진 스트림: 사용자가 iCloud 사진 공유를 사용하여 동료, 친구 및 가족과 사진을 공유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iOS 6.0 이상).
음성 전화 걸기: 사용자의 장치에서 전화 걸기를 사용하도록 설정합니다.
Siri: 사용자가 Siri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장치가 잠겨 있는 동안 허용: 사용자가 장치가 잠겨 있는 동안 Siri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Siri 비속어 필터: Siri 비속어 필터를 사용하도록 설정합니다. 기본값은 이 기능을 제한하는 것이며, 비속어를 필터링하지 않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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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Siri 및 보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Siri 및 받아쓰기 정책을 참조하십시오.
앱 설치: 사용자가 앱을 설치하도록 허용합니다. 감독되지 않는 iOS 10 장치에서는 이 제한이 더 이상 사용되지 않습니다.
로밍 중에 글로벌 배경 가져오기 허용: 장치가 로밍 중인 동안 장치가 iCloud에 메일 계정을 자동으로 동기화하도록 허용합니다. 꺼
짐으로 설정하면 iOS 휴대폰이 로밍 중일 때 배경 가져오기 활동이 비활성화됩니다. 기본값은 켜짐입니다.
앱 허용
iT unes 스토어: 사용자가 iT unes 스토어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감독되지 않는 iOS 10 장치에서는 이 제한이 더 이상 사
용되지 않습니다.
앱에서 바로 구매: 사용자가 앱 내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구매 시 iT unes 암호 필요: 앱에서 바로 구매 시 암호를 묻습니다. 기본값은 이 기능을 제한하는 것이며, 앱에서 바로 구매 시 암호
가 필요하지 않습니다(iOS 5.0 이상).
Saf ari: 사용자가 Safari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감독되지 않는 iOS 10 장치에서는 이 제한이 더 이상 사용되지 않습니다.
자동 채우기: 사용자가 Safari에서 사용자 이름 및 암호에 대한 자동 채우기를 설정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부정 행위 경고 시행: 이 설정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자가 의심스러운 피싱 웹 사이트를 방문하면 Safari 경고가 나타납니다. 기본
값은 이 기능을 제한하는 것이며, 경고가 실행되지 않습니다.
JavaScript 사용: Safari에서 JavaScript를 실행하도록 허용합니다.
팝업 차단: 웹 사이트를 보는 동안 팝업을 차단합니다. 기본값은 이 기능을 제한하는 것이며, 팝업을 차단하지 않습니다.
쿠키 적용: 쿠키가 허용되는 범위를 설정합니다. 목록에서 쿠키를 허용하거나 제한하는 옵션을 선택합니다. 기본 옵션은 항상이며,
Safari에서 모든 웹 사이트가 쿠키를 저장하도록 허용합니다. 다른 옵션은 현재 웹 사이트만, 안 함 및 방문한 웹 사이트에서만입니
다.
네트워크 - iCloud 동작 허용
iCloud 문서 및 데이터: 사용자가 문서 및 데이터를 iCloud에 동기화하도록 허용합니다(iOS 5.0 이상). 감독되지 않는 iOS 10 장치에
서는 이 제한이 더 이상 사용되지 않습니다.
iCloud 백업: 사용자가 장치를 iCloud에 백업하도록 허용합니다(iOS 5.0 이상).
iCloud 키 집합: 사용자가 암호, WiFi 네트워크, 신용 카드 및 기타 정보를 iCloud 키 집합에 저장하도록 허용합니다(iOS 7.0 이상).
iCloud 사진 라이브러리: 사용자가 iCloud 사진 라이브러리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iOS 9.0 이상).
보안 - 시행
기본값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제한하는 것이며, 보안 기능이 사용되지 않습니다.
암호화된 백업: iCloud에 대한 백업을 암호화합니다.
제한된 AD 추적: 표적 광고 추적을 차단합니다(iOS 7.0 이상).
첫 번째 AirPlay 페어링의 암호: AirPlay 지원 장치는 AirPlay를 사용하기 전에 화면 상의 일회용 코드로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iOS 7.0
이상).
Wrist Det ect 를 사용하기 위해 페어링된 Apple Wat ch: 손목 인식을 사용하려면 페어링된 Apple Watch가 있어야 합니다(iOS 8.2
이상).
AirDrop을 사용하여 관리되는 문서 공유: AirDrop 액세스는 감독되는 옵션입니다. 이 옵션을 켜짐으로 설정하면 감독되는 장치가
AirDrop을 사용하여 인접한 iOS 장치와 데이터 및 미디어를 공유하도록 허용됩니다(iOS 9.0 이상).
보안 - 허용
신뢰할 수 없는 SSL 인증서 수락: 사용자가 웹 사이트의 신뢰할 수 없는 SSL 인증서를 수락하도록 허용합니다(iOS 5.0 이상).
인증서 신뢰 설정에 대한 자동 업데이트: 신뢰할 수 있는 인증서가 자동으로 업데이트되도록 허용합니다(iOS 7.0 이상).
관리되지 않는 앱에 있는 관리되는 앱의 문서: 사용자가 관리되는(기업) 앱에서 관리되지 않는(개인) 앱으로 데이터를 이동할 수 있
도록 허용합니다.
관리되는 앱에 있는 관리되지 않는 앱의 문서: 사용자가 관리되지 않는(개인) 앱에서 관리되는(회사) 앱으로 데이터를 이동할 수 있
도록 허용합니다.
Apple에 진단 제출: 사용자의 장치에 대한 익명의 진단 데이터를 Apple에 보내도록 허용합니다.
장치의 잠금을 해제하기 위한 T ouch ID: 사용자가 지문을 사용하여 장치의 잠금을 해제하도록 허용합니다(iOS 7.0 이상).
잠겨 있을 경우 Passbook 알림: 잠금 화면에 Passbook 알림이 표시되도록 허용합니다(iOS 6.0 이상).
Handof f : 사용자가 한 iOS 장치에서 근처의 다른 iOS 장치로 활동을 이전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iOS 8.0 이상).
관리되는 앱에 대한 iCloud 동기화: 사용자가 관리되는 앱을 iCloud와 동기화하도록 허용합니다(iOS 8.0 이상).
엔터프라이즈 북에 대한 백업: 엔터프라이즈 북을 iCloud에 백업하도록 허용합니다(iOS 8.0 이상).
엔터프라이즈 북 동기화에 대한 메모 및 하이라이트: 사용자가 엔터프라이즈 북에 추가한 메모 및 하이라이트를 iCloud와 동기화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iOS 8.0 이상).
엔터프라이즈 앱 신뢰: 엔터프라이즈 응용 프로그램을 신뢰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iOS 9.0 이상).

https://docs.citrix.com

© 1999-2017 Citrix Systems, Inc. All rights reserved.

p.660

Spot light 에 대한 인터넷 결과: Spotlight가 인터넷뿐만 아니라 장치의 검색 결과를 표시하도록 허용합니다(iOS 8.0 이상).
감독되는 경우에만 해당되는 설정 - 허용
이러한 설정은 감독되는 장치에만 적용됩니다. iOS 장치를 감독 모드로 설정하는 단계는 Apple Conﬁgurator를 사용하여 iOS 장치를 감
독 모드로 전환을 참조하십시오.
모든 내용 및 설정 지우기: 사용자가 장치에서 모든 콘텐츠 및 설정을 지울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iOS 8.0 이상).
제한 구성: 사용자가 장치에서 자녀 보호 기능을 구성하도록 허용합니다(iOS 8.0 이상).
팟캐스트: 사용자가 팟캐스트를 다운로드하고 동기화하도록 허용합니다(iOS 8.0 이상).
구성 프로필 설치: 사용자가 배포된 구성 프로필과 다른 구성 프로필을 설치하도록 허용합니다(iOS 6.0 이상).
지문 수정: 사용자가 T ouch ID 지문을 변경하거나 삭제하도록 허용합니다(iOS 8.3 이상).
장치에서 앱 설치: (iOS 9.0 이상).
바로 가기 키: 사용자가 자주 사용하는 단어나 구에 대한 사용자 지정 바로 가기 키를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iOS 9.0 이상).
페어링된 Apple Wat ch: 사용자가 Apple Watch를 감독되는 장치와 페어링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iOS 9.0 이상).
암호 수정: 사용자가 감독되는 장치에서 암호를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iOS 9.0 이상).
장치 이름 수정: 사용자가 장치 이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배경 화면 수정: 사용자가 장치에서 배경 화면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iOS 9.0 이상).
자동으로 앱 다운로드(iOS 9.0 이상).
AirDrop: 사용자가 사진, 비디오, 웹 사이트, 위치 등을 인접한 iOS 장치와 공유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iOS 7.0 이상).
iMessage: 사용자가 iMessage를 사용하여 Wi-Fi를 통한 텍스트를 사용하도록 허용합니다(iOS 6.0 이상).
Siri 사용자 생성 콘텐츠: Siri가 웹에서 사용자 생성 콘텐츠를 쿼리하도록 허용합니다. 전통적인 저널리스트가 아닌 소비자가 사용자
생성 콘텐츠를 제작합니다. 예를 들어 T witter 또는 Facebook에서 찾은 콘텐츠가 사용자가 생성한 콘텐츠입니다(iOS 7.0 이상).
iBooks: 사용자가 iBooks 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iOS 6.0 이상).
앱 제거: 사용자가 장치에서 앱을 삭제하도록 허용합니다(iOS 7.0 이상).
게임 센터: 사용자가 장치에서 Game Center를 통해 온라인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iOS 6.0 이상).
친구 추가: 사용자가 게임을 할 친구에게 알림을 보낼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멀티플레이 게임: 사용자가 장치에서 멀티플레이 게임을 시작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계정 설정 수정: 사용자가 장치 계정 설정을 수정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iOS 7.0 이상).
앱 셀룰러 데이터 설정 수정: 앱이 셀룰러 데이터를 사용하는 방식을 사용자가 수정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iOS 7.0 이상).
내 친구 찾기 설정 수정: 사용자가 내 친구 찾기 설정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iOS 7.0 이상).
비 Conf igurat or 호스트와 페어링: 관리자가 사용자 장치가 페어링할 수 있는 장치를 제어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설정을 사용
하지 않도록 설정하면 Apple Configurator를 실행하는 감독되는 호스트 이외에는 페어링할 수 없습니다. 감독 호스트 인증서가 구성
되어 있지 않으면 모든 페어링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iOS 7.0 이상).
키보드 자동 완성: 사용자 장치가 키보드 자동 완성 기능을 사용하여 입력하는 단어를 제안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iOS 8.1.3 이상).
사용자가 추천 단어에 액세스하지 못하도록 하는 표준화된 테스트 관리와 같은 상황에서는 이 옵션을 비활성화하십시오.
키보드 자동 수정: 사용자 장치가 키보드 자동 수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iOS 8.1.3 이상). 사용자가 자동 수정에 액세스하
지 못하도록 하는 표준화된 테스트 관리와 같은 상황에서는 이 옵션을 비활성화하십시오.
키보드 맞춤법 검사: 입력하는 동안 사용자 장치가 맞춤법 검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iOS 8.1.3 이상). 사용자가 맞춤법 검
사에 액세스하지 못하도록 하는 표준화된 테스트 관리와 같은 상황에서는 이 옵션을 비활성화하십시오.
정의 조회: 입력하는 동안 사용자 장치가 정의 조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iOS 8.1.3 이상). 사용자가 입력하는 동안 정의를
조회하지 못하도록 하는 표준화된 테스트 관리와 같은 상황에서는 이 옵션을 비활성화하십시오.
단일 앱 번들 ID: 장치에 대한 제어 권한을 유지하고 다른 앱 또는 기능과의 상호 작용을 방지하도록 허용된 앱 목록을 만듭니다.
하나 이상의 앱을 추가하려면 추가를 클릭한 후 다음을 수행합니다.
a. 앱 이름: 앱 이름을 입력합니다.
b. 저장 또는 취소를 클릭합니다.
c. 추가할 각 앱에 대해 a 및 b 단계를 반복합니다.
팁: 기존 앱을 삭제하려면 앱 이름이 있는 행을 마우스 포인터로 가리킨 다음 오른쪽에서 휴지통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확인 대화 상
자가 나타납니다. 삭제를 클릭하여 목록을 삭제하거나 취소를 클릭하여 목록을 유지합니다.
기존 앱을 편집하려면 앱 이름이 있는 행을 마우스 포인터로 가리킨 다음 오른쪽에서 연필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뉴스: 사용자가 뉴스 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iOS 9.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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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e Music 서비스: 사용자가 Apple Music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iOS 9.3 이상). Apple Music 서비스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 Music 앱이 클래식 모드에서 실행됩니다.
iT unes Radio: 사용자가 iT unes Radio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iOS 9.3 이상).
알림 수정: 사용자가 알림 설정을 수정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iOS 9.3 이상).
제한된 앱 사용: 사용자가 제공된 번들 ID를 기반으로 모든 앱을 사용하거나 일부 앱을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도록 허용합니다(iOS
9.3 이상). 감독되는 장치에만 적용됩니다.
일부 앱을 차단하는 제한 장치 정책을 구성한 후 정책 배포: 나중에 해당 앱 중 일부 또는 전부를 허용하려는 경우 제한 장치 정
책을 변경하고 배포해도 제한이 변경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iOS가 변경 내용을 iOS 프로필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계속하려면
프로필 제거 정책을 사용하여 iOS 프로필을 제거한 후 업데이트된 제한 장치 정책을 배포해야 합니다.
이 설정을 Only allow some apps(일부 앱만 허용)으로 변경하는 경우: 이 정책을 배포하기 전에 Apple DEP를 사용하여 등록
된 장치의 사용자가 설정 도우미에서 Apple 계정에 로그인할 수 있도록 해당 사용자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용
자가 장치에서 2단계 인증을 사용하지 않도록 설정해야 Apple 계정에 로그인하고 허용된 앱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진단 제출 수정: 사용자가 설정의 진단 및 사용 현황 창에서 진단 제출 및 앱 분석 설정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iOS 9.3.2 이상).
Bluet oot h 수정: 사용자가 Bluetooth 설정을 수정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iOS 10.0 이상).
받아쓰기 허용: 감독되는 경우에만 해당. 이 제한을 꺼짐으로 설정하면 받아쓰기 입력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기본 설정은 켜짐입니다.
iOS 10.3 이상에 적용됩니다.
WiFi 정책에 따라 설치된 WiFi 네트워크에만 참가: 선택 사항입니다. 감독되는 경우에만 해당. 이 제한을 켜짐으로 설정하면 구성 프로
필을 통해 설정된 장치만 WiFi 네트워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기본 설정은 꺼짐입니다. iOS 10.3 이상에 적용됩니다.
메시지를 표시하지 않고 교실 앱이 AirPlay 및 화면 보기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 이 제한을 선택하면 권한에 대한 메시지 표시 없이
강사가 학생 장치에서 AirPlay 및 화면 보기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기본 설정은 선택 취소되어 있습니다. iOS 10.3(최소 버전)을 실행하는
감독되는 장치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메시지를 표시하지 않고 교실 앱이 앱 및 장치를 잠글 수 있도록 허용: 이 제한을 켜짐으로 설정하면 교실 앱이 사용자에게 메시지를 표
시하지 않고 자동으로 사용자 장치와 앱을 잠급니다. 기본 설정은 꺼짐입니다. iOS 11(최소 버전)을 실행하는 감독되는 장치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메시지를 표시하지 않고 교실 앱 클래스에 자동 참가: 이 제한을 켜짐으로 설정하면 교실 앱이 사용자에게 메시지를 표시하지 않고 사용
자를 자동으로 클래스에 참가시킵니다. 기본 설정은 꺼짐입니다. iOS 11(최소 버전)을 실행하는 감독되는 장치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AirPrint 허용: 이 제한을 꺼짐으로 설정하면 사용자가 AirPrint를 사용하여 인쇄할 수 없습니다. 기본 설정은 켜짐입니다. 이 제한이 켜
짐인 경우 다음과 같은 추가 제한이 표시됩니다. iOS 11(최소 버전)을 실행하는 감독되는 장치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키 집합에 AirPrint 자격 증명 저장 허용: 이 제한을 선택 취소하면 AirPrint 사용자 이름과 암호가 키 집합에 저장되지 않습니다. 기본
설정은 선택되어 있습니다. iOS 11(최소 버전)을 실행하는 감독되는 장치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iBeacon을 사용하여 AirPrint 프린터 검색 허용: 이 제한을 선택 취소하면 AirPrint 프린터에 대한 iBeacon 검색이 사용되지 않습니
다. 이렇게 하면 위장한 AirPrint Bluetooth 알림의 네트워크 트래픽 피싱이 방지됩니다. 기본 설정은 선택되어 있습니다. iOS 11(최소
버전)을 실행하는 감독되는 장치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인증서가 있는 대상에만 AirPrint 허용: 이 제한을 선택하면 사용자가 AirPrint를 사용하여 신뢰할 수 있는 인증서가
있는 대상에만 인쇄할 수 있습니다. 기본 설정은 선택 취소되어 있습니다. iOS 11(최소 버전)을 실행하는 감독되는 장치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VPN 구성 추가: 이 제한을 꺼짐으로 설정하면 사용자가 VPN 구성을 만들 수 없습니다. 기본 설정은 켜짐입니다. iOS 11(최소 버전)을 실
행하는 감독되는 장치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셀룰러 요금제 설정 수정: 이 제한을 꺼짐으로 설정하면 사용자가 셀룰러 요금제 설정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기본 설정은 켜짐입니다.
iOS 11(최소 버전)을 실행하는 감독되는 장치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앱 제거: 이 제한을 꺼짐으로 설정하면 사용자가 시스템 앱을 장치에서 제거할 수 없습니다. 기본 설정은 켜짐입니다. iOS 11(최
소 버전)을 실행하는 감독되는 장치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주변 장치 설정: 이 제한을 꺼짐으로 설정하면 사용자가 새로운 주변 장치를 설정할 수 없습니다. 기본 설정은 켜짐입니다. iOS
11(최소 버전)을 실행하는 감독되는 장치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안 - 잠금 화면에 표시
제어 센터: 잠금 화면에서 제어 센터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즉, 사용자가 비행기 모드, WiFi, Bluetooth, 방해 금지 모드 및
회전 잠금 설정을 쉽게 수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iOS 7.0 이상).
알림: 잠금 화면에서 알림을 허용합니다(iOS 7.0 이상).
오늘의 보기: 날씨 및 오늘 날짜의 일정 항목과 같은 정보를 잠금 화면에 집계하는 [오늘의 보기]를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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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콘텐츠 - 허용
음악, 팟캐스트 및 iT unes U의 성인 등급 자료: 사용자의 장치에 무삭제판 자료를 허용합니다.
iBooks의 성 관련 성인 등급 콘텐츠: iBooks에서 무삭제판 자료를 다운로드하도록 허용합니다(iOS 6.0 이상).
평가 지역: 유해 콘텐츠 차단 등급을 얻는 지역을 설정합니다. 목록에서 평가 지역을 설정할 국가를 클릭합니다. 기본값은 미국입니
다.
영화: 사용자 장치에서 영화를 허용할지 여부를 설정합니다. 영화가 허용된 경우 선택적으로 영화 등급을 설정합니다. 목록에서 장치
에 영화를 허용하거나 제한하는 옵션을 선택합니다. 기본값은 모든 영화 허용입니다.
T V 쇼: 사용자 장치에서 T V 쇼를 허용할지 여부를 설정합니다. T V 쇼가 허용된 경우 선택적으로 T V 쇼 등급을 설정합니다. 목록에서
장치에 T V 쇼를 허용하거나 제한하는 옵션을 선택합니다. 기본값은 모든 T V 쇼 허용입니다.
앱: 사용자 장치에서 앱을 허용할지 여부를 설정합니다. 앱이 허용된 경우 선택적으로 앱 등급을 설정합니다. 목록에서 장치에 앱을
허용하거나 제한하는 옵션을 선택합니다. 기본값은 모든 앱 허용입니다.
정책 설정
정책 제거 옆에서 날짜 선택 또는 제거할 때까지의 기간(시간)을 클릭합니다.
날짜 선택을 클릭하는 경우 달력을 클릭하여 제거할 날짜를 선택합니다.
사용자가 정책을 제거하도록 허용 목록에서 항상, 암호 필요 또는 안 함을 클릭합니다.
암호 필요를 클릭하는 경우 제거 암호 옆에 필요한 암호를 입력합니다.

macOS 설정
기본 설정
시스템 기본 설정에서 항목 제한: 시스템 기본 설정에 대한 사용자 액세스를 허용하거나 제한합니다. 기본값은 시스템 기본 설정에
대한 사용자의 전체 액세스를 허용하는 꺼짐입니다. 사용하는 경우 다음 설정을 구성합니다.
시스템 기본 설정 창: 선택한 설정을 사용할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기본값은 모든 설정을 사용하도록 설정하는 것이며, 기본적으
로 켜짐입니다.
사용자 및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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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내게 필요한 옵션
App Store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Bluetooth
CD 및 DVD
날짜 및 시간
데스크톱 및 화면 보호기
디스플레이
고정
절전
확장
FibreChannel
iCloud
잉크
인터넷 계정
키보드
언어 및 텍스트
Mission Control
마우스
네트워크
알림
자녀 보호
프린터 및 스캐너
프로필
보안 및 개인 정보
공유
사운드
받아쓰기 및 음성
Spotlight
시동 디스크
T ime Machine
트랙 패드
Xsan
앱
게임 센터 사용 허용: 사용자가 Game Center를 통해 온라인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기본값은 켜짐입니다.
게임 센터 친구 추가 허용: 사용자가 게임을 할 친구에게 알림을 보낼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기본값은 켜짐입니다.
멀티 플레이 게임 허용: 사용자가 멀티 플레이어 게임을 시작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기본값은 켜짐입니다.
게임 센터 계정 수정 허용: 사용자가 Game Center 계정 설정을 수정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기본값은 켜짐입니다.
App St ore 채택 허용: OS X에 존재하는 앱을 App Store에서 수정하도록 허용하거나 제한합니다. 기본값은 켜짐입니다.
Saf ari 자동 채우기 허용: Safari가 암호, 주소 및 다른 저장된 기본 정보로 웹 사이트의 필드를 자동으로 채우도록 허용합니다. 기본
값은 켜짐입니다.
앱을 설치 또는 업데이트하려면 관리자 암호가 필요함: 앱을 설치하거나 업데이트하려면 관리자 암호가 필요합니다. 기본값은 꺼
짐이며, 관리자 암호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App St ore를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전용 제한: App Store를 업데이트 전용으로 제한합니다. 업데이트를 제외한 App Store의 모든
탭이 비활성화됩니다. 기본값은 전체 App Store 액세스 권한을 허용하는 꺼짐입니다.
열기가 허용된 앱 제한: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앱을 제한하거나 허용합니다. 기본값은 모든 앱을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꺼짐입니
다. 사용하는 경우 다음 설정을 구성합니다.
허용되는 앱: 추가를 클릭하고 시작하도록 허용된 앱의 번들 ID와 이름을 입력한 다음 저장을 클릭합니다. 시작하도록 허용할 각
앱에 대해 이 단계를 반복합니다.
허용되지 않은 폴더: 추가를 클릭하고 사용자 액세스를 제한할 폴더의 파일 경로(예: /Applications/Utilities)를 입력한 다음 저장을
클릭합니다. 사용자가 액세스할 수 없게 하려는 모든 폴더에 대해 이 단계를 반복합니다.
허용되는 폴더: 추가를 클릭하고 사용자에게 액세스하도록 허가할 폴더의 파일 경로를 입력한 다음 저장을 클릭합니다. 사용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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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세스할 수 있게 하려는 모든 폴더에 대해 이 단계를 반복합니다.
위젯
다음 대시보드 위젯만 실행되도록 허용: 세계 시계 또는 계산기와 같이 사용자에게 실행하도록 허용된 대시보드 위젯을 허용하거나
제한합니다. 기본값은 사용자가 모든 위젯을 실행하도록 허용하는 꺼짐입니다. 사용하는 경우 다음 설정을 구성합니다.
허용되는 위젯: 추가를 클릭하고 실행하도록 허용된 위젯의 이름 및 ID를 입력한 다음 저장을 클릭합니다. 대시보드에서 실행하려
는 각 위젯에 대해 이 단계를 반복합니다.
미디어
AirDrop 허용: 사용자가 인접한 iOS 장치와 사진, 비디오, 웹 사이트, 위치 등을 공유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공유
새 공유 서비스를 자동으로 사용: 공유 서비스를 자동으로 사용할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메일: 공유 사서함을 허용할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Facebook: 공유 Facebook 계정을 허용할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비디오 서비스 - Flickr, Vimeo, T udou 및 Youku: 공유 비디오 서비스를 허용할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Apert ure에 추가: Aperture에 공유 기능을 추가하도록 허용할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Sina Weibo: 공유 Sina Weibo 마이크로 블로그 계정을 허용할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T wit t er: 공유 T witter 계정을 허용할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메시지: 메시지에 대한 공유 액세스를 허용할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iPhot o에 추가: iPhoto에 공유 기능을 추가하도록 허용할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읽기 목록에 추가: 읽기 목록에 공유 기능을 추가하도록 허용할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AirDrop: 공유 AirDrop 계정을 허용할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기능
데스크톱 바탕 화면 잠금: 사용자가 바탕 화면 사진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기본값은 사용자가 바탕 화면 사진을 변
경할 수 있는 꺼짐입니다.
카메라 사용 허용: 사용자가 Mac에서 카메라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기본값은 사용자가 카메라를 사용할 수 없는 꺼
짐입니다.
Apple Music 허용: 사용자가 Apple Music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macOS 10.12 이상). Apple Music 서비스를 허용
하지 않는 경우 Music 앱이 클래식 모드에서 실행됩니다. 감독되는 장치에만 적용됩니다. 기본값은 켜짐입니다.
Spot light 제안 허용: 사용자가 Spotlight 제안을 사용하여 Mac을 검색하고 인터넷, iT unes 및 App Store의 Spotlight 제안을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기본값은 사용자가 Spotlight 제안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꺼짐입니다. Spotlight 제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pple의 Spotlight 제안에 관하여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조회 허용: 사용자가 상황에 맞는 메뉴 또는 Spotlight 검색 메뉴를 사용하여 단어의 정의를 조회할 수 있는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기
본값은 사용자가 Mac에서 조회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꺼짐입니다.
로컬 계정에 iCloud 암호 사용 허용: 사용자가 Apple ID 및 iCloud 암호를 사용하여 Mac에 로그온할 수 있는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도록 설정하면 사용자가 Mac의 모든 로그인 화면에서 하나의 ID와 암호만 사용하게 됩니다. 기본값은 사용자가
Apple ID 및 iCloud 암호를 사용하여 Mac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켜짐입니다.
iCloud 문서 및 데이터 허용: 사용자가 Mac에서 iCloud에 저장된 문서 및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허용할지 여부를 선택합니
다. 기본값은 사용자가 Mac에서 iCloud 문서 및 데이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꺼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Apple의 iCloud 도큐멘트
및 데이터 설정하기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iCloud 바탕 화면 및 문서 허용: (macOS 10.12.4 이상) 기본적으로 선택됩니다.
iCloud 키 집합 동기화 허용: iCloud 키 집합 동기화를 허용합니다(macOS 10.12 이상). 기본값은 켜짐입니다.
iCloud 메일 허용: 사용자가 iCloud 메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macOS 10.12 이상). 기본값은 켜짐입니다.
iCloud 연락처 허용: 사용자가 iCloud 연락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macOS 10.12 이상). 기본값은 켜짐입니다.
iCloud 일정 허용: 사용자가 iCloud 일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macOS 10.12 이상). 기본값은 켜짐입니다.
iCloud 미리 알림 허용: 사용자가 iCloud 미리 알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macOS 10.12 이상). 기본값은 켜짐입니다.
iCloud 책갈피 허용: 사용자가 iCloud 책갈피를 동기화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macOS 10.12 이상). 기본값은 켜짐입니다.
iCloud 메모 허용: 사용자가 iCloud 메모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macOS 10.12 이상). 기본값은 켜짐입니다.
iCloud 사진 허용: 이 설정을 꺼짐으로 변경하면 iCloud 사진 라이브러리에서 완벽하게 다운로드되지 않은 모든 사진이 로컬 장치 스
토리지에서 제거됩니다(macOS 10.12 이상). 기본값은 켜짐입니다.
자동 잠금 해제 허용: 이 옵션 및 Apple Watch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tp://www.imore.com/auto-unlock을 참조하십시오(macOS
10.12 이상). 기본값은 켜짐입니다.
T ouch ID를 통한 Mac 잠금 해제 허용: (macOS 10.12.4 이상). 기본값은 켜짐입니다.
정책 설정
정책 제거 옆에서 날짜 선택 또는 제거할 때까지의 기간(시간)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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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선택을 클릭하는 경우 캘린더를 클릭하여 제거할 날짜를 선택합니다.
사용자가 정책을 제거하도록 허용 목록에서 항상, 암호 필요 또는 안 함을 클릭합니다.
암호 필요를 클릭하는 경우 제거 암호 옆에 필요한 암호를 입력합니다.
프로필 범위 목록에서 사용자 또는 시스템을 클릭합니다(macOS 10.7 이상).

카메라: 사용자가 장치에서 카메라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꺼짐인 경우 카메라가 사용되지 않습니다. 기본값은 켜
짐입니다.

Android for Work의 작업 프로필 모드에서 장치를 등록할 때 기본적으로 USB Debugging(USB 디버깅) 및 Unknown Sources(알
수 없는 원본) 설정은 사용되지 않도록 설정됩니다.
디버깅: USB를 통한 디버깅을 허용합니다(Android 5.0 이상). 기본값은 꺼짐입니다.
파일 전송: USB를 통한 파일 전송을 허용합니다(Android 5.0 이상). 기본값은 꺼짐입니다.
테더링: 사용자가 휴대용 핫스폿을 구성하고 데이터를 테더링할 수 있습니다(Android 5.0 이상). 기본값은 꺼짐입니다.
Google Play 이외의 앱 허용: Google Play 이외의 스토어에서 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합니다(Android 5.0 이상). 기본값은 꺼
짐입니다.
복사 및 붙여넣기 허용: Android for Work 프로필의 앱과 개인 영역의 앱 간에 클립보드를 사용한 복사 및 붙여넣기를 허용하
거나 차단합니다(Android 5.0 이상). 기본값은 꺼짐입니다.
앱 확인 사용: OS에서 앱을 검사하여 악성 동작을 검색할 수 있도록 합니다(Android 5.0 이상). 기본값은 켜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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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용 프로그램 설정의 사용자 제어 허용: 사용자가 앱을 제거하고, 앱을 사용하지 않도록 설정하고, 캐시 및 데이터를 지우고,
앱을 강제로 중지하고, 기본값을 지울 수 있습니다(Android 5.0 이상). 기본값은 꺼짐입니다.
장치 연락처에 작업 프로필 연락처 허용: 수신 전화에 대해 관리되는 Android for Work 프로필에 있는 연락처가 상위 프로필
에 표시됩니다(Android 7.0 이상). 기본값은 꺼짐입니다.

Samsung SAFE 설정
참고: 일부 옵션은 특정 Samsung 모바일 기기 관리 API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옵션에는 관련 버전 정보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하드웨어 제어 허용
ODE 신뢰할 수 있는 부팅 확인 사용: ODE 신뢰할 수 있는 부팅 확인을 사용하여 부트 로더에서 시스템 이미지까지 신뢰 체인을 설정
합니다.
개발 모드 허용: 사용자가 장치에서 개발자 설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긴급 호출만 허용: 사용자가 장치에서 긴급 통화 전용 모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펌웨어 복구 허용: 사용자가 장치에서 펌웨어를 복구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빠른 암호화 허용: 사용된 메모리 공간의 암호화만 허용합니다. 반대로, 전체 디스크 암호화는 설정, 응용 프로그램 데이터, 다운로드
한 파일 및 응용 프로그램, 미디어 및 기타 파일을 비롯한 모든 데이터를 암호화합니다.
Common Crit eria 모드: 장치를 Common Criteria 모드로 만듭니다. Common Criteria 구성은 엄격한 보안 프로세스를 적용합니다.
공장 기본값으로 재설정: 사용자가 장치에서 출고 기본값으로 재설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날짜 시간 변경: 사용자가 장치에서 날짜 및 시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DOD 다시 부팅 배너: 사용자의 장치가 다시 시작되면 DoD에서 승인 시스템 사용 알림 메시지 또는 배너를 표시합니다.
설정 변경 사항: 사용자가 장치에서 설정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백업: 사용자가 장치에서 응용 프로그램 및 시스템 데이터를 백업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무선 업그레이드: 사용자의 장치가 무선으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수신하도록 허용합니다(MDM 3.0 이상).
백그라운드 데이터: 앱이 백그라운드에서 데이터를 동기화하도록 허용합니다.
카메라: 사용자가 장치에서 카메라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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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립보드: 사용자가 장치의 클립보드에 데이터를 복사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클립보드 공유: 사용자가 장치와 컴퓨터 간에서 클립보드 콘텐츠를 공유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MDM 4.0 이상).
홈 키: 사용자가 장치에서 홈 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마이크: 사용자가 장치에서 마이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모의 위치: 사용자가 GPS 위치를 조작할 수 있도록 용합니다.
NFC: 사용자가 장치에서 NFC(근거리 통신)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MDM 3.0 이상).
전원 끄기: 사용자가 장치를 끌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MDM 3.0 이상).
스크린샷: 사용자가 장치에서 스크린샷을 찍을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SD 카드: 가능한 경우 사용자가 장치에서 SD 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음성 다이얼: 사용자가 장치에서 음성 다이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MDM 4.0 이상).
SBeam: 사용자가 NFC 및 Wi-Fi Direct를 사용하여 다른 사용자와 콘텐츠를 공유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MDM 4.0 이상).
SVoice: 사용자가 장치에서 지능형 개인 비서 및 지식 탐색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MDM 4.0 이상).
여러 사용자 허용: 여러 사용자가 장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MDM 4.0 이상). 기본값은 꺼짐입니다.
앱 허용
브라우저: 사용자가 웹 브라우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Yout ube: 사용자가 YouT ube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Google Play/Market place: 사용자가 Google Play 및 Google Apps Marketplace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Google Play 이외의 앱 허용: 사용자가 Google Play 및 Google Apps Marketplace 이외의 사이트에서 앱을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켜짐인 경우 사용자가 장치의 보안 설정을 사용하여 알 수 없는 원본의 앱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앱 중지: 사용자가 미리 설치된 시스템 앱을 비활성화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MDM 4.0 이상).
응용 프로그램 사용 안 함: 켜짐인 경우 Samsung SAFE 장치에서 지정된 목록의 앱이 실행되지 않도록 차단합니다.
네트워크
들어오는 MMS: 사용자가 MMS 메시지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들어오는 SMS: 사용자가 SMS 메시지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나가는 MMS: 사용자가 MMS 메시지를 보낼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나가는 SMS: 사용자가 SMS 메시지를 보낼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사용자 추가 프로필 VPN:
Bluet oot h: 사용자가 Bluetooth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테더링: 사용자가 Bluetooth 연결을 사용하여 다른 장치와 모바일 데이터 연결을 공유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WiFi: 사용자가 WiFi 네트워크에 연결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테더링: 사용자가 WiFi 연결을 사용하여 다른 장치와 모바일 데이터 연결을 공유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직접: 사용자가 WiFi 연결을 통해 다른 장치에 직접 연결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MDM 4.0 이상).
상태 변경: 앱이 WiFi 연결 상태를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사용자 정책 변경 사항: 사용자가 WiFi 정책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선택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는 WiFi 사용자 이름 및 암
호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선택한 경우 사용자가 모든 WiFi 정책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테더링: 사용자가 다른 장치와 모바일 데이터 연결을 공유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셀룰러 데이터: 사용자가 데이터에 대해 셀룰러 연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로밍 허용: 로밍하는 동안 사용자가 셀룰러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기본값은 사용자의 장치에서 로밍을 비활성화하
는 꺼짐입니다.
보안 통신만: 사용자가 보안 연결만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MDM 4.0 이상).
Android Beam: 사용자가 NFC를 사용하여 장치의 웹 페이지, 사진, 비디오 또는 기타 콘텐츠를 다른 장치로 보낼 수 있도록 허용합니
다(MDM 4.0 이상).
오디오 녹음: 사용자가 장치에서 오디오를 녹음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MDM 4.0 이상).
비디오 녹음: 사용자가 장치에서 비디오를 녹음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MDM 4.0 이상).
위치 서비스: 사용자가 장치에서 GPS를 켤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일별 제한(MB): 사용자가 하루에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데이터의 양(MB)을 입력합니다. 기본값은 이 기능은 비활성화하는 0입니다
(MDM 4.0 이상).
주별 제한(MB): 사용자가 한 주에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데이터의 양(MB)을 입력합니다. 기본값은 이 기능은 비활성화하는 0입니다
(MDM 4.0 이상).
월별 제한(MB): 사용자가 한 달에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데이터의 양(MB)을 입력합니다. 기본값은 이 기능은 비활성화하는 0입니다
(MDM 4.0 이상).
USB 동작 허용 사용자의 장치와 컴퓨터 간에서 USB 연결을 허용합니다.
디버깅: USB를 통한 디버깅을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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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트 스토리지: USB 장치가 연결될 때 사용자의 장치가 USB 호스트로 작동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그러면 사용자의 장치가 USB
장치에 전원을 공급합니다.
대용량 스토리지: USB 연결을 통해 사용자의 장치와 컴퓨터 간에서 대용량 데이터 파일을 전송하도록 허용합니다.
Kies 미디어 플레이어: 사용자가 Samsung Kies 도구를 사용하여 장치와 컴퓨터 간에서 파일을 동기화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테더링: 사용자가 USB 연결을 통해 다른 장치와 모바일 데이터 연결을 공유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Samsung KNOX 설정
참고: 이러한 옵션은 Samsung KNOX Premium(KNOX 2.0)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 사용 허용: 사용자가 장치에서 카메라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해지 확인 허용: 해지된 인증서를 확인하도록 설정합니다.
앱을 컨테이너로 이동: 사용자가 KNOX 컨테이너와 장치의 개인 영역 간에서 앱을 이동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다중 단계 인증 적용: 사용자는 지문과 함께 암호 또는 PIN과 같은 다른 인증 방법을 사용하여 장치를 열어야 합니다.
T IMA 키 저장소 사용: T IMA 키 저장소는 대칭 키에 대한 T rustZone 기반의 보안 키 저장소를 제공합니다. RSA 키 쌍 및 인증서는 저장을
위해 기본 키 저장소 공급자로 라우팅됩니다.
컨테이너에 대한 인증 적용: 장치의 잠금을 해제할 때 사용한 KNOX 컨테이너를 열려면 별도의 다른 인증을 사용하십시오.
공유 목록: 사용자가 공유 방법 목록의 앱 간에서 콘텐츠를 공유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감사 로그 사용: 장치의 법의학 분석을 위한 이벤트 감사 로그 만들기를 사용하도록 설정합니다.
보안 키패드 사용: 사용자가 KNOX 컨테이너 내부의 보안 키보드를 사용하도록 강제합니다.
Google 앱 사용: 사용자가 Google 모바일 서비스에서 KNOX 컨테이너로 앱을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인증 스마트 카드 브라우저: 스마트 카드 판독기가 탑재된 장치에서 브라우저 인증을 사용하도록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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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dows Phone 및 Windows 데스크톱/태블릿 설정
WiFi 설정
WiFi 허용: 장치가 WiFi 네트워크에 연결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Windows Phone에만 해당합니다.
인터넷 공유 허용: 장치가 WiFi 핫스폿으로 전환되어 다른 장치와 인터넷 연결을 공유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WiFi 감지 핫스폿에 자동 연결 허용: 장치가 WiFi Sense 핫스폿에 자동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옵션이 작동하려면 위
치 서비스를 사용하도록 설정해야 합니다. WiFi Sense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indows Phone WiFi Sense FAQ를 참조하십시오.
수동 구성 허용: 사용자가 WiFi 연결을 수동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Windows Phone에만 해당합니다.
연결
NFC 허용: 장치가 NFC(근거리 통신) 태그 또는 다른 NFC 지원 전송 장치와 통신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Windows Phone에만 해당
합니다.
Bluet oot h 허용: 장치가 Bluetooth를 통해 연결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Windows Phone에만 해당합니다.
셀룰러를 통한 VPN 허용: 장치가 VPN을 통해 셀룰러 네트워크에 연결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로밍하는 동안 셀룰러를 통한 VPN 허용: 장치가 셀룰러 네트워크를 통해 로밍할 때 장치가 VPN을 통해 연결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
다.
USB 연결 허용: 데스크톱이 USB 연결을 통해 장치의 저장소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Windows Phone에만 해당합니다.
셀룰러 데이터 로밍 허용: 로밍하는 동안 사용자가 셀룰러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계정
Microsof t 계정 연결 허용: 장치가 전자 메일과 관련이 없는 연결 인증 및 서비스에 대해 Microsoft 계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
니다.
Microsof t 이외의 전자 메일 허용: 사용자가 Microsoft 이외의 전자 메일 계정을 추가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검색: Windows Phone에만 해당합니다.
검색에서 위치를 사용하도록 허용: 검색에서 장치의 위치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성인 콘텐츠 필터링: 성인 콘텐츠를 허용합니다. 기본값은 성인 콘텐츠를 필터링하지 않는 꺼짐입니다.
Bing Vision에서 이미지를 저장하도록 허용: Bing Vision 검색을 수행할 때 Bing Vision이 캡처한 이미지를 저장할 수 있도록 허용합
니다.
시스템
스토리지 카드 허용: 장치가 스토리지 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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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 분석: 목록에서 옵션을 클릭하여 장치가 원격 분석 정보를 보내는 것을 허용하거나 제한합니다. 기본값은 허용입니다. 다른 옵션
은 허용 안 함 및 허용, 보조 데이터 요청 제외입니다.
위치 서비스 허용: 위치 서비스를 허용합니다.
내부 빌드에 대한 미리 보기 허용: 사용자가 Microsoft 내부 빌드를 미리 볼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카메라: Windows 데스크톱/태블릿에만 해당합니다.
카메라 사용 허용: 사용자가 장치의 카메라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Bluet oot h: Windows 데스크톱/태블릿에만 해당합니다.
검색 가능 모드 허용: Bluetooth 장치가 로컬 장치를 찾을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로컬 장치 이름: 로컬 장치의 이름입니다.
보안: Windows Phone에만 해당합니다.
수동 루트 인증서 설치 허용: 사용자가 루트 인증서를 수동으로 설치하도록 허용합니다.
장치 암호화 필요: 장치 암호화를 요구합니다. 장치에서 암호화를 사용하도록 설정한 후에는 다시 사용하지 않도록 설정할 수 없습니
다. 기본값은 꺼짐입니다.
복사 및 붙여넣기 허용: 사용자가 장치에서 데이터를 복사하여 붙여 넣을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화면 캡처 허용: 사용자가 장치에서 화면 캡처를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음성 녹음 허용: 사용자가 장치에서 음성 녹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Of f ice 파일을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도록 허용: 사용자가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사용하여 Office 파일을 저장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
다.
관리 센터 알림 허용: 장치 잠금 화면에 관리 센터 알림을 허용합니다.
Cort ana 허용: 사용자가 지능형 개인 비서 및 지식 탐색기인 Cortana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장치 설정 동기화 허용: 로밍 중에 사용자가 Windows Phone 8.1 장치 간에서 설정을 동기화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환경: Windows 데스크톱/태블릿에만 해당합니다.
Cort ana 허용: 사용자가 지능형 개인 비서 및 지식 탐색기인 Cortana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장치 검색 허용: 네트워크를 통한 장치 검색을 허용합니다.
MDM 수동 등록 해제 허용: 사용자가 수동으로 XenMobile MDM에서 장치의 등록을 해제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장치 설정 동기화 허용: 로밍 중에 사용자가 Windows 10 장치 간에서 설정을 동기화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위쪽 잠금: Windows 데스크톱/태블릿에만 해당합니다.
알림 허용: 잠금 화면에 알림 메시지를 허용합니다. Windows 데스크톱/태블릿에만 해당합니다.
앱
스토어 액세스 허용: 사용자가 Microsoft Store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Windows Phone에만 해당합니다.
개발자 잠금 해제 허용: 사용자가 장치를 Microsoft에 등록하고 Windows Phone 앱 스토어에 없는 앱을 개발하거나 설치할 수 있도
록 허용합니다. Windows Phone에만 해당합니다.
웹 브라우저 액세스 허용: 장치에서 Internet Explorer를 허용합니다. Windows Phone에만 해당합니다.
앱 스토어 자동 업데이트 허용: 앱 스토어에서 앱이 자동으로 업데이트되도록 허용합니다. Windows 데스크톱/태블릿에만 해당합
니다.
개인정보 보호: Windows 데스크톱/태블릿에만 해당합니다.
개인 설정 입력 허용: 입력 개인 설정 서비스가 실행되어 사용자의 입력 내용에 따라 펜 및 터치 키보드 등의 예측 입력을 개선할 수 있
도록 허용합니다.
설정: Windows 데스크톱/태블릿에만 해당합니다.
자동 재생 허용: 사용자가 자동 재생 설정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데이터 센스 허용: 사용자가 데이터 센스 설정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날짜/시간 허용: 사용자가 날짜 및 시간 설정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언어 허용: 사용자가 언어 설정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절전 모드 허용: 사용자가 전원 및 절전 모드 설정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지역 허용: 사용자가 지역 설정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로그인 옵션 허용: 사용자가 로그인 설정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회사 허용: 사용자가 회사 설정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사용자 계정 허용: 사용자가 계정 설정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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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azon 설정
하드웨어 제어 허용
공장 기본값으로 재설정: 사용자가 장치에서 공장 기본값으로 재설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프로필: 사용자가 장치의 하드웨어 프로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앱 허용
Amazon Appst ore 이외의 앱: 사용자가 Amazon Appstore 이외의 앱을 장치에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소셜 네트워크: 사용자가 장치에서 소셜 네트워크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네트워크
Bluet oot h: 사용자가 Bluetooth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WiFi 전환: 앱이 WiFi 연결 상태를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WiFi 설정: 사용자가 WiFi 설정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셀룰러 데이터: 사용자가 데이터에 대해 셀룰러 연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데이터 로밍: 로밍하는 동안 사용자가 셀룰러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위치 서비스: 사용자가 GPS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USB 동작:
디버깅: 사용자의 장치가 디버깅을 위해 USB를 통해 컴퓨터에 연결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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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dows Mobile/CE 설정
Bluet oot h/적외선 빔(Obex): Bluetooth 또는 적외선 기반 OBEX(OBject EXchange 프로토콜)를 사용하여 장치 간에서 데이터를 교환
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 사용자의 장치에서 카메라를 사용하도록 설정합니다.
WiFi 전환: 사용자가 WiFi 네트워크를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Bluet oot h: 사용자의 장치에서 Bluetooth를 사용하도록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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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밍 장치 정책
Feb 21, 20 18

사용자의 iOS 및 Windows Mobile/CE 장치에서 음성 및 데이터 로밍을 허용할 것인지 여부를 구성하는 장치 정책을 XenMobile
에서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음성 로밍을 사용하지 않도록 설정하면 데이터 로밍이 자동으로 비활성화됩니다. iOS의 경우 iOS 5.0
이상의 장치에서만 이 정책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XenMobile 콘솔에서 구성 > 장치 정책을 클릭합니다. 장치 정책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2. 추가를 클릭합니다. 새 정책 추가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3. 자세히를 클릭한 다음 네트워크 액세스 아래에서 로밍을 클릭합니다. 로밍 정책 정보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4. 정책 정보 창에서 다음 정보를 입력합니다.
정책 이름: 정책을 설명하는 이름을 입력합니다.
설명: 필요한 경우 정책의 설명을 입력합니다.
5. 다음을 클릭합니다. 플랫폼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6. 플랫폼 아래에서 추가할 플랫폼을 선택합니다. 하나의 플랫폼에 대해서만 구성하는 경우 다른 플랫폼의 선택을 취소합니다.
플랫폼에 대한 설정을 모두 구성했으면 7단계에서 해당 플랫폼의 배포 규칙을 설정하는 방법을 확인하십시오.

다음 설정을 구성합니다.
음성 로밍 사용 안 함: 음성 로밍을 사용하지 않을 것인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이 옵션을 사용하도록 설정하면 데이터 로밍이
자동으로 비활성화됩니다. 기본값은 꺼짐, 즉 음성 로밍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데이터 로밍 사용 안 함: 데이터 로밍을 사용하지 않을 것인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이 옵션은 음성 로밍이 활성화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본값은 꺼짐, 즉 데이터 로밍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다음 설정을 구성합니다.
로밍하는 동안
주문형 연결만 사용: 사용자가 장치에서 수동으로 연결을 트리거하거나 모바일 응용 프로그램이 강제 연결을 요청(예:
Exchange Server가 그렇게 설정된 경우 푸시 메일 요청)하는 경우에만 XenMobile에 연결합니다. 이 옵션을 선택하면 기본
장치 연결 일정 정책을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XenMobile이 관리하는 연결을 제외한 모든 셀룰러 연결 차단: XenMobile 응용 프로그램 터널 또는 다른 XenMobile 장치
관리 작업에서 공식적으로 선언된 데이터 트래픽을 제외하고 다른 데이터는 장치에서 보내거나 받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이 옵션을 선택하면 장치의 웹 브라우저를 통한 모든 인터넷 연결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XenMobile이 관리하는 모든 셀룰러 연결 차단: XenMobile 터널을 통해 전송되는 모든 응용 프로그램 데이터(XenMobile
Remote Support 포함)가 차단됩니다. 하지만 순수한 장치 관리와 관련된 데이터 트래픽은 차단되지 않습니다.
XenMobile에 대한 모든 셀룰러 연결 차단: 이 경우 장치가 USB, WiFi 또는 해당 기본 이동 통신 사업자 셀룰러 네트워크를
통해 다시 연결될 때까지 장치와 XenMobile 간에 트래픽이 전송되지 않습니다.
국내 로밍하는 동안
국내 로밍 무시: 사용자가 국내 로밍하는 동안 데이터가 차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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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배포 규칙을 구성하고 배달 그룹을 선택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장치 정책 추가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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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sung MDM 라이센스 키 장치 정책
Feb 21, 20 18

ELM 라이센스 키: XenMobile은 ELM 라이센스 키를 생성하는 매크로로 이 필드를 미리 채웁니다. 필드가 비어 있는 경우 매
크로 ${elm.license.key}를 입력합니다.

E-FOTA 정책을 구성하려면:
1. Samsung에서 받은 키 및 라이센스 정보를 사용하여 Samsung MDM 라이센스 키 장치 정책을 만듭니다. 그러면 XenMobile
Server가 정보의 유효성을 확인하고 정보를 등록합니다.
ELM 라이센스 키를 입력합니다. XenMobile은 ELM 라이센스 키를 생성하는 매크로로 이 필드를 미리 채웁니다. 필드가 비어
있는 경우 매크로 ${elm.license.key}를 입력합니다.
E-FOTA 패키지를 구입할 때 Samsung에서 제공한 다음 정보를 입력합니다.
Enterprise FOTA 고객 ID
Enterprise FOTA 라이센스
클라이언트 ID
클라이언트 암호
2. OS 업데이트 제어 장치 정책을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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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설정을 구성합니다.
Enable Enterprise FOTA(Enterprise FOTA 사용): 켜짐으로 설정합니다.
Enterprise FOTA 라이센스 키: 1단계에서 만든 Samsung MDM 라이센스 키 정책 이름을 선택합니다.
3. OS 업데이트 제어 정책을 Secure Hub에 배포합니다.

다음 설정을 구성합니다.
KNOX 라이센스 키: Samsung에서 받은 KNOX 라이센스 키를 입력합니다.

메모
참고
정책 구성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는 장치 정책 추가를 참조하십시오.

https://docs.citrix.com

© 1999-2017 Citrix Systems, Inc. All rights reserved.

p.677

Samsung SAFE 방화벽 장치 정책
Feb 21, 20 18

이 정책을 사용하면 Samsung 장치에 대한 방화벽 설정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허용하거나 차단할 IP 주소, 포트 및 호스트 이름
을 입력합니다. 프록시 및 프록시 경로 조정 설정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 정책을 추가하려면 구성 > 장치 정책으로 이동합니다.
테이블에 항목을 추가한 후: 기존 항목을 편집하려면 목록이 포함된 줄 위로 마우스 포인터를 이동하고 오른쪽의 펜 아이콘을 클
릭합니다. 기존의 항목을 삭제하려면 목록이 포함된 줄 위로 마우스 포인터를 이동한 후 오른쪽의 휴지통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호스트 허용/거부
: 액세스를 허용하거나 거부할 각 호스트에 대해 추가를 클릭하고 다음을 구성합니다.
호스트 이름/IP 범위: 영향을 줄 사이트의 호스트 이름 또는 IP 주소 범위입니다.
포트/포트 범위: 포트 또는 포트 범위입니다.
허용/거부 규칙 필터: 화이트리스트를 클릭하여 사이트 액세스를 허용하거나 블랙리스트를 클릭하여 사이트 액세스를 거
부합니다.
경로 조정 구성
: 구성할 각 프록시에 대해 추가를 클릭하고 다음을 구성합니다.
호스트 이름/IP 범위: 프록시 경로 조정의 호스트 이름 또는 IP 주소 범위입니다.
포트/포트 범위: 프록시 경로 조정의 포트 또는 포트 범위입니다.
프록시 IP: 프록시 경로 조정의 프록시 IP 주소입니다.
프록시 포트: 프록시 경로 조정의 프록시 포트입니다.
프록시 구성
프록시 IP: 프록시 서버의 IP 주소입니다.
포트: 프록시 서버 포트입니다.

메모
정책 구성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는 장치 정책 추가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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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EP 장치 정책
Feb 21, 20 18

이 정책을 사용하면 SCEP(단순 인증서 등록 프로토콜)를 사용하여 외부 SCEP 서버에서 인증서를 검색하도록 iOS 및 macOS 장
치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XenMobile에 연결된 PKI에서 SCEP를 사용하여 장치에 인증서를 제공하려면 분산 모드에서 PKI 엔터
티 및 PKI 공급자를 만들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PKI 엔터티를 참조하십시오.
iOS 설정
macOS 설정
1. XenMobile 콘솔에서 구성 > 장치 정책을 클릭합니다. 장치 정책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2. 추가를 클릭합니다. 새 정책 추가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3. 더 보기를 확장하고 보안에서 SCEP을 클릭합니다. SCEP 정책 정보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4. 정책 정보 창에서 다음 정보를 입력합니다.
정책 이름: 정책을 설명하는 이름을 입력합니다.
설명: 정책에 대한 선택적 설명을 입력합니다.
5. 다음을 클릭합니다. 플랫폼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6. 플랫폼 아래에서 추가할 플랫폼을 선택합니다. 하나의 플랫폼에 대해서만 구성하는 경우 다른 플랫폼의 선택을 취소합니다.
플랫폼에 대한 설정을 모두 구성했으면 7단계에서 해당 플랫폼의 배포 규칙을 설정하는 방법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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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설정을 구성합니다.
URL 기준: HT T P 또는 HT T PS를 통해 SCEP 요청을 전송할 SCEP 서버 주소를 입력합니다. 개인 키는 CSR(인증서 서명 요청)로
전송되지 않으므로 요청을 암호화되지 않은 상태로 보내도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회용 암호를 재사용하는 것이 허용
되므로 HT T PS를 사용하여 암호를 보호해야 합니다. 이 단계는 필수 단계입니다.
인스턴스 이름: SCEP 서버가 인식하는 문자열을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example.org와 같은 도메인 이름을 입력할 수 있습니
다. CA에 여러 CA 인증서가 있는 경우 이 필드를 사용하여 필요한 도메인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는 필수 단계입니다.
주체 X.500 이름(RFC 2253): OID(개체 식별자) 및 값 배열로 나타나는 X.500 이름의 표현을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C=US/O=Apple Inc./CN=foo/1.2.5.3=bar는 [ [ ["C", "US"] ], [ ["O", "Apple Inc."] ], ..., [ ["1.2.5.3", "bar" ] ] ]로 변환될 수 있습니
다. 국가(C), 지역(L), 시/도(ST ), 조직(O), 조직 구성 단위(OU) 및 일반 이름(CN)에 대한 바로 가기가 포함된 점 형식 숫자로 OID
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주체 대체 이름 유형: 목록에서 대체 이름 유형을 클릭합니다. SCEP 정책은 CA의 인증서 발급에 필요한 값을 제공하는 선택적
대체 이름 유형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없음, RFC 822 이름, DNS 이름 또는 URI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최대 재시도 횟수: SCEP 서버가 PENDING 응답을 보내는 경우 장치에서 재시도할 횟수를 입력합니다. 기본값은 3입니다.
재시도 지연: 다음 재시도 전에 대기할 시간을 초로 입력합니다. 첫 번째 재시도는 지연 없이 시도됩니다. 기본값은 10입니다.
챌린지 암호: 미리 공유한 암호를 입력합니다.
키 크기(비트): 목록에서 키 크기(비트)를 1024 또는 2048 중에서 클릭합니다. 기본값은 1024입니다.
디지털 서명으로 사용: 인증서를 디지털 서명으로 사용할지 여부를 지정합니다. 인증서를 사용하여 디지털 서명을 확인하는
경우, 예를 들어 CA에서 발급된 인증서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SCEP 서버가 공개 키를 사용하여 해시를 해독하기 전에 이
방식으로 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키 암호화에 사용: 인증서를 키 암호화에 사용할지 여부를 지정합니다. 서버에서 클라이언트가 제공한 인증서의 공개 키를 사
용하여 데이터가 개인 키를 사용하여 암호화되었는지 확인하는 경우 인증서를 키 암호화에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먼저 확
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작업에 실패합니다.
SHA1/MD5 지문(16진수 문자열): CA에서 HT T P를 사용하는 경우 이 필드를 사용하여 CA 인증서 지문을 제공합니다. 이 지문
은 등록 시 장치에서 CA 응답의 진위를 확인하는 데 사용됩니다. SHA1 또는 MD5 지문을 입력하거나 서명을 가져올 인증서
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정책 설정
정책 설정의 정책 제거 옆에서 날짜 선택 또는 제거할 때까지의 기간(시간)을 클릭합니다.
날짜 선택을 클릭하는 경우 달력을 클릭하여 제거할 날짜를 선택합니다.
사용자가 정책을 제거하도록 허용 목록에서 항상, 암호 필요 또는 안 함을 클릭합니다.
암호 필요를 클릭하는 경우 제거 암호 옆에 필요한 암호를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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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설정을 구성합니다.
URL 기준: HT T P 또는 HT T PS를 통해 SCEP 요청을 전송할 SCEP 서버 주소를 입력합니다. 개인 키는 CSR(인증서 서명 요청)로
전송되지 않으므로 요청을 암호화되지 않은 상태로 보내도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회용 암호를 재사용하는 것이 허용
되므로 HT T PS를 사용하여 암호를 보호해야 합니다. 이 단계는 필수 단계입니다.
인스턴스 이름: SCEP 서버가 인식하는 문자열을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example.org와 같은 도메인 이름을 입력할 수 있습니
다. CA에 여러 CA 인증서가 있는 경우 이 필드를 사용하여 필요한 도메인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는 필수 단계입니다.
주체 X.500 이름(RFC 2253): OID(개체 식별자) 및 값 배열로 나타나는 X.500 이름의 표현을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C=US/O=Apple Inc./CN=foo/1.2.5.3=bar는 [ [ ["C", "US"] ], [ ["O", "Apple Inc."] ], ..., [ ["1.2.5.3", "bar" ] ] ]로 변환될 수 있습니
다. 국가(C), 지역(L), 시/도(ST ), 조직(O), 조직 구성 단위(OU) 및 일반 이름(CN)에 대한 바로 가기가 포함된 점 형식 숫자로 OID
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주체 대체 이름 유형: 목록에서 대체 이름 유형을 클릭합니다. SCEP 정책은 CA의 인증서 발급에 필요한 값을 제공하는 선택적
대체 이름 유형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없음, RFC 822 이름, DNS 이름 또는 URI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최대 재시도 횟수: SCEP 서버가 PENDING 응답을 보내는 경우 장치에서 재시도할 횟수를 입력합니다. 기본값은 3입니다.
재시도 지연: 다음 재시도 전에 대기할 시간을 초로 입력합니다. 첫 번째 재시도는 지연 없이 시도됩니다. 기본값은 10입니다.
챌린지 암호: 미리 공유한 암호를 입력합니다.
키 크기(비트): 목록에서 키 크기(비트)를 1024 또는 2048 중에서 클릭합니다. 기본값은 1024입니다.
디지털 서명으로 사용: 인증서를 디지털 서명으로 사용할지 여부를 지정합니다. 인증서를 사용하여 디지털 서명을 확인하는
경우, 예를 들어 CA에서 발급된 인증서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SCEP 서버가 공개 키를 사용하여 해시를 해독하기 전에 이
방식으로 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키 암호화에 사용: 인증서를 키 암호화에 사용할지 여부를 지정합니다. 서버에서 클라이언트가 제공한 인증서의 공개 키를 사
용하여 데이터가 개인 키를 사용하여 암호화되었는지 확인하는 경우 인증서를 키 암호화에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먼저 확
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작업에 실패합니다.
SHA1/MD5 지문(16진수 문자열): CA에서 HT T P를 사용하는 경우 이 필드를 사용하여 CA 인증서 지문을 제공합니다. 이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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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등록 시 장치에서 CA 응답의 진위를 확인하는 데 사용됩니다. SHA1 또는 MD5 지문을 입력하거나 서명을 가져올 인증서
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정책 설정
정책 설정의 정책 제거 옆에서 날짜 선택 또는 제거할 때까지의 기간(시간)을 클릭합니다.
날짜 선택을 클릭하는 경우 달력을 클릭하여 제거할 날짜를 선택합니다.
사용자가 정책을 제거하도록 허용 목록에서 항상, 암호 필요 또는 안 함을 클릭합니다.
암호 필요를 클릭하는 경우 제거 암호 옆에 필요한 암호를 입력합니다.
프로필 범위 옆에서 사용자 또는 시스템을 클릭합니다. 기본값은 사용자입니다. 이 옵션은 macOS 10.7 이상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7.배포 규칙을 구성하고 배달 그룹을 선택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장치 정책 추가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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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ri 및 받아쓰기 정책
Feb 21, 20 18

사용자가 Siri에 무언가를 요청하거나 관리되는 iOS 장치에서 텍스트를 받아쓰면 Apple이 Siri를 개선하기 위해 음성 데이터를 수
집합니다. 이 음성 데이터는 Apple의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를 통과하므로 보안 XenMobile 컨테이너 외부에 있게 됩니다. 그러
나 받아쓰기 결과인 텍스트는 컨테이너 내에서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안 요구에 따라 XenMobile에서 Siri 및 받아쓰기 서비스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MAM 배포에서 각 앱에 대한 받아쓰기 차단 정책은 기본적으로 켜짐입니다. 즉, 장치의 마이크가 사용되지 않습니다. 받아쓰기
를 허용하려면 이 정책을 꺼짐으로 설정합니다. 이 정책은 XenMobile 콘솔의 구성 > 앱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앱을 선택하고
편집을 클릭한 후 iOS를 클릭합니다.

또한 MDM 배포에서 구성 > 장치 정책 > 제한 정책 > iOS의 Siri 정책을 통해 Siri를 사용하지 않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Siri 사
용은 기본적으로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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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ri와 받아쓰기를 허용할지 여부를 결정할 때 주의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Apple이 공개한 정보에 따르면 Apple은 Siri 및 받아쓰기 음성 클립 데이터를 최대 2년간 유지합니다. 이 데이터에는 사용자를
나타내는 무작위 값이 할당되며 이 무작위 번호에 음성 파일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Wired 문서 Apple
reveals how long Siri keeps your data(Apple, Siri에 사용자 데이터를 유지하는 기간 공개)를 참조하십시오.
iOS 장치에서 설정 > 일반 > 키보드 로 이동하고 받아쓰기 사용 아래의 링크를 눌러 Apple의 개인정보보호정책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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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O 계정 장치 정책
Feb 21, 20 18

사용자가 다양한 앱에서 XenMobile과 회사 내부 리소스에 액세스하기 위해 한 번만 로그온하도록 XenMobile에서 SSO(Single
Sign-On) 계정을 만듭니다. 사용자가 장치에 자격 증명을 저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App Store의 앱을 포함하여 앱 전반에 걸쳐
SSO 계정 엔터프라이즈 사용자 자격 증명이 사용됩니다. 이 정책은 Kerberos 인증 백엔드와 함께 작동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참고: 이 정책은 iOS 7.0 이상에만 적용됩니다.
1. XenMobile 콘솔에서 구성 > 장치 정책을 클릭합니다. 장치 정책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2. 추가를 클릭합니다. 새 정책 추가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3. 자세히를 클릭한 다음 최종 사용자 아래에서 SSO 계정을 클릭합니다. SSO 계정 정책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4. SSO 계정 정책 정보 창에서 다음 정보를 입력합니다.
정책 이름: 정책을 설명하는 이름을 입력합니다.
설명: 필요한 경우 정책의 설명을 입력합니다.
5. 다음을 클릭합니다. iOS 플랫폼 정보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6. 다음 설정을 구성합니다.
계정 이름: 사용자의 장치에 나타나는 Kerberos SSO 계정 이름을 입력합니다. 이것은 필수 필드입니다.
Kerberos 보안 주체 이름: Kerberos 보안 주체 이름을 입력합니다. 이것은 필수 필드입니다.
ID 자격 증명(키 저장소 또는 PKI 자격 증명): 목록에서 사용자 상호 작용 없이 Kerberos 자격 증명을 갱신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선택적인 ID 자격 증명을 클릭합니다.
Kerberos 영역: 이 정책의 Kerberos 영역을 입력합니다. 일반적으로 도메인 이름은 모두 대문자입니다(예: EXAMPLE.COM).
이것은 필수 필드입니다.
허용 URL: SSO가 필요한 각 URL에 대해 추가를 클릭한 후 다음을 수행합니다.
허용 URL: 사용자가 iOS 장치에서 URL을 방문할 때 SSO를 요구할 URL을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사이트를 탐색
하려고 할 때 웹 사이트가 Kerberos 챌린지를 시작하는 경우 해당 사이트가 URL 목록에 없으면 iOS 장치는 이전 Kerberos
로그온에서 장치에 캐시되었을 수 있는 Kerberos 토큰을 제공하며 SSO를 시도하지 않습니다. 일치 항목은 URL의 호스트
부분에서 정확히 일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http://shopping.apple.com은 유효하지만 http://*.apple.com은 유효하지 않
습니다. 또한 호스트 일치에 따라 Kerberos가 활성화되지 않는 경우 URL은 여전히 표준 HT T P 호출로 대체됩니다. 이 호출
은 URL이 Kerberos를 사용하는 SSO에 대해서만 구성되어 있는 경우 표준 암호 챌린지 또는 HT T P 오류를 포함한 거의 모
든 수단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추가를 클릭하여 URL을 추가하거나 취소를 클릭하여 URL 추가를 취소합니다.
앱 식별자: 이 로그인을 사용하도록 허용된 각 앱에 대해 추가를 클릭한 후 다음을 수행합니다.
앱 식별자: 이 로그인을 사용하도록 허용된 앱의 앱 식별자를 입력합니다. 앱 식별자를 추가하지 않으면 이 로그인은 모든
앱 식별자와 일치합니다.
추가를 클릭하여 앱 식별자를 추가하거나 취소를 클릭하여 앱 식별자 추가를 취소합니다.
참고: 기존 URL 또는 앱 식별자를 삭제하려면 목록이 있는 행을 마우스 포인터로 가리킨 다음 오른쪽에서 휴지통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확인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삭제를 클릭하여 목록을 삭제하거나 취소를 클릭하여 목록을 유지합니다.
기존 URL 또는 앱 식별자를 편집하려면 목록이 포함된 줄 위로 마우스 포인터를 이동하고 오른쪽의 연필 아이콘을 클릭합
니다. 목록을 변경한 후 저장을 클릭하여 변경된 목록을 저장하거나 취소를 클릭하여 목록을 변경되지 않은 상태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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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니다.
정책 설정
정책 제거 옆에서 날짜 선택 또는 제거할 때까지의 기간(시간)을 클릭합니다.
날짜 선택을 클릭하는 경우 달력을 클릭하여 제거할 날짜를 선택합니다.
사용자가 정책을 제거하도록 허용 목록에서 항상, 암호 필요 또는 안 함을 클릭합니다.
암호 필요를 클릭하는 경우 제거 암호 옆에 필요한 암호를 입력합니다.
7.배포 규칙을 구성하고 배달 그룹을 선택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장치 정책 추가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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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리지 암호화 장치 정책
Feb 21, 20 18

XenMobile에서 스토리지 암호화 장치 정책을 만들어 내부 및 외부 스토리지를 암호화하고 장치에 따라 사용자로 하여금 장치
에서 스토리지 카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Samsung SAFE, Windows Phone 및 Android Sony 장치에 대해 정책을 만들 수 있습니다. 플랫폼마다 서로 다른 값이 필요합니
다. 이에 대해서는 이 문서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Samsung SAFE 설정
Windows Phone 설정
Android Sony 설정
참고: Samsung SAFE 장치의 경우 이 정책을 구성하기 전에 다음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사용자의 장치에서 화면 잠금 옵션을 설정해야 합니다.
사용자 장치가 연결되어 있고 80% 충전된 상태여야 합니다.
장치에서 숫자 및 문자 또는 기호를 포함하는 암호를 요구해야 합니다.
1. XenMobile 콘솔에서 구성 > 장치 정책을 클릭합니다. 장치 정책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2. 추가를 클릭합니다. 새 정책 추가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3. 자세히를 클릭한 후 보안 아래에서 스토리지 암호화를 클릭합니다. 스토리지 암호화 정책 정보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4. 정책 정보 창에서 다음 정보를 입력합니다.
정책 이름: 정책을 설명하는 이름을 입력합니다.
설명: 정책에 대한 선택적 설명을 입력합니다.
5. 다음을 클릭합니다. 정책 플랫폼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6. 플랫폼 아래에서 추가할 플랫폼을 선택합니다. 하나의 플랫폼에 대해서만 구성하는 경우 다른 플랫폼의 선택을 취소합니다.
플랫폼에 대한 설정을 모두 구성했으면 7단계에서 해당 플랫폼의 배포 규칙을 설정하는 방법을 확인하십시오.

다음 설정을 구성합니다.
내부 스토리지 암호화: 사용자 장치의 내부 스토리지를 암호화할 것인지를 선택합니다. 내부 스토리지에는 장치 메모리와 내
부 스토리지가 포함됩니다. 기본값은 켜짐입니다.
외부 스토리지 암호화: 사용자 장치의 외부 스토리지를 암호화할 것인지를 선택합니다. 기본값은 켜짐입니다.

다음 설정을 구성합니다.
장치 암호화 필요: 사용자 장치를 암호화할 것인지를 선택합니다. 기본값은 꺼짐입니다.
스토리지 카드 사용 안 함: 사용자가 장치에서 스토리지 카드를 사용하지 못하게 할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기본값은 꺼짐입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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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설정을 구성합니다.
외부 스토리지 암호화: 사용자 장치의 외부 스토리지를 암호화할 것인지를 선택합니다. 장치에서 숫자 및 문자 또는 기호를
포함하는 암호를 요구해야 합니다. 기본값은 켜짐입니다.
7.배포 규칙을 구성하고 배달 그룹을 선택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장치 정책 추가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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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어 장치 정책
Feb 21, 20 18

iOS, Android 또는 Windows 태블릿 장치의 홈 화면에 XenMobile Store 웹 클립을 표시할지 여부를 지정하는 정책을 XenMobile
에서 만들 수 있습니다.
1. XenMobile 콘솔에서 구성 > 장치 정책을 클릭합니다. 장치 정책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2. 추가를 클릭합니다. 새 정책 추가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3. 자세히를 확장한 후 앱 아래에서 스토어를 클릭합니다. 스토어 정책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4. 정책 정보 창에서 다음 정보를 입력합니다.
정책 이름: 정책을 설명하는 이름을 입력합니다.
설명: 원할 경우 정책에 대한 설명을 입력합니다.
5. 다음을 클릭합니다. 플랫폼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6. 플랫폼 아래에서 추가할 플랫폼을 선택합니다. 하나의 플랫폼에 대해서만 구성하는 경우 다른 플랫폼의 선택을 취소합니다.
7. 구성하는 각 플랫폼에 대해 XenMobile Store 웹 클립을 사용자 장치에 표시할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기본값은 켜짐입니다.
각 플랫폼을 구성한 후에는 8단계에서 해당 플랫폼의 배포 규칙을 설정하는 방법을 확인하십시오.
7.배포 규칙을 구성하고 배달 그룹을 선택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장치 정책 추가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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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 캘린더 장치 정책
Feb 21, 20 18

XenMobile에 장치 정책을 추가하여 사용자의 iOS 장치에 있는 캘린더 목록에 구독 캘린더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구독할 수 있
는 공개 캘린더 목록이 www.apple.com/downloads/macosx/calendars에 나와 있습니다.
참고: 사용자의 장치에 있는 구독 캘린더 목록에 캘린더를 추가하려면 먼저 캘린더를 구독해야 합니다.
1. XenMobile 콘솔에서 구성 > 장치 정책을 클릭합니다. 장치 정책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2. 추가를 클릭합니다. 새 정책 추가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3. 자세히를 클릭한 다음 최종 사용자 아래에서 구독 중인 캘린더를 클릭합니다. 구독 캘린더 정책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4. 정책 정보 창에서 다음 정보를 입력합니다.
정책 이름: 정책을 설명하는 이름을 입력합니다.
설명: 필요한 경우 정책의 설명을 입력합니다.
5. 다음을 클릭합니다. iOS 플랫폼 정보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6. 다음 설정을 구성합니다.
설명: 캘린더의 설명을 입력합니다. 이것은 필수 필드입니다.
URL: 캘린더 URL을 입력합니다. webcal:// URL 또는 iCalendar 파일(.ics)에 대한 http:// 링크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필
수 필드입니다.
사용자 이름: 사용자의 로그온 이름을 입력합니다. 이것은 필수 필드입니다.
암호: 선택적 사용자 암호를 입력합니다.
SSL 사용: 캘린더에 대한 SSL 연결을 사용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기본값은 꺼짐입니다.
정책 설정
정책 제거 옆에서 날짜 선택 또는 제거할 때까지의 기간(시간)을 클릭합니다.
날짜 선택을 클릭하는 경우 달력을 클릭하여 제거할 날짜를 선택합니다.
사용자가 정책을 제거하도록 허용 목록에서 항상, 암호 필요 또는 안 함을 클릭합니다.
암호 필요를 클릭하는 경우 제거 암호 옆에 필요한 암호를 입력합니다.
7.배포 규칙을 구성하고 배달 그룹을 선택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장치 정책 추가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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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 장치 정책
Feb 21, 20 18

사용자가 회사 네트워크에 대한 연결을 통제하는 회사의 특정 정책에 동의하도록 하려면 XenMobile에서 약관 장치 정책을 만
듭니다. 사용자가 XenMobile에 장치를 등록할 때 약관이 표시되며 약관에 동의해야만 장치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약관에 동의
하지 않으면 등록 프로세스가 취소됩니다.
회사에 다양한 국가의 사용자가 있고 사용자의 모국어로 약관에 동의하게 하려면 약관에 대한 정책을 여러 언어로 만들 수 있습
니다. 배포하려는 각 플랫폼 및 언어 조합에 대한 파일을 제공해야 합니다. Android 및 iOS 장치의 경우 PDF 파일을 제공해야 합
니다. Windows 장치의 경우 텍스트(.txt) 파일 및 동반 이미지 파일을 제공해야 합니다.
iOS 및 Android 설정
Windows Phone 및 Windows 태블릿 설정
1. XenMobile 콘솔에서 구성 > 장치 정책을 클릭합니다. 장치 정책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2. 추가를 클릭합니다. 새 정책 추가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3. 약관을 클릭합니다. 약관 정책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4. 정책 정보 창에서 다음 정보를 입력합니다.
정책 이름: 정책을 설명하는 이름을 입력합니다.
설명: 필요한 경우 정책의 설명을 입력합니다.
5. 다음을 클릭합니다. 약관 플랫폼 정보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iOS 및 Android 설정
다음 설정을 구성합니다.
가져올 파일: 찾아보기를 클릭하고 파일의 위치로 이동하여 가져올 약관 파일을 선택합니다.
기본 약관: 이 파일이 서로 다른 약관을 사용하는 여러 그룹의 구성원인 사용자의 기본 문서인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기본값
은 꺼짐입니다.

Windows Phone 및 Windows 태블릿 설정
다음 설정을 구성합니다.
가져올 파일: 찾아보기를 클릭하고 파일의 위치로 이동하여 가져올 약관 파일을 선택합니다.
이미지: 찾아보기를 클릭하고 파일 위치로 이동하여 가져올 이미지 파일을 선택합니다.
기본 약관: 이 파일이 서로 다른 약관을 사용하는 여러 그룹의 구성원인 사용자의 기본 문서인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기본값
은 꺼짐입니다.
6. 다음을 클릭합니다. 약관 정책 할당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7. 배달 그룹 선택 옆에서 정책을 할당할 배달 그룹을 입력하여 찾거나 목록에서 그룹을 하나 이상 선택합니다. 선택한 그룹이
오른쪽의 앱 할당을 받을 배달 그룹 목록에 나타납니다.
8. 저장을 클릭합니다.

https://docs.citrix.com

© 1999-2017 Citrix Systems, Inc. All rights reserved.

p.691

VPN 장치 정책
Feb 21, 20 18

사용자 장치에서 회사 리소스에 안전하게 연결할 수 있도록 하는 VPN(가상 사설망) 설정을 구성하는 장치 정책을 XenMobile에
서 추가할 수 있습니다. 다음 플랫폼에 대한 VPN 정책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마다 서로 다른 값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
서는 이 문서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iOS 설정
macOS 설정
Android 설정
Samsung SAFE 설정
Samsung KNOX 설정
Windows Phone 설정
Windows 태블릿 설정
Amazon 설정
이 정책을 추가하거나 구성하려면 구성 > 장치 정책으로 이동합니다.

iOS 설정 구성

다음 설정을 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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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이름: 연결 이름을 입력합니다.
연결 유형: 목록에서 이 연결에 사용할 프로토콜을 클릭합니다. 기본값은 L2TP입니다.
L2TP: 미리 공유한 키 인증을 사용하는 계층 2 터널링 프로토콜입니다.
PPTP: 지점 간 터널링입니다.
IPSec: 회사 VPN 연결입니다.
Cisco Legacy AnyConnect: 이 연결 유형을 사용하려면 Cisco Legacy AnyConnect VPN 클라이언트가 사용자 장치에 설
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제는 사용되지 않는 VPN 프레임워크에 기반하는 Cisco Legacy AnyConnect 클라이언트는 단계
적으로 중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XenMobile 지원 문서 https://support.citrix.com/article/CT X227708을 참조하십시오.
현재 Cisco AnyConnect 클라이언트를 사용하려면 연결 유형에서 사용자 지정 SSL을 선택합니다. 필요한 설정은 이 섹션
에서 “사용자 지정 SSL 프로토콜 구성”을 참조하십시오.
Juniper SSL: Juniper Networks SSL VPN 클라이언트입니다.
F5 SSL: F5 Networks SSL VPN 클라이언트입니다.
SonicWALL Mobile Connect: iOS용 Dell 통합 VPN 클라이언트입니다.
Ariba VIA: Ariba Networks Virtual Internet Access 클라이언트입니다.
IKEv2(iOS에만 해당): iOS 전용 Internet Key Exchange 버전 2입니다.
Citrix VPN: iOS용 Citrix VPN 클라이언트입니다.
사용자 지정 SSL: 사용자 지정 Secure Socket Layer입니다. 이 연결 유형은 번들 ID가 com.cisco.anyconnect인 Cisco
AnyConnect 클라이언트에 필요합니다. 연결 이름을 Cisco AnyConnect로 지정합니다.
다음 섹션에는 이전에 설명한 각 연결 유형에 대한 구성 옵션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L2T P 프로토콜 구성
서버 이름 또는 IP 주소: VPN 서버의 서버 이름 또는 IP 주소를 입력합니다.
사용자 계정: 선택적 사용자 계정을 입력합니다.
암호 인증 또는 RSA SecureID 인증을 선택합니다.
공유 암호: IPSec 공유 암호 키를 입력합니다.
모든 트래픽 보내기: VPN을 통해 모든 트래픽을 보낼 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기본값은 꺼짐입니다.

PPT P 프로토콜 구성
서버 이름 또는 IP 주소: VPN 서버의 서버 이름 또는 IP 주소를 입력합니다.
사용자 계정: 선택적 사용자 계정을 입력합니다.
암호 인증 또는 RSA SecureID 인증을 선택합니다.
암호화 수준: 목록에서 암호화 수준을 클릭합니다. 기본값은 없음입니다.
없음: 암호화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동: 서버에서 지원하는 가장 강력한 암호화 수준을 사용합니다.
최대(128비트): 항상 128비트 암호화를 사용합니다.
모든 트래픽 보내기: VPN을 통해 모든 트래픽을 보낼 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기본값은 꺼짐입니다.

IPSec 프로토콜 구성
서버 이름 또는 IP 주소: VPN 서버의 서버 이름 또는 IP 주소를 입력합니다.
사용자 계정: 선택적 사용자 계정을 입력합니다.
연결에 대한 인증 유형: 목록에서 이 연결에 대한 인증 유형으로 공유 암호 또는 인증서를 선택합니다. 기본값은 공유 암호입니다.
공유 암호를 사용하는 경우 다음 설정을 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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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이름: 선택적 그룹 이름을 입력합니다.
공유 암호: 선택적 공유 암호 키를 입력합니다.
하이브리드 인증 사용: 하이브리드 인증을 사용할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하이브리드 인증을 사용하면 서버가 먼저 클라이언트에서
자체 인증된 후 클라이언트가 서버에서 자체 인증됩니다. 기본값은 꺼짐입니다.
암호 확인: 사용자가 네트워크에 연결할 때 암호 확인 메시지를 표시할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기본값은 꺼짐입니다.
인증서를 사용하는 경우 다음 설정을 구성합니다.
ID 자격 증명: 목록에서 사용할 ID 자격 증명을 클릭합니다. 기본값은 없음입니다.
연결할 때 PIN 확인: 사용자가 네트워크에 연결할 때 PIN을 입력하도록 할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기본값은 꺼짐입니다.
주문형 VPN 사용: 사용자가 네트워크에 연결할 때 VPN 연결 트리거를 사용할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기본값은 꺼짐입니다. 주문형
VPN 사용이 켜짐인 경우 설정 구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문형 VPN 사용 옵션 구성을 참조하십시오.
앱별 VPN 사용: 앱별 VPN을 사용할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기본값은 꺼짐입니다. iOS 9.0 이상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문형 일치 앱 사용: 앱별 VPN 서비스에 연결된 앱이 네트워크 통신을 시작할 때 앱별 VPN 연결을 자동으로 트리거할지 여부를 선택합
니다. 기본값은 꺼짐입니다.
Saf ari 도메인: 추가를 클릭하여 Safari 도메인 이름을 추가합니다.

Cisco Legacy AnyConnect 프로토콜 구성
Cisco Legacy AnyConnect 클라이언트에서 새로운 Cisco AnyConnect 클라이언트로 전환하려면 사용자 지정 SSL 프로토콜을 사용합니다.
공급자 번들 식별자: Legacy AnyConnect 클라이언트의 번들 ID는 com.cisco.anyconnect.gui입니다.
서버 이름 또는 IP 주소: VPN 서버의 서버 이름 또는 IP 주소를 입력합니다.
사용자 계정: 선택적 사용자 계정을 입력합니다.
그룹: 선택적 그룹 이름을 입력합니다.
연결에 대한 인증 유형: 목록에서 이 연결에 대한 인증 유형으로 암호 또는 인증서를 선택합니다. 기본값은 암호입니다.
암호를 사용하는 경우 인증 암호 필드에 선택적 인증 암호를 입력합니다.
인증서를 사용하는 경우 다음 설정을 구성합니다.
ID 자격 증명: 목록에서 사용할 ID 자격 증명을 클릭합니다. 기본값은 없음입니다.
연결할 때 PIN 확인: 사용자가 네트워크에 연결할 때 PIN 확인 메시지를 표시할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기본값은 꺼짐입니다.
주문형 VPN 사용: 사용자가 네트워크에 연결할 때 VPN 연결 트리거를 사용할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기본값은 꺼짐입니다. 주문
형 VPN 사용이 켜짐인 경우 설정 구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문형 VPN 사용 옵션 구성을 참조하십시오.
앱별 VPN: 앱별 VPN을 사용할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기본값은 꺼짐입니다. iOS 7.0 이상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옵션을 사용하는 경
우 다음 설정을 구성합니다.
주문형 일치 사용: 앱별 VPN 서비스에 연결된 앱이 네트워크 통신을 시작할 때 앱별 VPN 연결을 자동으로 트리거할지 여부를 선택합
니다. 기본값은 꺼짐입니다.
Saf ari 도메인: 포함하려는 앱별 VPN 연결을 트리거할 수 있는 각 Safari 도메인에 대해 추가를 클릭하고 다음을 수행합니다.
도메인: 추가할 도메인을 입력합니다.
저장을 클릭하여 도메인을 저장하거나 취소를 클릭하여 도메인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참고: 기존 도메인을 삭제하려면 목록이 포함된 줄 위로 마우스 포인터를 이동하고 오른쪽의 휴지통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확
인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삭제를 클릭하여 목록을 삭제하거나 취소를 클릭하여 목록을 유지합니다.
기존의 도메인을 편집하려면 목록이 포함된 줄 위로 마우스 포인터를 이동한 후 오른쪽의 펜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목록을 변
경한 후 저장을 클릭하여 변경된 목록을 저장하거나 취소를 클릭하여 목록을 변경되지 않은 상태로 유지합니다.

Juniper SSL 프로토콜 구성
서버 이름 또는 IP 주소: VPN 서버의 서버 이름 또는 IP 주소를 입력합니다.
사용자 계정: 선택적 사용자 계정을 입력합니다.
영역: 선택적 영역 이름을 입력합니다.
역할: 선택적 역할 이름을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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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에 대한 인증 유형: 목록에서 이 연결에 대한 인증 유형으로 암호 또는 인증서를 선택합니다. 기본값은 암호입니다.
암호를 사용하는 경우 인증 암호 필드에 선택적 인증 암호를 입력합니다.
인증서를 사용하는 경우 다음 설정을 구성합니다.
ID 자격 증명: 목록에서 사용할 ID 자격 증명을 클릭합니다. 기본값은 없음입니다.
연결할 때 PIN 확인: 사용자가 네트워크에 연결할 때 PIN 확인 메시지를 표시할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기본값은 꺼짐입니다.
주문형 VPN 사용: 사용자가 네트워크에 연결할 때 VPN 연결 트리거를 사용할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기본값은 꺼짐입니다. 주문
형 VPN 사용이 켜짐인 경우 설정 구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문형 VPN 사용 설정 구성을 참조하십시오.
앱별 VPN: 앱별 VPN을 사용할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기본값은 꺼짐입니다. iOS 7.0 이상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옵션을 사용하는 경
우 다음 설정을 구성합니다.
주문형 일치 사용: 앱별 VPN 서비스에 연결된 앱이 네트워크 통신을 시작할 때 앱별 VPN 연결을 자동으로 트리거할지 여부를 선택합
니다. 기본값은 꺼짐입니다.
Saf ari 도메인: 포함하려는 앱별 VPN 연결을 트리거할 수 있는 각 Safari 도메인에 대해 추가를 클릭하고 다음을 수행합니다.
도메인: 추가할 도메인을 입력합니다.
저장을 클릭하여 도메인을 저장하거나 취소를 클릭하여 도메인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참고: 기존 도메인을 삭제하려면 목록이 포함된 줄 위로 마우스 포인터를 이동하고 오른쪽의 휴지통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확
인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삭제를 클릭하여 목록을 삭제하거나 취소를 클릭하여 목록을 유지합니다.
기존의 도메인을 편집하려면 목록이 포함된 줄 위로 마우스 포인터를 이동한 후 오른쪽의 펜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목록을 변
경한 후 저장을 클릭하여 변경된 목록을 저장하거나 취소를 클릭하여 목록을 변경되지 않은 상태로 유지합니다.

F5 SSL 프로토콜 구성
서버 이름 또는 IP 주소: VPN 서버의 서버 이름 또는 IP 주소를 입력합니다.
사용자 계정: 선택적 사용자 계정을 입력합니다.
연결에 대한 인증 유형: 목록에서 이 연결에 대한 인증 유형으로 암호 또는 인증서를 선택합니다. 기본값은 암호입니다.
암호를 사용하는 경우 인증 암호 필드에 선택적 인증 암호를 입력합니다.
인증서를 사용하는 경우 다음 설정을 구성합니다.
ID 자격 증명: 목록에서 사용할 ID 자격 증명을 클릭합니다. 기본값은 없음입니다.
연결할 때 PIN 확인: 사용자가 네트워크에 연결할 때 PIN 확인 메시지를 표시할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기본값은 꺼짐입니다.
주문형 VPN 사용: 사용자가 네트워크에 연결할 때 VPN 연결 트리거를 사용할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기본값은 꺼짐입니다. 주문
형 VPN 사용이 켜짐인 경우 설정 구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문형 VPN 사용 설정 구성을 참조하십시오.
앱별 VPN: 앱별 VPN을 사용할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기본값은 꺼짐입니다. iOS 7.0 이상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옵션을 사용하는 경
우 다음 설정을 구성합니다.
주문형 일치 사용: 앱별 VPN 서비스에 연결된 앱이 네트워크 통신을 시작할 때 앱별 VPN 연결을 자동으로 트리거할지 여부를 선택합
니다.
Saf ari 도메인: 포함하려는 앱별 VPN 연결을 트리거할 수 있는 각 Safari 도메인에 대해 추가를 클릭하고 다음을 수행합니다.
도메인: 추가할 도메인을 입력합니다.
저장을 클릭하여 도메인을 저장하거나 취소를 클릭하여 도메인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참고: 기존 도메인을 삭제하려면 목록이 포함된 줄 위로 마우스 포인터를 이동하고 오른쪽의 휴지통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확
인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삭제를 클릭하여 목록을 삭제하거나 취소를 클릭하여 목록을 유지합니다.
기존의 도메인을 편집하려면 목록이 포함된 줄 위로 마우스 포인터를 이동한 후 오른쪽의 펜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목록을 변
경한 후 저장을 클릭하여 변경된 목록을 저장하거나 취소를 클릭하여 목록을 변경되지 않은 상태로 유지합니다.

SonicWALL 프로토콜 구성
서버 이름 또는 IP 주소: VPN 서버의 서버 이름 또는 IP 주소를 입력합니다.
사용자 계정: 선택적 사용자 계정을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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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온 그룹 또는 도메인: 선택적 로그온 그룹 또는 도메인을 입력합니다.
연결에 대한 인증 유형: 목록에서 이 연결에 대한 인증 유형으로 암호 또는 인증서를 선택합니다. 기본값은 암호입니다.
암호를 사용하는 경우 인증 암호 필드에 선택적 인증 암호를 입력합니다.
인증서를 사용하는 경우 다음 설정을 구성합니다.
ID 자격 증명: 목록에서 사용할 ID 자격 증명을 클릭합니다. 기본값은 없음입니다.
연결할 때 PIN 확인: 사용자가 네트워크에 연결할 때 PIN 확인 메시지를 표시할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기본값은 꺼짐입니다.
주문형 VPN 사용: 사용자가 네트워크에 연결할 때 VPN 연결 트리거를 사용할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기본값은 꺼짐입니다. 주문
형 VPN 사용이 켜짐인 경우 설정 구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문형 VPN 사용 설정 구성을 참조하십시오.
앱별 VPN: 앱별 VPN을 사용할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기본값은 꺼짐입니다. iOS 7.0 이상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옵션을 켜짐으로 설
정하는 경우 다음 설정을 구성합니다.
주문형 일치 사용: 앱별 VPN 서비스에 연결된 앱이 네트워크 통신을 시작할 때 앱별 VPN 연결을 자동으로 트리거할지 여부를 선택합
니다.
Saf ari 도메인: 포함하려는 앱별 VPN 연결을 트리거할 수 있는 각 Safari 도메인에 대해 추가를 클릭하고 다음을 수행합니다.
도메인: 추가할 도메인을 입력합니다.
저장을 클릭하여 도메인을 저장하거나 취소를 클릭하여 도메인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참고: 기존 도메인을 삭제하려면 목록이 포함된 줄 위로 마우스 포인터를 이동하고 오른쪽의 휴지통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확
인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삭제를 클릭하여 목록을 삭제하거나 취소를 클릭하여 목록을 유지합니다.
기존의 도메인을 편집하려면 목록이 포함된 줄 위로 마우스 포인터를 이동한 후 오른쪽의 펜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목록을 변
경한 후 저장을 클릭하여 변경된 목록을 저장하거나 취소를 클릭하여 목록을 변경되지 않은 상태로 유지합니다.

Ariba VIA 프로토콜 구성
서버 이름 또는 IP 주소: VPN 서버의 서버 이름 또는 IP 주소를 입력합니다.
사용자 계정: 선택적 사용자 계정을 입력합니다.
연결에 대한 인증 유형: 목록에서 이 연결에 대한 인증 유형으로 암호 또는 인증서를 선택합니다. 기본값은 암호입니다.
암호를 사용하는 경우 인증 암호 필드에 선택적 인증 암호를 입력합니다.
인증서를 사용하는 경우 다음 설정을 구성합니다.
ID 자격 증명: 목록에서 사용할 ID 자격 증명을 클릭합니다. 기본값은 없음입니다.
연결할 때 PIN 확인: 사용자가 네트워크에 연결할 때 PIN 확인 메시지를 표시할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기본값은 꺼짐입니다.
주문형 VPN 사용: 사용자가 네트워크에 연결할 때 VPN 연결 트리거를 사용할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기본값은 꺼짐입니다. 주문
형 VPN 사용이 켜짐인 경우 설정 구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문형 VPN 사용 설정 구성을 참조하십시오.
앱별 VPN: 앱별 VPN을 사용할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기본값은 꺼짐입니다. iOS 7.0 이상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옵션을 사용하는 경
우 다음 설정을 구성합니다.
주문형 일치 사용: 앱별 VPN 서비스에 연결된 앱이 네트워크 통신을 시작할 때 앱별 VPN 연결을 자동으로 트리거할지 여부를 선택합
니다.
Saf ari 도메인: 포함하려는 앱별 VPN 연결을 트리거할 수 있는 각 Safari 도메인에 대해 추가를 클릭하고 다음을 수행합니다.
도메인: 추가할 도메인을 입력합니다.
저장을 클릭하여 도메인을 저장하거나 취소를 클릭하여 도메인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참고: 기존 도메인을 삭제하려면 목록이 포함된 줄 위로 마우스 포인터를 이동하고 오른쪽의 휴지통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확
인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삭제를 클릭하여 목록을 삭제하거나 취소를 클릭하여 목록을 유지합니다.
기존의 도메인을 편집하려면 목록이 포함된 줄 위로 마우스 포인터를 이동한 후 오른쪽의 펜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목록을 변
경한 후 저장을 클릭하여 변경된 목록을 저장하거나 취소를 클릭하여 목록을 변경되지 않은 상태로 유지합니다.

IKEv2 프로토콜 구성
이 섹션에는 IKEv2, AlwaysOn IKEv2 및 AlwaysOn IKEv2 이중 구성 프로토콜에 사용되는 설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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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자동 연결을 비활성화하도록 허용: AlwaysOn 프로토콜용입니다. 사용자가 자신의 장치에서 네트워크 자동 연결을 끌 수 있게
허용할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기본값은 꺼짐입니다.
서버의 호스트 이름 또는 IP 주소: VPN 서버의 서버 이름 또는 IP 주소를 입력합니다.
로컬 식별자: IKEv2 클라이언트의 FQDN 또는 IP 주소입니다. 이것은 필수 필드입니다.
원격 식별자: VPN 서버의 FQDN 또는 IP 주소입니다. 이것은 필수 필드입니다.
컴퓨터 인증: 이 연결에 대한 인증 유형으로 공유 암호 또는 인증서를 선택합니다. 기본값은 공유 암호입니다.
공유 암호를 선택하는 경우 선택적 공유 암호 키를 입력합니다.
인증서를 선택하는 경우 사용할 ID 자격 증명을 선택합니다. 기본값은 없음입니다.
확장 인증 사용: EAP(확장 인증 프로토콜)를 사용할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켜짐을 선택하는 경우 사용자 계정과 인증 암호를 입력합니다
(iOS 8.0 이상).
데드 피어 감지 간격: 피어 장치에 접속하여 피어 장치가 연결 가능한 상태로 유지되는지를 확인할 빈도를 선택합니다. 기본값은 없음입
니다. 옵션: (iOS 8.0 이상)
없음: 데드 피어 감지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낮음: 30분마다 피어에 접속합니다.
중간: 10분마다 피어에 접속합니다.
높음: 1분마다 피어에 접속합니다.
모바일 및 다중 홈 사용 안 함: 이 기능을 사용하지 않도록 설정할지 여부를 선택합니다(iOS 9.0 이상).
IPv4 /IPv6 내부 서브넷 특성 사용: 이 기능을 사용하도록 설정할지 여부를 선택합니다(iOS 9.0 이상).
리디렉션 사용 안 함: 리디렉션을 사용하지 않도록 설정할지 여부를 선택합니다(iOS 9.0 이상).
장치가 절전 상태일 때 NAT Keepalive 사용: AlwaysOn 프로토콜용입니다. Keepalive 패킷에 IKEv2 연결에 대한 NAT 매핑이 유지됩니
다. 칩은 장치가 활성 상태일 때 이러한 패킷을 정기적인 간격으로 전송합니다. 이 설정이 켜짐인 경우 장치가 절전 상태일 때도 칩이
Keepalive 패킷을 전송합니다. 기본 간격은 WiFi를 사용하면 20초이고 셀룰러를 사용하면 110초입니다. 간격은 NAT keepalive 간격 매
개 변수를 사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iOS 9.0 이상).
NAT keepalive 간격(초): 기본값은 20초입니다(iOS 9.0 이상).
PFS(Perf ect Forward Secrecy) 사용: 이 기능을 사용하도록 설정할지 여부를 선택합니다(iOS 9.0 이상).
DNS 서버 IP 주소: 선택 사항입니다. DNS 서버 IP 주소 문자열의 목록입니다. 이러한 IP 주소에는 IPv4 주소 및 IPv6 주소가 혼합되어 포
함될 수 있습니다. 추가를 클릭하여 주소를 입력합니다.
도메인 이름: 선택 사항입니다. 터널의 기본 도메인입니다(iOS 10.0 이상).
검색 도메인: 선택 사항입니다. 단일 레이블 호스트 이름을 정규화하는 데 사용되는 도메인 문자열의 목록입니다.
추가 일치 도메인을 확인자 목록에 추가합니다: 선택 사항입니다. 보조 일치 도메인 목록의 도메인을 확인자에 대한 검색 도메인에 추가
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0은 추가를 의미하고 1을 추가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기본값은 0입니다.
보조 일치 도메인: 선택 사항입니다. DNS 서버 주소에 포함된 DNS 확인자 설정을 사용할 DNS 쿼리를 결정하는 데 사용되는 도메인 문자
열 목록입니다. 이 키는 특정 도메인의 호스트만 터널의 DNS 확인자를 사용하여 확인되는 분할 DNS 구성을 생성합니다. 이 목록의 도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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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중 하나에 포함되지 않은 호스트는 시스템의 기본 확인자를 사용하여 확인됩니다.
이 매개 변수에 빈 문자열이 포함된 경우 해당 문자열이 기본 도메인으로 사용됩니다. 분할 터널 구성은 이 방법으로 먼저 모든 DNS 쿼리를
직접 VPN DNS 서버로 전달한 후 기본 DNS 서버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VPN 터널이 네트워크의 기본 경로가 되면 나열된 DNS 서버가 기본
확인자가 됩니다. 이 경우 보조 일치 도메인 목록이 무시됩니다.
IKE SA 매개 변수 및 하위 SA 매개 변수. 각 SA(보안 연결) 매개 변수 옵션에 대해 다음 설정을 구성합니다.
암호화 알고리즘: 목록에서 사용할 IKE 암호화 알고리즘을 클릭합니다. 기본값은 3DES입니다.
무결성 알고리즘: 목록에서 사용할 무결성 알고리즘을 클릭합니다. 기본값은 SHA1-96입니다.
Dif ﬁe Hellman 그룹: 목록에서 Difﬁe Hellman 그룹 번호를 클릭합니다. 기본값은 2입니다.
수명(분): SA 수명(키 다시 지정 간격)을 나타내는 10에서 1440 사이의 정수를 입력합니다. 기본값은 14 4 0분입니다.
서비스 예외: AlwaysOn 프로토콜용입니다. 서비스 예외는 AlwaysOn VPN에서 제외되는 시스템 서비스입니다. 다음 서비스 예외 설정
을 구성합니다.
음성 사서함: 목록에서 음성 사서함 예외의 처리 방법을 클릭합니다. 기본값은 트래픽이 터널을 통해 전달되도록 허용입니다.
AirPrint: 목록에서 AirPrint 예외의 처리 방법을 클릭합니다. 기본값은 트래픽이 터널을 통해 전달되도록 허용입니다.
종속 웹 시트의 트래픽이 VPN 터널 외부로 전달되도록 허용: 사용자가 VPN 터널 외부의 공용 핫스폿에 연결할 수 있게 허용할지 여
부를 선택합니다. 기본값은 꺼짐입니다.
모든 종속 네트워킹 앱의 트래픽이 VPN 터널 외부로 전달되도록 허용: VPN 터널 외부에 있는 모든 핫스폿 네트워킹 앱을 허용할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기본값은 꺼짐입니다.
종속 네트워킹 앱 번들 식별자: 사용자 액세스가 허용되는 각 핫스폿 네트워킹 앱 번들 식별자에 대해 추가를 클릭하고 핫스폿 네트
워킹 앱 번들 식별자를 입력합니다. 저장을 클릭하여 앱 번들 식별자를 저장합니다.
참고: 기존 앱 번들 식별자를 삭제하려면 목록이 포함된 줄 위로 마우스 포인터를 이동하고 오른쪽의 휴지통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확
인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삭제를 클릭하여 목록을 삭제하거나 취소를 클릭하여 목록을 유지합니다.
기존 앱 번들 식별자를 편집하려면 목록이 포함된 줄 위로 마우스 포인터를 이동하고 오른쪽의 펜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목록을 업데
이트한 후 저장을 클릭하여 변경된 목록을 저장하거나 취소를 클릭하여 목록을 변경되지 않은 상태로 유지합니다.
앱별 VPN. IKEv2 연결 유형에 대한 설정을 구성합니다.
앱별 VPN 사용: 앱별 VPN을 사용할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기본값은 꺼짐입니다. iOS 9.0 이상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문형 일치 앱 사용: 앱별 VPN 서비스에 연결된 앱이 네트워크 통신을 시작할 때 앱별 VPN 연결을 자동으로 트리거할지 여부를 선택
합니다. 기본값은 꺼짐입니다.
Saf ari 도메인: 추가를 클릭하여 Safari 도메인 이름을 추가합니다.
프록시 구성: 프록시 서버를 통해 VPN 연결을 라우팅하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기본값은 없음입니다.

Citrix VPN 프로토콜 구성
Citrix VPN 클라이언트는 Apple Store(여기)에서 제공됩니다.
서버 이름 또는 IP 주소: VPN 서버의 서버 이름 또는 IP 주소를 입력합니다.
사용자 계정: 선택적 사용자 계정을 입력합니다.
연결에 대한 인증 유형: 목록에서 이 연결에 대한 인증 유형으로 암호 또는 인증서를 선택합니다. 기본값은 암호입니다.
암호를 사용하는 경우 인증 암호 필드에 선택적 인증 암호를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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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서를 사용하는 경우 다음 설정을 구성합니다.
ID 자격 증명: 목록에서 사용할 ID 자격 증명을 클릭합니다. 기본값은 없음입니다.
연결할 때 PIN 확인: 사용자가 네트워크에 연결할 때 PIN 확인 메시지를 표시할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기본값은 꺼짐입니다.
주문형 VPN 사용: 사용자가 네트워크에 연결할 때 VPN 연결 트리거를 사용할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기본값은 꺼짐입니다. 주문
형 VPN 사용이 켜짐인 경우 설정 구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문형 VPN 사용 설정 구성을 참조하십시오.
앱별 VPN: 앱별 VPN을 사용할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기본값은 꺼짐입니다. iOS 7.0 이상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옵션을 켜짐으로 설
정하는 경우 다음 설정을 구성합니다.
주문형 일치 사용: 앱별 VPN 서비스에 연결된 앱이 네트워크 통신을 시작할 때 앱별 VPN 연결을 자동으로 트리거할지 여부를 선택합
니다.
Saf ari 도메인: 포함하려는 앱별 VPN 연결을 트리거할 수 있는 각 Safari 도메인에 대해 추가를 클릭하고 다음을 수행합니다.
도메인: 추가할 도메인을 입력합니다.
저장을 클릭하여 도메인을 저장하거나 취소를 클릭하여 도메인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참고: 기존 도메인을 삭제하려면 목록이 포함된 줄 위로 마우스 포인터를 이동하고 오른쪽의 휴지통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확
인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삭제를 클릭하여 목록을 삭제하거나 취소를 클릭하여 목록을 유지합니다.
기존의 도메인을 편집하려면 목록이 포함된 줄 위로 마우스 포인터를 이동한 후 오른쪽의 펜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목록을 변
경한 후 저장을 클릭하여 변경된 목록을 저장하거나 취소를 클릭하여 목록을 변경되지 않은 상태로 유지합니다.
사용자 지정 XML: 추가할 각 사용자 지정 XML 매개 변수에 대해 추가를 클릭하고 키/값 쌍을 지정합니다. 사용 가능한 매개 변수는 다음
과 같습니다.
disableL3: 시스템 수준 VPN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앱별 VPN만 허용합니다. 값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useragent: 이 장치 정책에 VPN 플러그인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NetScaler 정책을 연결합니다. 이 키의 값은 플러그인
에서 시작된 요청에 대한 VPN 플러그인에 자동으로 추가됩니다.
참고: 기존 매개 변수를 삭제하려면 목록이 포함된 줄 위로 마우스 포인터를 이동하고 오른쪽의 휴지통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확인 대
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삭제를 클릭하여 목록을 삭제하거나 취소를 클릭하여 목록을 유지합니다.
기존 매개 변수를 편집하려면 목록이 포함된 줄 위로 마우스 포인터를 이동하고 오른쪽의 펜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목록을 변경한 후
저장을 클릭하여 변경된 목록을 저장하거나 취소를 클릭하여 목록을 변경되지 않은 상태로 유지합니다.

사용자 지정 SSL 프로토콜 구성
Cisco Legacy AnyConnect 클라이언트에서 Cisco AnyConnect 클라이언트로 전환하려면:
1. 사용자 지정 SSL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VPN 장치 정책을 구성합니다. 정책을 iOS 장치에 배포합니다.
2. https://itunes.apple.com/us/app/cisco-anyconnect/id1135064690?mt=8에서 Cisco AnyConnect 클라이언트를 업로드하고 앱을
XenMobile Server에 추가한 다음 iOS 장치에 앱을 배포합니다.
3. iOS 장치에서 이전 VPN 장치 정책을 제거합니다.
사용자 지정 SSL 식별자(역방향 DNS 형식): 번들 식별자로 설정합니다. Cisco AnyConnect 클라이언트의 경우
com.cisco.anyconnect를 사용합니다.
공급자 번들 식별자: 사용자 지정 SSL 식별자에서 지정한 앱에 동일한 유형(앱 프록시 또는 패킷 터널)의 여러 VPN 공급자가 있는 경우
이 번들 식별자를 지정합니다. Cisco AnyConnect 클라이언트의 경우 com.cisco.anyconnect를 사용합니다.
서버 이름 또는 IP 주소: VPN 서버의 서버 이름 또는 IP 주소를 입력합니다.
사용자 계정: 선택적 사용자 계정을 입력합니다.
연결에 대한 인증 유형: 목록에서 이 연결에 대한 인증 유형으로 암호 또는 인증서를 선택합니다. 기본값은 암호입니다.
암호를 사용하는 경우 인증 암호 필드에 선택적 인증 암호를 입력합니다.
인증서를 사용하는 경우 다음 설정을 구성합니다.
ID 자격 증명: 목록에서 사용할 ID 자격 증명을 클릭합니다. 기본값은 없음입니다.
연결할 때 PIN 확인: 사용자가 네트워크에 연결할 때 PIN 확인 메시지를 표시할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기본값은 꺼짐입니다.
주문형 VPN 사용: 사용자가 네트워크에 연결할 때 VPN 연결 트리거를 사용할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기본값은 꺼짐입니다.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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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VPN 사용이 켜짐인 경우 설정 구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문형 VPN 사용 설정 구성을 참조하십시오.
앱별 VPN: 앱별 VPN을 사용할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기본값은 꺼짐입니다. iOS 7.0 이상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옵션을 켜짐으로 설
정하는 경우 다음 설정을 구성합니다.
주문형 일치 사용: 앱별 VPN 서비스에 연결된 앱이 네트워크 통신을 시작할 때 앱별 VPN 연결을 자동으로 트리거할지 여부를 선택합
니다.
공급자 유형: 공급자가 VPN 서비스인지 프록시 서비스인지를 나타내는 공급자 유형입니다. VPN 서비스의 경우 패킷 터널을 선택합
니다. 프록시 서비스의 경우 앱 프록시를 선택합니다. Cisco AnyConnect 클라이언트의 경우 패킷 터널을 선택합니다.
Saf ari 도메인: 포함하려는 앱별 VPN 연결을 트리거할 수 있는 각 Safari 도메인에 대해 추가를 클릭하고 다음을 수행합니다.
도메인: 추가할 도메인을 입력합니다.
저장을 클릭하여 도메인을 저장하거나 취소를 클릭하여 도메인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참고: 기존 도메인을 삭제하려면 목록이 포함된 줄 위로 마우스 포인터를 이동하고 오른쪽의 휴지통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확
인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삭제를 클릭하여 목록을 삭제하거나 취소를 클릭하여 목록을 유지합니다.
기존의 도메인을 편집하려면 목록이 포함된 줄 위로 마우스 포인터를 이동한 후 오른쪽의 펜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목록을 변
경한 후 저장을 클릭하여 변경된 목록을 저장하거나 취소를 클릭하여 목록을 변경되지 않은 상태로 유지합니다.
사용자 지정 XML: 추가할 각 사용자 지정 XML 매개 변수에 대해 추가를 클릭하고 다음을 수행합니다.
매개 변수 이름: 추가할 매개 변수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값: 매개 변수 이름에 연결된 값을 입력합니다.
저장을 클릭하여 매개 변수를 저장하거나 취소를 클릭하여 매개 변수를 저장하지 않습니다.
참고: 기존 매개 변수를 삭제하려면 목록이 포함된 줄 위로 마우스 포인터를 이동하고 오른쪽의 휴지통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확인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삭제를 클릭하여 목록을 삭제하거나 취소를 클릭하여 목록을 유지합니다.
기존 매개 변수를 편집하려면 목록이 포함된 줄 위로 마우스 포인터를 이동하고 오른쪽의 펜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목록을 변
경한 후 저장을 클릭하여 변경된 목록을 저장하거나 취소를 클릭하여 목록을 변경되지 않은 상태로 유지합니다.

주문형 VPN 사용 옵션 구성
프록시
프록시 구성: 목록에서 프록시 서버를 통해 VPN 연결을 라우팅하는 방법을 클릭합니다. 기본값은 없음입니다.
수동을 사용하는 경우 다음 설정을 구성합니다.
프록시 서버의 호스트 이름 또는 IP 주소: 프록시 서버의 호스트 이름 또는 IP 주소를 입력합니다. 이것은 필수 필드
입니다.
프록시 서버용 포트: 프록시 서버 포트 번호를 입력합니다. 이것은 필수 필드입니다.
사용자 이름: 선택적 프록시 서버 사용자 이름을 입력합니다.
암호: 선택적 프록시 서버 암호를 입력합니다.
자동을 구성하는 경우 다음 설정을 구성합니다.
프록시 서버 URL: 프록시 서버의 URL을 입력합니다. 이것은 필수 필드입니다.
정책 설정
정책 설정의 정책 제거 옆에서 날짜 선택 또는 제거할 때까지의 기간(시간)을 클릭합니다.
날짜 선택을 클릭하는 경우 달력을 클릭하여 제거할 날짜를 선택합니다.
사용자가 정책을 제거하도록 허용 목록에서 항상, 암호 필요 또는 안 함을 클릭합니다.
암호 필요를 클릭하는 경우 제거 암호 옆에 필요한 암호를 입력합니다.

앱별 VPN 구성
iOS에 대한 앱별 VPN 옵션은 Cisco AnyConnect, Juniper SSL, F5 SSL, SonicWALL Mobile Connect, Ariba VIA, Citrix VPN 및 사용
자 지정 SSL 연결 유형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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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별 VPN을 구성하려면:
1. 구성 > 장치 정책에서 VPN 정책을 생성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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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ure Hub에 대한 앱별 VPN 정책에는 다음의 설정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연결 이름: XenMobile로 설정합니다. XenMobile은 연결 이름을 VPN 공급자의 지역화된 설명으로 사용합니다. Secure
Hub에서는 장치 전체 공급자와 앱별 공급자를 구분하기 위해 VPN의 지역화된 설명을 사용합니다.
연결 유형: 사용자 지정 SSL로 설정합니다.
사용자 지정 SSL 식별자: Secure Hub의 번들 식별자로 설정합니다.
공급자 번들 식별자: Secure Hub 네트워크 확장의 번들 식별자로 설정합니다. 이 번들 식별자는 사용자 지정 SSL 식별
자에 지정된 Secure Hub 번들 식별자에 .NE가 추가된 형태입니다.
공급자 유형: 패킷 터널로 설정합니다.
2. 구성 > 장치 정책에서 앱을 앱별 VPN 정책에 연결하는 앱 특성 정책을 생성합니다. 앱별 VPN 식별자에 대해 1단계에서 생성
한 VPN 정책의 이름을 선택합니다. 관리되는 앱 번들 ID에 대해 앱 목록에서 선택하거나 앱 번들 ID를 입력합니다. (iOS 앱
인벤토리 정책을 배포하는 경우 앱 목록에 앱이 포함됩니다.)

macOS 설정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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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설정을 구성합니다.
연결 이름: 연결 이름을 입력합니다.
연결 유형: 목록에서 이 연결에 사용할 프로토콜을 클릭합니다. 기본값은 L2T P입니다.
L2TP: 미리 공유한 키 인증을 사용하는 계층 2 터널링 프로토콜입니다.
PPTP: 지점 간 터널링입니다.
IPSec: 회사 VPN 연결입니다.
Cisco AnyConnect: Cisco AnyConnect VPN 클라이언트입니다.
Juniper SSL: Juniper Networks SSL VPN 클라이언트입니다.
F5 SSL: F5 Networks SSL VPN 클라이언트입니다.
SonicWALL Mobile Connect: iOS용 Dell 통합 VPN 클라이언트입니다.
Ariba VIA: Ariba Networks Virtual Internet Access 클라이언트입니다.
Citrix VPN: Citrix VPN 클라이언트입니다.
사용자 지정 SSL: 사용자 지정 Secure Socket Layer입니다.
다음 섹션에는 이전에 설명한 각 연결 유형에 대한 구성 옵션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L2T P 프로토콜 구성
서버 이름 또는 IP 주소: VPN 서버의 서버 이름 또는 IP 주소를 입력합니다.
사용자 계정: 선택적 사용자 계정을 입력합니다.
암호 인증, RSA SecureID 인증, Kerberos 인증, CryptoCard 인증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기본값은 암호 인증입니다.
공유 암호: IPSec 공유 암호 키를 입력합니다.
모든 트래픽 보내기: VPN을 통해 모든 트래픽을 보낼 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기본값은 꺼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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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T P 프로토콜 구성
서버 이름 또는 IP 주소: VPN 서버의 서버 이름 또는 IP 주소를 입력합니다.
사용자 계정: 선택적 사용자 계정을 입력합니다.
암호 인증, RSA SecureID 인증, Kerberos 인증, CryptoCard 인증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기본값은 암호 인증입니다.
암호화 수준: 원하는 암호화 수준을 선택합니다. 기본값은 없음입니다.
없음: 암호화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동: 서버에서 지원하는 가장 강력한 암호화 수준을 사용합니다.
최대(128비트): 항상 128비트 암호화를 사용합니다.
모든 트래픽 보내기: VPN을 통해 모든 트래픽을 보낼 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기본값은 꺼짐입니다.

IPSec 프로토콜 구성
서버 이름 또는 IP 주소: VPN 서버의 서버 이름 또는 IP 주소를 입력합니다.
사용자 계정: 선택적 사용자 계정을 입력합니다.
연결에 대한 인증 유형: 목록에서 이 연결에 대한 인증 유형으로 공유 암호 또는 인증서를 선택합니다. 기본값은 공유 암호입니다.
공유 암호 인증을 사용하는 경우 다음 설정을 구성합니다.
그룹 이름: 선택적 그룹 이름을 입력합니다.
공유 암호: 선택적 공유 암호 키를 입력합니다.
하이브리드 인증 사용: 하이브리드 인증을 사용할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하이브리드 인증을 사용하면 서버가 먼저 클라이언트에
서 자체 인증된 후 클라이언트가 서버에서 자체 인증됩니다. 기본값은 꺼짐입니다.
암호 확인: 사용자가 네트워크에 연결할 때 암호 확인 메시지를 표시할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기본값은 꺼짐입니다.
인증서 인증을 사용하는 경우 다음 설정을 구성합니다.
ID 자격 증명: 목록에서 사용할 ID 자격 증명을 클릭합니다. 기본값은 없음입니다.
연결할 때 PIN 확인: 사용자가 네트워크에 연결할 때 PIN을 입력하도록 할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기본값은 꺼짐입니다.
주문형 VPN 사용: 사용자가 네트워크에 연결할 때 VPN 연결 트리거를 사용할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기본값은 꺼짐입니다. 주문
형 VPN 사용이 켜짐인 경우 설정 구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문형 VPN 사용 옵션 구성을 참조하십시오.

Cisco AnyConnect 프로토콜 구성
서버 이름 또는 IP 주소: VPN 서버의 서버 이름 또는 IP 주소를 입력합니다.
사용자 계정: 선택적 사용자 계정을 입력합니다.
그룹: 선택적 그룹 이름을 입력합니다.
연결에 대한 인증 유형: 목록에서 이 연결에 대한 인증 유형으로 암호 또는 인증서를 선택합니다. 기본값은 암호입니다.
암호를 사용하는 경우 인증 암호 필드에 선택적 인증 암호를 입력합니다.
인증서를 사용하는 경우 다음 설정을 구성합니다.
ID 자격 증명: 목록에서 사용할 ID 자격 증명을 클릭합니다. 기본값은 없음입니다.
연결할 때 PIN 확인: 사용자가 네트워크에 연결할 때 PIN 확인 메시지를 표시할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기본값은 꺼짐입니다.
주문형 VPN 사용: 사용자가 네트워크에 연결할 때 VPN 연결 트리거를 사용할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기본값은 꺼짐입니다. 주문
형 VPN 사용이 켜짐인 경우 설정 구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문형 VPN 사용 옵션 구성을 참조하십시오.
앱별 VPN: 앱별 VPN을 사용할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기본값은 꺼짐입니다. 이 옵션을 사용하는 경우 다음 설정을 구성합니다.
주문형 일치 사용: 앱별 VPN 서비스에 연결된 앱이 네트워크 통신을 시작할 때 앱별 VPN 연결을 자동으로 트리거할지 여부를 선
택합니다. 기본값은 꺼짐입니다.
Saf ari 도메인: 포함하려는 앱별 VPN 연결을 트리거할 수 있는 각 Safari 도메인에 대해 추가를 클릭하고 다음을 수행합니다.
도메인: 추가할 도메인을 입력합니다.
저장을 클릭하여 도메인을 저장하거나 취소를 클릭하여 도메인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참고: 기존 도메인을 삭제하려면 목록이 포함된 줄 위로 마우스 포인터를 이동하고 오른쪽의 휴지통 아이콘을 클릭합니
다. 확인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삭제를 클릭하여 목록을 삭제하거나 취소를 클릭하여 목록을 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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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도메인을 편집하려면 목록이 포함된 줄 위로 마우스 포인터를 이동한 후 오른쪽의 펜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목
록을 변경한 후 저장을 클릭하여 변경된 목록을 저장하거나 취소를 클릭하여 목록을 변경되지 않은 상태로 유지합니다.

Juniper SSL 프로토콜 구성
서버 이름 또는 IP 주소: VPN 서버의 서버 이름 또는 IP 주소를 입력합니다.
사용자 계정: 선택적 사용자 계정을 입력합니다.
영역: 선택적 영역 이름을 입력합니다.
역할: 선택적 역할 이름을 입력합니다.
연결에 대한 인증 유형: 목록에서 이 연결에 대한 인증 유형으로 암호 또는 인증서를 선택합니다. 기본값은 암호입니다.
암호를 사용하는 경우 인증 암호 필드에 선택적 인증 암호를 입력합니다.
인증서를 사용하는 경우 다음 설정을 구성합니다.
ID 자격 증명: 목록에서 사용할 ID 자격 증명을 클릭합니다. 기본값은 없음입니다.
연결할 때 PIN 확인: 사용자가 네트워크에 연결할 때 PIN 확인 메시지를 표시할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기본값은 꺼짐입니다.
주문형 VPN 사용: 사용자가 네트워크에 연결할 때 VPN 연결 트리거를 사용할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기본값은 꺼짐입니다. 주문
형 VPN 사용이 켜짐인 경우 설정 구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문형 VPN 사용 설정 구성을 참조하십시오.
앱별 VPN: 앱별 VPN을 사용할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기본값은 꺼짐입니다. 이 옵션을 사용하는 경우 다음 설정을 구성합니다.
주문형 일치 사용: 앱별 VPN 서비스에 연결된 앱이 네트워크 통신을 시작할 때 앱별 VPN 연결을 자동으로 트리거할지 여부를 선택합
니다. 기본값은 꺼짐입니다.
Saf ari 도메인: 포함하려는 앱별 VPN 연결을 트리거할 수 있는 각 Safari 도메인에 대해 추가를 클릭하고 다음을 수행합니다.
도메인: 추가할 도메인을 입력합니다.
저장을 클릭하여 도메인을 저장하거나 취소를 클릭하여 도메인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참고: 기존 도메인을 삭제하려면 목록이 포함된 줄 위로 마우스 포인터를 이동하고 오른쪽의 휴지통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확
인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삭제를 클릭하여 목록을 삭제하거나 취소를 클릭하여 목록을 유지합니다.
기존의 도메인을 편집하려면 목록이 포함된 줄 위로 마우스 포인터를 이동한 후 오른쪽의 펜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목록을 변
경한 후 저장을 클릭하여 변경된 목록을 저장하거나 취소를 클릭하여 목록을 변경되지 않은 상태로 유지합니다.

F5 SSL 프로토콜 구성
서버 이름 또는 IP 주소: VPN 서버의 서버 이름 또는 IP 주소를 입력합니다.
사용자 계정: 선택적 사용자 계정을 입력합니다.
연결에 대한 인증 유형: 목록에서 이 연결에 대한 인증 유형으로 암호 또는 인증서를 선택합니다. 기본값은 암호입니다.
암호를 사용하는 경우 인증 암호 필드에 선택적 인증 암호를 입력합니다.
인증서를 사용하는 경우 다음 설정을 구성합니다.
ID 자격 증명: 목록에서 사용할 ID 자격 증명을 클릭합니다. 기본값은 없음입니다.
연결할 때 PIN 확인: 사용자가 네트워크에 연결할 때 PIN 확인 메시지를 표시할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기본값은 꺼짐입니다.
주문형 VPN 사용: 사용자가 네트워크에 연결할 때 VPN 연결 트리거를 사용할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기본값은 꺼짐입니다. 주문
형 VPN 사용이 켜짐인 경우 설정 구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문형 VPN 사용 설정 구성을 참조하십시오.
앱별 VPN: 앱별 VPN을 사용할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기본값은 꺼짐입니다. 이 옵션을 사용하는 경우 다음 설정을 구성합니다.
주문형 일치 사용: 앱별 VPN 서비스에 연결된 앱이 네트워크 통신을 시작할 때 앱별 VPN 연결을 자동으로 트리거할지 여부를 선택합
니다. 기본값은 꺼짐입니다.
Saf ari 도메인: 포함하려는 앱별 VPN 연결을 트리거할 수 있는 각 Safari 도메인에 대해 추가를 클릭하고 다음을 수행합니다.
도메인: 추가할 도메인을 입력합니다.
저장을 클릭하여 도메인을 저장하거나 취소를 클릭하여 도메인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참고: 기존 도메인을 삭제하려면 목록이 포함된 줄 위로 마우스 포인터를 이동하고 오른쪽의 휴지통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확
인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삭제를 클릭하여 목록을 삭제하거나 취소를 클릭하여 목록을 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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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도메인을 편집하려면 목록이 포함된 줄 위로 마우스 포인터를 이동한 후 오른쪽의 펜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목록을 변
경한 후 저장을 클릭하여 변경된 목록을 저장하거나 취소를 클릭하여 목록을 변경되지 않은 상태로 유지합니다.

SonicWALL 프로토콜 구성
서버 이름 또는 IP 주소: VPN 서버의 서버 이름 또는 IP 주소를 입력합니다.
사용자 계정: 선택적 사용자 계정을 입력합니다.
로그온 그룹 또는 도메인: 선택적 로그온 그룹 또는 도메인을 입력합니다.
연결에 대한 인증 유형: 목록에서 이 연결에 대한 인증 유형으로 암호 또는 인증서를 선택합니다. 기본값은 암호입니다.
암호를 사용하는 경우 인증 암호 필드에 선택적 인증 암호를 입력합니다.
인증서를 사용하는 경우 다음 설정을 구성합니다.
ID 자격 증명: 목록에서 사용할 ID 자격 증명을 클릭합니다. 기본값은 없음입니다.
연결할 때 PIN 확인: 사용자가 네트워크에 연결할 때 PIN 확인 메시지를 표시할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기본값은 꺼짐입니다.
주문형 VPN 사용: 사용자가 네트워크에 연결할 때 VPN 연결 트리거를 사용할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기본값은 꺼짐입니다. 주문
형 VPN 사용이 켜짐인 경우 설정 구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문형 VPN 사용 설정 구성을 참조하십시오.
앱별 VPN: 앱별 VPN을 사용할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기본값은 꺼짐입니다. 이 옵션을 사용하는 경우 다음 설정을 구성합니다.
주문형 일치 사용: 앱별 VPN 서비스에 연결된 앱이 네트워크 통신을 시작할 때 앱별 VPN 연결을 자동으로 트리거할지 여부를 선택합
니다. 기본값은 꺼짐입니다.
Saf ari 도메인: 포함하려는 앱별 VPN 연결을 트리거할 수 있는 각 Safari 도메인에 대해 추가를 클릭하고 다음을 수행합니다.
도메인: 추가할 도메인을 입력합니다.
저장을 클릭하여 도메인을 저장하거나 취소를 클릭하여 도메인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참고: 기존 도메인을 삭제하려면 목록이 포함된 줄 위로 마우스 포인터를 이동하고 오른쪽의 휴지통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확
인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삭제를 클릭하여 목록을 삭제하거나 취소를 클릭하여 목록을 유지합니다.
기존의 도메인을 편집하려면 목록이 포함된 줄 위로 마우스 포인터를 이동한 후 오른쪽의 펜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목록을 변
경한 후 저장을 클릭하여 변경된 목록을 저장하거나 취소를 클릭하여 목록을 변경되지 않은 상태로 유지합니다.

Ariba VIA 프로토콜 구성
서버 이름 또는 IP 주소: VPN 서버의 서버 이름 또는 IP 주소를 입력합니다.
사용자 계정: 선택적 사용자 계정을 입력합니다.
연결에 대한 인증 유형: 목록에서 이 연결에 대한 인증 유형으로 암호 또는 인증서를 선택합니다. 기본값은 암호입니다.
암호를 사용하는 경우 인증 암호 필드에 선택적 인증 암호를 입력합니다.
인증서를 사용하는 경우 다음 설정을 구성합니다.
ID 자격 증명: 목록에서 사용할 ID 자격 증명을 클릭합니다. 기본값은 없음입니다.
연결할 때 PIN 확인: 사용자가 네트워크에 연결할 때 PIN 확인 메시지를 표시할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기본값은 꺼짐입니다.
주문형 VPN 사용: 사용자가 네트워크에 연결할 때 VPN 연결 트리거를 사용할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기본값은 꺼짐입니다. 주문
형 VPN 사용이 켜짐인 경우 설정 구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문형 VPN 사용 설정 구성을 참조하십시오.
앱별 VPN: 앱별 VPN을 사용할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기본값은 꺼짐입니다. 이 옵션을 사용하는 경우 다음 설정을 구성합니다.
주문형 일치 사용: 앱별 VPN 서비스에 연결된 앱이 네트워크 통신을 시작할 때 앱별 VPN 연결을 자동으로 트리거할지 여부를 선택합
니다. 기본값은 꺼짐입니다.
Saf ari 도메인: 포함하려는 앱별 VPN 연결을 트리거할 수 있는 각 Safari 도메인에 대해 추가를 클릭하고 다음을 수행합니다.
도메인: 추가할 도메인을 입력합니다.
저장을 클릭하여 도메인을 저장하거나 취소를 클릭하여 도메인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참고: 기존 도메인을 삭제하려면 목록이 포함된 줄 위로 마우스 포인터를 이동하고 오른쪽의 휴지통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확
인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삭제를 클릭하여 목록을 삭제하거나 취소를 클릭하여 목록을 유지합니다.
기존의 도메인을 편집하려면 목록이 포함된 줄 위로 마우스 포인터를 이동한 후 오른쪽의 펜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목록을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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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한 후 저장을 클릭하여 변경된 목록을 저장하거나 취소를 클릭하여 목록을 변경되지 않은 상태로 유지합니다.

Citrix VPN 프로토콜 구성
Citrix VPN 클라이언트는 Apple Store(여기)에서 제공됩니다.
서버 이름 또는 IP 주소: VPN 서버의 서버 이름 또는 IP 주소를 입력합니다.
사용자 계정: 선택적 사용자 계정을 입력합니다.
연결에 대한 인증 유형: 목록에서 이 연결에 대한 인증 유형으로 암호 또는 인증서를 선택합니다. 기본값은 암호입니다.
암호를 사용하는 경우 인증 암호 필드에 선택적 인증 암호를 입력합니다.
인증서를 사용하는 경우 다음 설정을 구성합니다.
ID 자격 증명: 목록에서 사용할 ID 자격 증명을 클릭합니다. 기본값은 없음입니다.
연결할 때 PIN 확인: 사용자가 네트워크에 연결할 때 PIN 확인 메시지를 표시할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기본값은 꺼짐입니다.
주문형 VPN 사용: 사용자가 네트워크에 연결할 때 VPN 연결 트리거를 사용할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기본값은 꺼짐입니다. 주문
형 VPN 사용이 켜짐인 경우 설정 구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문형 VPN 사용 설정 구성을 참조하십시오.
앱별 VPN: 앱별 VPN을 사용할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기본값은 꺼짐입니다. iOS 7.0 이상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옵션을 사용하는 경
우 다음 설정을 구성합니다.
주문형 일치 사용: 앱별 VPN 서비스에 연결된 앱이 네트워크 통신을 시작할 때 앱별 VPN 연결을 자동으로 트리거할지 여부를 선택합
니다.
Saf ari 도메인: 포함하려는 앱별 VPN 연결을 트리거할 수 있는 각 Safari 도메인에 대해 추가를 클릭하고 다음을 수행합니다.
도메인: 추가할 도메인을 입력합니다.
저장을 클릭하여 도메인을 저장하거나 취소를 클릭하여 도메인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참고: 기존 도메인을 삭제하려면 목록이 포함된 줄 위로 마우스 포인터를 이동하고 오른쪽의 휴지통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확
인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삭제를 클릭하여 목록을 삭제하거나 취소를 클릭하여 목록을 유지합니다.
기존의 도메인을 편집하려면 목록이 포함된 줄 위로 마우스 포인터를 이동한 후 오른쪽의 펜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목록을 변
경한 후 저장을 클릭하여 변경된 목록을 저장하거나 취소를 클릭하여 목록을 변경되지 않은 상태로 유지합니다.
사용자 지정 XML: 추가할 각 사용자 지정 XML 매개 변수에 대해 추가를 클릭하고 키/값 쌍을 지정합니다. 사용 가능한 매개 변수는 다음
과 같습니다.
disableL3: 시스템 수준 VPN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앱별 VPN만 허용합니다. 값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useragent: 이 장치 정책에 VPN 플러그인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NetScaler 정책을 연결합니다. 이 키의 값은 플러그인
에서 시작된 요청에 대한 VPN 플러그인에 자동으로 추가됩니다.
참고: 기존 매개 변수를 삭제하려면 목록이 포함된 줄 위로 마우스 포인터를 이동하고 오른쪽의 휴지통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확인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삭제를 클릭하여 목록을 삭제하거나 취소를 클릭하여 목록을 유지합니다.
기존 매개 변수를 편집하려면 목록이 포함된 줄 위로 마우스 포인터를 이동하고 오른쪽의 펜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목록을 변
경한 후 저장을 클릭하여 변경된 목록을 저장하거나 취소를 클릭하여 목록을 변경되지 않은 상태로 유지합니다.

사용자 지정 SSL 프로토콜 구성
사용자 지정 SSL 식별자(역방향 DNS 형식): SSL 식별자를 역방향 DNS 형식으로 입력합니다. 이것은 필수 필드입니다.
서버 이름 또는 IP 주소: VPN 서버의 서버 이름 또는 IP 주소를 입력합니다. 이것은 필수 필드입니다.
사용자 계정: 선택적 사용자 계정을 입력합니다.
연결에 대한 인증 유형: 목록에서 이 연결에 대한 인증 유형으로 암호 또는 인증서를 선택합니다. 기본값은 암호입니다.
암호를 사용하는 경우 인증 암호 필드에 선택적 인증 암호를 입력합니다.
인증서를 사용하는 경우 다음 설정을 구성합니다.
ID 자격 증명: 목록에서 사용할 ID 자격 증명을 클릭합니다. 기본값은 없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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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할 때 PIN 확인: 사용자가 네트워크에 연결할 때 PIN 확인 메시지를 표시할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기본값은 꺼짐입니다.
주문형 VPN 사용: 사용자가 네트워크에 연결할 때 VPN 연결 트리거를 사용할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기본값은 꺼짐입니다. 주문
형 VPN 사용이 켜짐인 경우 설정 구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문형 VPN 사용 설정 구성을 참조하십시오.
앱별 VPN: 앱별 VPN을 사용할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기본값은 꺼짐입니다. 이 옵션을 사용하는 경우 다음 설정을 구성합니다.
주문형 일치 사용: 앱별 VPN 서비스에 연결된 앱이 네트워크 통신을 시작할 때 앱별 VPN 연결을 자동으로 트리거할지 여부를 선
택합니다.
Saf ari 도메인: 포함하려는 앱별 VPN 연결을 트리거할 수 있는 각 Safari 도메인에 대해 추가를 클릭하고 다음을 수행합니다.
도메인: 추가할 도메인을 입력합니다.
저장을 클릭하여 도메인을 저장하거나 취소를 클릭하여 도메인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참고: 기존 도메인을 삭제하려면 목록이 포함된 줄 위로 마우스 포인터를 이동하고 오른쪽의 휴지통 아이콘을 클릭합니
다. 확인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삭제를 클릭하여 목록을 삭제하거나 취소를 클릭하여 목록을 유지합니다.
기존의 도메인을 편집하려면 목록이 포함된 줄 위로 마우스 포인터를 이동한 후 오른쪽의 펜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목
록을 변경한 후 저장을 클릭하여 변경된 목록을 저장하거나 취소를 클릭하여 목록을 변경되지 않은 상태로 유지합니다.
사용자 지정 XML: 추가할 각 사용자 지정 XML 매개 변수에 대해 추가를 클릭하고 다음을 수행합니다.
매개 변수 이름: 추가할 매개 변수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값: 매개 변수 이름에 연결된 값을 입력합니다.
저장을 클릭하여 도메인을 저장하거나 취소를 클릭하여 도메인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참고: 기존 매개 변수를 삭제하려면 목록이 포함된 줄 위로 마우스 포인터를 이동하고 오른쪽의 휴지통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확인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삭제를 클릭하여 목록을 삭제하거나 취소를 클릭하여 목록을 유지합니다.
기존 매개 변수를 편집하려면 목록이 포함된 줄 위로 마우스 포인터를 이동하고 오른쪽의 펜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목록을 변
경한 후 저장을 클릭하여 변경된 목록을 저장하거나 취소를 클릭하여 목록을 변경되지 않은 상태로 유지합니다.

주문형 VPN 사용 옵션 구성
주문형 도메인: 추가할 각 도메인 및 사용자가 도메인에 연결할 때 수행할 동작에 대해 추가를 클릭하고 다음을 수행합니다.
도메인: 추가할 도메인을 입력합니다.
동작: 목록에서 가능한 동작 중 하나를 클릭합니다.
항상 설정: 도메인에서 항상 VPN 연결이 트리거됩니다.
설정 안 함: 도메인에서 VPN 연결이 트리거되지 않습니다.
필요한 경우 설정: DNS 서버에서 도메인을 확인할 수 없거나, 다른 서버로 리디렉션되거나, 시간이 초과된 경우 등과 같이 도메인
이름 확인에 실패한 경우 도메인에서 VPN 연결 시도가 트리거됩니다.
저장을 클릭하여 도메인을 저장하거나 취소를 클릭하여 도메인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주문형 규칙
동작: 목록에서 수행할 동작을 클릭합니다. 기본값은 EvaluateConnection입니다. 가능한 동작은 다음과 같습니다.
허용: 트리거 시 주문형 VPN 연결을 허용합니다.
연결: VPN 연결을 무조건 시작합니다.
연결 끊기: VPN 연결을 제거하고 규칙이 일치하지 않는 한 주문형 VPN에 다시 연결하지 않습니다.
EvaluateConnection: 각 연결에 대한 ActionParameters 배열을 평가합니다.
무시: 기존 VPN 연결을 유지하지만 규칙이 일치하지 않는 한 주문형 VPN에 다시 연결하지 않습니다.
DNSDomainMatch: 사용자 장치의 검색 도메인 목록과 일치할 수 있는 추가할 각 도메인에 대해 추가를 클릭하고 다음을 수행합니
다.
DNS 도메인: 도메인 이름을 입력합니다. 와일드카드 "*" 접두사를 사용하여 여러 도메인을 일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example.com은 mydomain.example.com, yourdomain.example.com 및 herdomain.example.com과 일치합니다.
저장을 클릭하여 도메인을 저장하거나 취소를 클릭하여 도메인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DNSServerAddressMatch: 네트워크의 지정된 DNS 서버와 일치할 수 있는 추가할 각 IP 주소에 대해 추가를 클릭하고 다음을 수행
합니다.
DNS 서버 주소: 추가할 DNS 서버 주소를 입력합니다. 와일드카드 "*" 접미사를 사용하여 DNS 서버를 일치할 수 있습니다. 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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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 17.*는 클래스 A 서브넷의 모든 DNS 서버와 일치합니다.
저장을 클릭하여 DNS 서버 주소를 저장하거나 취소를 클릭하여 DNS 서버 주소를 저장하지 않습니다.
Interf aceTypeMatch: 목록에서 사용하는 기본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하드웨어 유형을 클릭합니다. 기본값은 지정되지 않음입니
다. 가능한 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정되지 않음: 모든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하드웨어와 일치합니다. 이것이 기본값입니다.
이더넷: 이더넷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하드웨어만 일치합니다.
WiFi: WiFi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하드웨어만 일치합니다.
셀룰러: 셀룰러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하드웨어만 일치합니다.
SSIDMatch: 현재 네트워크와 일치할 추가할 각 SSID에 대해 추가를 클릭하고 다음을 수행합니다.
SSID: 추가할 SSID를 입력합니다. 네트워크가 WiFi 네트워크가 아닌 경우 또는 SSID가 표시되지 않는 경우 일치가 실패합니다. 모
든 SSID와 일치하려면 이 목록을 비워 둡니다.
저장을 클릭하여 SSID를 저장하거나 취소를 클릭하여 SSID를 저장하지 않습니다.
URLStringProbe: 가져올 URL을 입력합니다. 이 URL을 리디렉션 없이 성공적으로 가져온 경우 이 규칙이 일치합니다.
ActionParameters : Domains: EvaluateConnection이 검사하는 추가할 각 도메인에 대해 추가를 클릭하고 다음을 수행합니다.
도메인: 추가할 도메인을 입력합니다.
저장을 클릭하여 도메인을 저장하거나 취소를 클릭하여 도메인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ActionParameters : DomainAction: 목록에서 지정된 ActionParameters : Domains 도메인에 대한 VPN 동작을 클릭합니다.
기본값은 ConnectIf Needed입니다. 가능한 동작은 다음과 같습니다.
ConnectIf Needed: DNS 서버에서 도메인을 확인할 수 없거나, 다른 서버로 리디렉션되거나, 시간이 초과된 경우 등과 같이 도메
인 이름 확인에 실패한 경우 도메인에서 VPN 연결 시도가 트리거됩니다.
NeverConnect: 도메인에서 VPN 연결이 트리거되지 않습니다.
ActionParameters : RequiredDNSServers: 지정된 도메인을 확인할 때 사용할 각 DNS 서버 IP 주소에 대해 추가를 클릭하고 다
음을 수행합니다.
DNS 서버: ActionParameters : DomainAction = ConnectIf Needed인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추가할 DNS 서버를 입력합니
다. 이 서버는 장치의 현재 네트워크 구성에 포함된 서버가 아니어도 됩니다. DNS 서버에 연결할 수 없는 경우 VPN 연결이 대신 설
정됩니다. 이 DNS 서버는 내부 DNS 서버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외부 DNS 서버여야 합니다.
저장을 클릭하여 DNS 서버를 저장하거나 취소를 클릭하여 DNS 서버를 저장하지 않습니다.
ActionParameters : RequiredURLStringProbe: 필요한 경우 GET 요청을 사용하여 검색할 HT T P 또는 HT T PS(기본 설정) URL을
입력합니다. URL의 호스트 이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서버가 200 HT T P 상태 코드로 응답하지 않는 경우 VPN 연결이 대신 설
정됩니다. ActionParameters : DomainAction = ConnectIf Needed인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OnDemandRules : XML 콘텐츠: XML 구성 주문형 규칙을 입력하거나 복사 후 붙여 넣습니다.
사전 확인을 클릭하여 XML 코드의 유효성을 검사합니다. XML이 유효한 경우 XML 콘텐츠 텍스트 상자 아래에 유효한 XML이 녹
색 텍스트로 표시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오류를 설명하는 주황색 오류 메시지 텍스트가 표시됩니다.

프록시
프록시 구성: 목록에서 프록시 서버를 통해 VPN 연결을 라우팅하는 방법을 클릭합니다. 기본값은 없음입니다.
수동을 사용하는 경우 다음 설정을 구성합니다.
프록시 서버의 호스트 이름 또는 IP 주소: 프록시 서버의 호스트 이름 또는 IP 주소를 입력합니다. 이것은 필수 필드
입니다.
프록시 서버용 포트: 프록시 서버 포트 번호를 입력합니다. 이것은 필수 필드입니다.
사용자 이름: 선택적 프록시 서버 사용자 이름을 입력합니다.
암호: 선택적 프록시 서버 암호를 입력합니다.
자동을 구성하는 경우 다음 설정을 구성합니다.
프록시 서버 URL: 프록시 서버의 URL을 입력합니다. 이것은 필수 필드입니다.
정책 설정
정책 설정의 정책 제거 옆에서 날짜 선택 또는 제거할 때까지의 기간(시간)을 클릭합니다.
날짜 선택을 클릭하는 경우 달력을 클릭하여 제거할 날짜를 선택합니다.
사용자가 정책을 제거하도록 허용 목록에서 항상, 암호 필요 또는 안 함을 클릭합니다.
암호 필요를 클릭하는 경우 제거 암호 옆에 필요한 암호를 입력합니다.
프로필 범위 옆에서 사용자 또는 시스템을 클릭합니다. 기본값은 사용자입니다. 이 옵션은 macOS 10.7 이상에서만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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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습니다.

Android 설정 구성

Citrix VPN에 대해 다음 설정을 구성합니다.
연결 이름: VPN 연결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이것은 필수 필드입니다.
서버 이름 또는 IP 주소: NetScaler Gateway의 FQDN 또는 IP 주소를 입력합니다.
연결에 대한 인증 유형: 인증 유형을 선택하고 유형에 대해 나타나는 다음 필드를 모두 작성합니다.
사용자 이름 및 암호: 암호 또는 암호 및 인증서의 인증 유형에 대한 VPN 자격 증명을 입력합니다. 선택 사항입니다. VPN
자격 증명을 입력하지 않으면 Citrix VPN 앱에 사용자 이름과 암호를 입력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ID 자격 증명: 인증 유형이 인증서 또는 암호 및 인증서인 경우 표시됩니다.
앱별 VPN 사용: 앱별 VPN을 사용할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앱별 VPN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모든 트래픽이 Citrix VPN 터널을
통과합니다. 앱별 VPN을 사용하는 경우 다음 설정을 지정합니다. 기본값은 꺼짐입니다.
화이트리스트 또는 블랙리스트: 한 가지 설정을 선택합니다. 화이트리스트인 경우 화이트리스트의 모든 앱이 이 VPN 터널
을 통과합니다. 블랙리스트인 경우 블랙리스의 앱을 제외한 모든 앱이 이 VPN 터널을 통과합니다.
응용 프로그램 목록: 화이트리스트 또는 블랙리스트 앱을 지정합니다. 추가를 클릭한 다음 앱 패키지 이름의 쉼표로 구분
된 목록을 입력합니다.
사용자 지정 XML: 추가를 클릭한 다음 사용자 지정 매개 변수를 입력합니다. XenMobile은 Citrix VPN에 대해 다음 매개 변수
를 지원합니다.
disableL3Mode: 선택 사항입니다. 이 매개 변수를 사용하려면 값에 예를 입력합니다. 사용하도록 설정한 경우
XenMobile은 사용자가 추가한 VPN 연결을 표시하지 않으며 사용자가 새 연결을 추가할 수 없습니다. 이는 글로벌 제한이
며 모든 VPN 프로필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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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rAgent: 문자열 값입니다. 각 HT T P 요청에 보낼 사용자 지정 사용자 에이전트 문자열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정한
사용자 에이전트 문자열이 기존 Citrix VPN 사용자 에이전트에 추가됩니다.
Cisco AnyConnect VPN에 대해 다음 설정을 구성합니다.
연결 이름: Cisco AnyConnect VPN 연결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이것은 필수 필드입니다.
서버 이름 또는 IP 주소: VPN 서버의 이름 또는 IP 주소를 입력합니다. 이것은 필수 필드입니다.
백업 VPN 서버: 백업 VPN 서버 정보를 입력합니다.
사용자 그룹: 사용자 그룹 정보를 입력합니다.
ID 자격 증명: 목록에서 ID 자격 증명을 선택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네트워크
자동 VPN 정책: 이 옵션을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도록 설정하여 VPN이 신뢰할 수 있는 네트워크 및 신뢰할 수 없는 네트
워크에 반응하는 방법을 설정합니다. 사용하는 경우 다음 설정을 구성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네트워크 정책: 목록에서 원하는 정책을 클릭합니다. 기본값은 연결 끊기입니다. 사용 가능한 옵션은 다
음과 같습니다.
연결 끊기: 클라이언트가 신뢰할 수 있는 네트워크에서 VPN 연결을 종료합니다. 이것이 기본값입니다.
연결: 클라이언트가 신뢰할 수 있는 네트워크에서 VPN 연결을 시작합니다.
아무 작업도 하지 않음: 클라이언트가 아무런 동작을 수행하지 않습니다.
일시 중지: 사용자가 신뢰할 수 있는 네트워크 외부에서 VPN 세션을 설정한 후 신뢰할 수 있는 네트워크로 구성된 네
트워크로 들어가면 VPN 세션을 일시 중지합니다(연결을 끊지 않음). 사용자가 신뢰할 수 있는 네트워크에서 다시 나
가면 세션이 다시 시작됩니다. 이렇게 하면 신뢰할 수 있는 네트워크에서 나간 후 새 VPN 세션을 설정할 필요가 없습
니다.
신뢰할 수 없는 네트워크 정책: 목록에서 원하는 정책을 클릭합니다. 기본값은 연결입니다. 사용 가능한 옵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결: 클라이언트가 신뢰할 수 없는 네트워크에서 VPN 연결을 시작합니다.
아무 작업도 하지 않음: 클라이언트가 신뢰할 수 없는 네트워크에서 VPN 연결을 시작합니다. 이 옵션을 사용하면 항
상 VPN 연결이 사용되지 않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도메인: 클라이언트가 신뢰할 수 있는 도메인에 있을 때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에 포함될 수 있는 각 도메인
접미사에 대해 추가를 클릭하고 다음을 수행합니다.
도메인: 추가할 도메인을 입력합니다.
저장을 클릭하여 도메인을 저장하거나 취소를 클릭하여 도메인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서버: 클라이언트가 신뢰할 수 있는 도메인에 있을 때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에 포함될 수 있는 각 서버 주소
에 대해 추가를 클릭하고 다음을 수행합니다.
서버: 추가할 서버를 입력합니다.
저장을 클릭하여 서버를 저장하거나 취소를 클릭하여 서버를 저장하지 않습니다.
참고: 기존 서버를 삭제하려면 목록이 포함된 줄 위로 마우스 포인터를 이동하고 오른쪽의 휴지통 아이콘을 클릭합
니다. 확인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삭제를 클릭하여 목록을 삭제하거나 취소를 클릭하여 목록을 유지합니다.
기존 서버를 편집하려면 목록이 포함된 줄 위로 마우스 포인터를 이동하고 오른쪽의 펜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목록
을 변경한 후 저장을 클릭하여 변경된 목록을 저장하거나 취소를 클릭하여 목록을 변경되지 않은 상태로 유지합니
다.

Samsung SAFE 설정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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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설정을 구성합니다.
연결 이름: 연결 이름을 입력합니다.
Vpn 유형: 목록에서 이 연결에 사용할 프로토콜을 클릭합니다. 기본값은 미리 공유한 키를 사용하는 L2TP입니다. 사용 가능
한 옵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리 공유한 키를 사용하는 L2TP: 미리 공유한 키 인증을 포함하는 계층 2 터널링 프로토콜입니다. 이는 기본 설정입니다.
인증서를 사용하는 L2TP: 인증서를 사용하는 계층 2 터널링 프로토콜입니다.
PPTP: 지점 간 터널링입니다.
엔터프라이즈: 회사 VPN 연결입니다. SAFE 2.0 이전 버전에 적용됩니다.
제네릭: 제네릭 VPN 연결입니다. SAFE 2.0 이상 버전에 적용됩니다.
다음 섹션에는 이전에 설명한 VPN 유형에 대한 구성 옵션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미리 공유한 키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L2T P 구성
호스트 이름: VPN 호스트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이 옵션은 필수입니다.
사용자 이름: 선택적 사용자 이름을 입력합니다.
암호: 선택적 암호를 입력합니다.
미리 공유한 키: 미리 공유한 키를 입력합니다. 이 옵션은 필수입니다.

인증서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L2T P 프로토콜 구성
호스트 이름: VPN 호스트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이 옵션은 필수입니다.
사용자 이름: 선택적 사용자 이름을 입력합니다.
암호: 선택적 암호를 입력합니다.
ID 자격 증명: 목록에서 사용할 ID 자격 증명을 클릭합니다. 기본값은 없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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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T P 프로토콜 구성
호스트 이름: VPN 호스트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이 옵션은 필수입니다.
사용자 이름: 선택적 사용자 이름을 입력합니다.
암호: 선택적 암호를 입력합니다.
암호화 사용: VPN 연결에 암호화를 사용할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엔터프라이즈 프로토콜 구성
호스트 이름: VPN 호스트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이 옵션은 필수입니다.
백업 서버 사용: 백업 VPN 서버를 사용할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사용하는 경우 백업 VPN 서버에 백업 VPN 서버의 FQDN 또는 IP 주소를
입력합니다.
사용자 인증 사용: 사용자 인증이 필요한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사용하는 경우 다음 설정을 구성합니다.
사용자 이름: 사용자 이름을 입력합니다.
암호: 사용자 암호를 입력합니다.
그룹 이름: 선택적 그룹 이름을 입력합니다.
인증 방법: 목록에서 사용할 인증 방법을 클릭합니다. 사용 가능한 옵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증서: 인증서 인증을 사용합니다. 이것이 기본값입니다. 선택한 경우 ID 자격 증명 목록에서 사용할 자격 증명을 클릭합니다. 기본
값은 없음입니다.
미리 공유한 키: 미리 공유한 키를 사용합니다. 선택한 경우 미리 공유한 키 필드에 공유 암호 키를 입력합니다.
하이브리드 RSA: RSA 인증서를 사용한 하이브리드 인증을 사용합니다.
EAP MD5: EAP 피어를 EAP 서버로 인증하지만 상호 인증은 수행하지 않습니다.
EAP MSCHAPv2: Microsoft의 Challenge Handshake 인증을 상호 인증에 사용합니다.
CA 인증서: 목록에서 사용할 인증서를 클릭합니다. 기본값은 없음입니다.
기본 경로 사용: VPN 서버에 대한 기본 경로를 사용할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기본값은 꺼짐입니다.
스마트 카드 인증 사용: 스마트 카드를 사용한 사용자 인증을 허용할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기본값은 꺼짐입니다.
모바일 옵션 사용: 모바일 옵션을 사용할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기본값은 꺼짐입니다.
Dif f ie-Hellman 그룹 값(키 강도): 목록에서 사용할 키 강도를 클릭합니다. 기본값은 0입니다.
분할 터널 유형: 목록에서 사용할 분할 터널 유형을 클릭합니다. 기본값은 자동입니다. 사용 가능한 옵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동: 분할 터널링이 자동으로 사용됩니다.
수동: VPN 서버에 지정된 IP 주소 및 포트를 통해 분할 터널링이 사용됩니다.
사용 안 함: 분할 터널링이 사용되지 않습니다.
SuiteB 유형: 목록에서 사용할 NSA Suite B 암호화 수준을 클릭합니다. 기본값은 GCM-128입니다. 사용 가능한 옵션은 다음과 같습니
다.
GCM-128: 128비트 AES-GCM 암호화를 사용합니다.
GMAC-128: 128비트 AES-GMAC 암호화를 사용합니다.
GMAC-256: 256비트 AES-GMAC 암호화를 사용합니다.
없음: 암호화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전달 경로: 회사 VPN 서버가 전달 경로를 지원하는 경우 사용할 각 전달 경로에 대해 추가를 클릭하고 다음을 수행합니다.
전달 경로: 전달 경로의 IP 주소를 입력합니다.
저장을 클릭하여 경로를 저장하거나 취소를 클릭하여 경로를 저장하지 않습니다.

제네릭 프로토콜 구성
호스트 이름: VPN 호스트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이 옵션은 필수입니다.
사용자 인증 사용: 사용자 인증이 필요한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사용하는 경우 암호에 사용자 암호를 입력합니다.
사용자 이름: 사용자 이름을 입력합니다.
패키지 이름 에이전트 VPN: 장치에 설치된 VPN의 패키지 이름 또는 ID입니다(예: Mocana 또는 Pulse Secure).
Vpn 연결 유형: 목록에서 사용할 연결 유형으로 IPSEC 또는 SSL을 클릭합니다. 기본값은 IPSEC입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각 연결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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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구성 설정을 설명합니다.
IPSEC 연결 유형 설정 구성
ID: 이 구성에 대한 선택적 식별자를 입력합니다.
IPsec 그룹 ID 유형: 목록에서 사용할 IPsec 그룹 ID 유형을 클릭합니다. 기본값은 기본값입니다. 사용 가능한 옵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값
IPv4 주소
FQDN(정규화된 도메인 이름)
사용자 FQDN
IKE 키 ID
IKE 버전: 목록에서 사용할 Internet Key Exchange 버전을 클릭합니다. 기본값은 IKEv1입니다.
인증 방법: 목록에서 사용할 인증 방법을 클릭합니다. 기본값은 인증서입니다. 사용 가능한 옵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증서: 인증서 인증을 사용합니다. 선택한 경우 ID 자격 증명 목록에서 사용할 자격 증명을 클릭합니다. 기본값은 없음입니다.
미리 공유한 키: 미리 공유한 키를 사용합니다. 선택한 경우 미리 공유한 키 필드에 공유 암호 키를 입력합니다.
하이브리드 RSA: RSA 인증서를 사용한 하이브리드 인증을 사용합니다.
EAP MD5: EAP 피어를 EAP 서버로 인증하지만 상호 인증은 수행하지 않습니다.
EAP MSCHAPv2: Microsoft의 Challenge Handshake 인증을 상호 인증에 사용합니다.
CAC 기반 인증: CAC(Common Access Card)를 인증에 사용합니다.
ID 자격 증명: 목록에서 사용할 ID 자격 증명을 클릭합니다. 기본값은 없음입니다.
CA 인증서: 목록에서 사용할 인증서를 클릭합니다.
데드 피어 감지 사용: 피어에 접속하여 활성 상태를 확인할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기본값은 꺼짐입니다.
기본 경로 사용: VPN 서버에 대한 기본 경로를 사용할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모바일 옵션 사용: 모바일 옵션을 사용할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IKE 수명(분): VPN 연결을 다시 설정하기 전까지의 시간(분)을 입력합니다. 기본값은 1440분(24시간)입니다.
Dif f ie-Hellman 그룹 값(키 강도): 목록에서 사용할 키 강도를 클릭합니다. 기본값은 0입니다.
IKE 단계 1 키 교환 모드: IKE 단계 1 교환 모드에 대해 기본 또는 적극적을 선택합니다. 기본값은 기본입니다.
기본: 협상 중에 잠재적 공격자에게 정보가 노출되지 않지만 적극적 모드보다 느립니다.
적극적: 협상 중에 일부 정보(예: 협상 중인 피어의 ID)가 잠재적 공격자에게 노출되지만 기본 모드보다 빠릅니다.
PFS(Perf ect Forward Secrecy) 값: 연결을 재협상할 때 새 PFS를 사용하여 새 키 교환을 요구할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분할 터널 유형: 목록에서 사용할 분할 터널 유형을 클릭합니다. 사용 가능한 옵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동: 분할 터널링이 자동으로 사용됩니다.
수동: VPN 서버에 지정된 IP 주소 및 포트를 통해 분할 터널링이 사용됩니다.
사용 안 함: 분할 터널링이 사용되지 않습니다.
IPSEC 암호화 알고리즘: IPSec 프로토콜이 사용하는 VPN 구성입니다.
IKE 암호화 알고리즘: IPSec 프로토콜이 사용하는 VPN 구성입니다.
IKE 무결성 알고리즘: IPSec 프로토콜이 사용하는 VPN 구성입니다.
공급업체: KNOX API와 통신하는 일반 에이전트의 개인 프로필입니다.
전달 경로: 회사 VPN 서버가 전달 경로를 지원하는 경우 사용할 각 전달 경로에 대해 추가를 클릭하고 다음을 수행합니다.
전달 경로: 전달 경로의 IP 주소를 입력합니다.
저장을 클릭하여 경로를 저장하거나 취소를 클릭하여 경로를 저장하지 않습니다.
앱별 VPN: 추가할 각 앱별 VPN에 대해 추가를 클릭하고 다음을 수행합니다.
앱별 VPN: 앱이 통신에 사용하는 VPN 구성입니다.
저장을 클릭하여 앱별 VPN을 저장하거나 취소를 클릭하여 앱별 VPN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SSL 연결 유형 설정 구성
인증 방법: 목록에서 사용할 인증 방법을 클릭합니다. 기본값은 해당 없음입니다. 사용 가능한 옵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없음
인증서: 인증서 인증을 사용합니다. 선택한 경우 ID 자격 증명 목록에서 사용할 자격 증명을 클릭합니다. 기본값은 없음입니다.
CAC 기반 인증: CAC(Common Access Card)를 인증에 사용합니다.
CA 인증서: 목록에서 사용할 인증서를 클릭합니다.
기본 경로 사용: VPN 서버에 대한 기본 경로를 사용할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모바일 옵션 사용: 모바일 옵션을 사용할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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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터널 유형: 목록에서 사용할 분할 터널 유형을 클릭합니다. 사용 가능한 옵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동: 분할 터널링이 자동으로 사용됩니다.
수동: VPN 서버에 지정된 IP 주소 및 포트를 통해 분할 터널링이 사용됩니다.
사용 안 함: 분할 터널링이 사용되지 않습니다.
SSL 알고리즘: 클라이언트-서버 협상에 사용할 SSL 알고리즘을 입력합니다.
공급업체: KNOX API와 통신하는 일반 에이전트의 개인 프로필입니다.
전달 경로: 회사 VPN 서버가 전달 경로를 지원하는 경우 사용할 각 전달 경로에 대해 추가를 클릭하고 다음을 수행합니다.
전달 경로: 전달 경로의 IP 주소를 입력합니다.
저장을 클릭하여 경로를 저장하거나 취소를 클릭하여 경로를 저장하지 않습니다.
앱별 VPN: 추가할 각 앱별 VPN에 대해 추가를 클릭하고 다음을 수행합니다.
앱별 VPN: 앱이 통신에 사용하는 VPN 구성입니다.
저장을 클릭하여 앱별 VPN을 저장하거나 취소를 클릭하여 앱별 VPN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Samsung KNOX 설정 구성

참고: Samsung KNOX에 대한 정책을 구성하는 경우 Samsung KNOX 컨테이너 내부에만 적용됩니다.
다음 설정을 구성합니다.
Vpn 유형: 목록에서 구성할 VPN 연결 유형을 클릭합니다. 엔터프라이즈(KNOX 2.0 이전 버전에 해당) 또는 제네릭(KNOX 2.0
이상 버전에 해당)을 클릭합니다. 기본값은 엔터프라이즈입니다.
다음 섹션에는 이전에 설명한 각 연결 유형에 대한 구성 옵션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엔터프라이즈 프로토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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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이름: 연결 이름을 입력합니다. 이것은 필수 필드입니다.
호스트 이름: VPN 호스트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이 옵션은 필수입니다.
백업 서버 사용: 백업 VPN 서버를 사용할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사용하는 경우 백업 VPN 서버에 백업 VPN 서버의 FQDN 또는 IP 주소를
입력합니다.
사용자 인증 사용: 사용자 인증이 필요한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사용하는 경우 다음 설정을 구성합니다.
사용자 이름: 사용자 이름을 입력합니다.
암호: 사용자 암호를 입력합니다.
그룹 이름: 선택적 그룹 이름을 입력합니다.
인증 방법: 목록에서 사용할 인증 방법을 클릭합니다. 사용 가능한 옵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증서: 인증서 인증을 사용합니다. 이것이 기본값입니다. 선택한 경우 ID 자격 증명 목록에서 사용할 자격 증명을 클릭합니다. 기본
값은 없음입니다.
미리 공유한 키: 미리 공유한 키를 사용합니다. 선택한 경우 미리 공유한 키 필드에 공유 암호 키를 입력합니다.
하이브리드 RSA: RSA 인증서를 사용한 하이브리드 인증을 사용합니다.
EAP MD5: EAP 피어를 EAP 서버로 인증하지만 상호 인증은 수행하지 않습니다.
EAP MSCHAPv2: Microsoft의 Challenge Handshake 인증을 상호 인증에 사용합니다.
CA 인증서: 목록에서 사용할 인증서를 클릭합니다.
기본 경로 사용: VPN 서버에 대한 기본 경로를 사용할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스마트 카드 인증 사용: 스마트 카드를 사용한 사용자 인증을 허용할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기본값은 꺼짐입니다.
모바일 옵션 사용: 모바일 옵션을 사용할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Dif f ie-Hellman 그룹 값(키 강도): 목록에서 사용할 키 강도를 클릭합니다. 기본값은 0입니다.
분할 터널 유형: 목록에서 사용할 분할 터널 유형을 클릭합니다. 사용 가능한 옵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동: 분할 터널링이 자동으로 사용됩니다.
수동: VPN 서버에 지정된 IP 주소 및 포트를 통해 분할 터널링이 사용됩니다.
사용 안 함: 분할 터널링이 사용되지 않습니다.
SuiteB 유형: 목록에서 사용할 NSA Suite B 암호화 수준을 클릭합니다. 사용 가능한 옵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GCM-128: 128비트 AES-GCM 암호화를 사용합니다. 이것이 기본값입니다.
GCM-256: 256비트 AES-GCM 암호화를 사용합니다.
GMAC-128: 128비트 AES-GMAC 암호화를 사용합니다.
GMAC-256: 256비트 AES-GMAC 암호화를 사용합니다.
없음: 암호화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전달 경로: 회사 VPN 서버가 다수의 경로 테이블을 지원하는 경우 추가를 클릭하여 선택적 전달 경로를 추가합니다.

제네릭 프로토콜 구성
연결 이름: 연결 이름을 입력합니다. 이것은 필수 필드입니다.
패키지 이름 에이전트 VPN: 장치에 설치된 VPN의 패키지 이름 또는 ID입니다(예: Mocana 또는 Pulse Secure).
호스트 이름: VPN 호스트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이 옵션은 필수입니다.
사용자 인증 사용: 사용자 인증이 필요한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사용하는 경우 다음 설정을 구성합니다.
사용자 이름: 사용자 이름을 입력합니다.
암호: 사용자 암호를 입력합니다.
ID: 이 구성에 대한 선택적 식별자를 입력합니다. Vpn 연결 유형 = IPSEC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Vpn 연결 유형: 목록에서 사용할 연결 유형으로 IPSEC 또는 SSL을 클릭합니다. 기본값은 IPSEC입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각 연결 유형
에 대한 구성 설정을 설명합니다.
IPSEC 연결 설정 구성
ID: 이 구성에 대한 선택적 식별자를 입력합니다.
IPsec 그룹 ID 유형: 목록에서 사용할 IPsec 그룹 ID 유형을 클릭합니다. 기본값은 기본값입니다. 사용 가능한 옵션은 다음과 같습니
다.
기본값
IPv4 주소
FQDN(정규화된 도메인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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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FQDN
IKE 키 ID
IKE 버전: 목록에서 사용할 Internet Key Exchange 버전을 클릭합니다. 기본값은 IKEv1입니다.
인증 방법: 목록에서 사용할 인증 방법을 클릭합니다. 기본값은 인증서입니다. 사용 가능한 옵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증서: 인증서 인증을 사용합니다. 선택한 경우 ID 자격 증명 목록에서 사용할 자격 증명을 클릭합니다. 기본값은 없음입니다.
미리 공유한 키: 미리 공유한 키를 사용합니다. 선택한 경우 미리 공유한 키 필드에 공유 암호 키를 입력합니다.
하이브리드 RSA: RSA 인증서를 사용한 하이브리드 인증을 사용합니다.
EAP MD5: EAP 피어를 EAP 서버로 인증하지만 상호 인증은 수행하지 않습니다.
EAP MSCHAPv2: Microsoft의 Challenge Handshake 인증을 상호 인증에 사용합니다.
CAC 기반 인증: CAC(Common Access Card)를 인증에 사용합니다.
CA 인증서: 목록에서 사용할 인증서를 클릭합니다.
데드 피어 감지 사용: 피어에 접속하여 활성 상태를 확인할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기본값은 꺼짐입니다.
기본 경로 사용: VPN 서버에 대한 기본 경로를 사용할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모바일 옵션 사용: 모바일 옵션을 사용할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IKE 수명(분): VPN 연결을 다시 설정하기 전까지의 시간(분)을 입력합니다. 기본값은 1440분(24시간)입니다.
ipsec 수명(분): VPN 연결을 다시 설정하기 전까지의 시간(분)을 입력합니다. 기본값은 1440분(24시간)입니다.
Dif f ie-Hellman 그룹 값(키 강도): 목록에서 사용할 키 강도를 클릭합니다. 기본값은 0입니다.
IKE 단계 1 키 교환 모드: IKE 단계 1 교환 모드에 대해 기본 또는 적극적을 선택합니다. 기본값은 기본입니다.
기본: 협상 중에 잠재적 공격자에게 정보가 노출되지 않지만 적극적 모드보다 느립니다.
적극적: 협상 중에 일부 정보(예: 협상 중인 피어의 ID)가 잠재적 공격자에게 노출되지만 기본 모드보다 빠릅니다.
PFS(Perf ect Forward Secrecy) 값: 연결을 재협상할 때 새 PFS를 사용하여 새 키 교환을 요구할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분할 터널 유형: 목록에서 사용할 분할 터널 유형을 클릭합니다. 사용 가능한 옵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동: 분할 터널링이 자동으로 사용됩니다.
수동: VPN 서버에 지정된 IP 주소 및 포트를 통해 분할 터널링이 사용됩니다.
사용 안 함: 분할 터널링이 사용되지 않습니다.
SuiteB 유형: 목록에서 사용할 NSA Suite B 암호화 수준을 클릭합니다. 기본값은 GCM-128입니다. 사용 가능한 옵션은 다음과 같습
니다.
GCM-128: 128비트 AES-GCM 암호화를 사용합니다.
GCM-256: 256비트 AES-GCM 암호화를 사용합니다.
GMAC-128: 128비트 AES-GMAC 암호화를 사용합니다.
GMAC-256: 256비트 AES-GMAC 암호화를 사용합니다.
없음: 암호화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IPSEC 암호화 알고리즘: IPSec 프로토콜이 사용하는 VPN 구성입니다.
IKE 암호화 알고리즘: IPSec 프로토콜이 사용하는 VPN 구성입니다.
IKE 무결성 알고리즘: IPSec 프로토콜이 사용하는 VPN 구성입니다.
Knox: Samsung KNOX 전용 구성입니다.
공급업체: KNOX API와 통신하는 일반 에이전트의 개인 프로필입니다.
전달 경로: 회사 VPN 서버가 전달 경로를 지원하는 경우 사용할 각 전달 경로에 대해 추가를 클릭하고 다음을 수행합니다.
전달 경로: 전달 경로의 IP 주소를 입력합니다.
저장을 클릭하여 경로를 저장하거나 취소를 클릭하여 경로를 저장하지 않습니다.
앱별 VPN: 추가할 각 앱별 VPN에 대해 추가를 클릭하고 다음을 수행합니다.
앱별 VPN: 앱이 통신에 사용하는 VPN 구성입니다.
저장을 클릭하여 앱별 VPN을 저장하거나 취소를 클릭하여 앱별 VPN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SSL 연결 설정 구성
인증 방법: 목록에서 사용할 인증 방법을 클릭합니다. 사용 가능한 옵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없음: 인증 방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기본값입니다.
인증서: 인증서 인증을 사용합니다. 이것이 기본값입니다. 선택한 경우 ID 자격 증명 목록에서 사용할 자격 증명을 클릭합니다. 기
본값은 없음입니다.
CAC 기반 인증: CAC(Common Access Card)를 인증에 사용합니다.
CA 인증서: 목록에서 사용할 인증서를 클릭합니다.
기본 경로 사용: VPN 서버에 대한 기본 경로를 사용할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모바일 옵션 사용: 모바일 옵션을 사용할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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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터널 유형: 목록에서 사용할 분할 터널 유형을 클릭합니다. 사용 가능한 옵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동: 분할 터널링이 자동으로 사용됩니다.
수동: 지정된 IP 주소 및 포트를 통해 분할 터널링이 사용됩니다.
사용 안 함: 분할 터널링이 사용되지 않습니다.
SuiteB 유형: 목록에서 사용할 NSA Suite B 암호화 수준을 클릭합니다. 기본값은 GCM-128입니다. 사용 가능한 옵션은 다음과 같습
니다.
GCM-128: 128비트 AES-GCM 암호화를 사용합니다.
GCM-256: 256비트 AES-GCM 암호화를 사용합니다.
GMAC-128: 128비트 AES-GMAC 암호화를 사용합니다.
GMAC-256: 256비트 AES-GMAC 암호화를 사용합니다.
없음: 암호화 사용 안 함: 클라이언트-서버 협상에 사용할 SSL 알고리즘을 입력합니다.
SSL 알고리즘: 클라이언트-서버 협상에 사용할 SSL 알고리즘을 입력합니다.
Knox: Samsung KNOX 전용 구성입니다.
공급업체: KNOX API와 통신하는 일반 에이전트의 개인 프로필입니다.
전달 경로: 회사 VPN 서버가 전달 경로를 지원하는 경우 사용할 각 전달 경로에 대해 추가를 클릭하고 다음을 수행합니다.
전달 경로: 전달 경로의 IP 주소를 입력합니다.
저장을 클릭하여 경로를 저장하거나 취소를 클릭하여 경로를 저장하지 않습니다.
앱별 VPN: 추가할 각 앱별 VPN에 대해 추가를 클릭하고 다음을 수행합니다.
앱별 VPN: 앱이 통신에 사용하는 VPN 구성입니다.
저장을 클릭하여 앱별 VPN을 저장하거나 취소를 클릭하여 앱별 VPN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Windows Phone 설정 구성

참고: 이러한 설정은 Window 10 이상의 감독되는 전화에서만 지원됩니다.
다음 설정을 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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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이름: 연결 이름을 입력합니다. 이것은 필수 필드입니다.
프로필 유형: 목록에서 기본 또는 플러그인을 클릭합니다. 기본값은 기본입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이러한 각 옵션에 대한 설
정을 설명합니다.
기본 프로필 유형 설정 구성 -

사용자의 Windows Phone에 기본 제공되는 VPN에 적용되는 설정입니다.

VPN 서버 이름: VPN 서버의 FQDN 또는 IP 주소를 입력합니다. 이것은 필수 필드입니다.
터널링 프로토콜: 목록에서 사용할 VPN 터널 유형을 클릭합니다. 기본값은 L2TP입니다. 사용 가능한 옵션은 다음과 같습
니다.
L2TP: 미리 공유한 키 인증을 사용하는 계층 2 터널링 프로토콜입니다.
PPTP: 지점 간 터널링입니다.
IKEv2: Internet Key Exchange 버전 2입니다.
인증 방법: 목록에서 사용할 인증 방법을 클릭합니다. 기본값은 EAP입니다. 사용 가능한 옵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EAP: Extended Authentication Protocol의 약어로 확장 인증 프로토콜을 의미합니다.
MSChapV2: Microsoft의 Challenge Handshake 인증을 상호 인증에 사용합니다. IKEv2를 터널 유형으로 선택하는 경
우 이 옵션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MSChapV2를 선택하면 자동으로 Windows 자격 증명 사용 옵션이 나타납니다. 기
본값은 꺼짐입니다.
EAP 방법: 목록에서 사용할 EAP 방법을 클릭합니다. 기본값은 TLS입니다. MSChapV2 인증을 사용하는 경우 이 필드를 사
용할 수 없습니다. 사용 가능한 옵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TLS: 전송 계층 보안
PEAP: 보호되는 확장 인증 프로토콜
DNS 접미사: DNS 접미사를 입력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네트워크: 액세스 시 VPN 연결이 필요하지 않은 네트워크 목록을 쉼표로 구분하여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 무선 네트워크에 있는 사용자는 보호되는 리소스에 직접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카드 인증서 필요: 스마트 카드 인증서가 필요한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기본값은 꺼짐입니다.
자동으로 클라이언트 인증서 선택: 인증에 사용할 클라이언트 인증서를 자동으로 선택할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기본값은
꺼짐입니다. 스마트 카드 인증서 필요를 사용하는 경우 이 옵션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격 증명 저장: 자격 증명을 캐시할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기본값은 꺼짐입니다. 사용하면 가능한 경우 항상 자격 증명이
캐시됩니다.
항상 VPN 연결: VPN을 항상 연결할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기본값은 꺼짐입니다. 사용하는 경우 사용자가 수동으로 연결
을 끊기 전까지 VPN 연결이 연결된 상태로 유지됩니다.
로컬에 대해서는 바이패스: 로컬 리소스의 프록시 서버 바이패스를 허용할 주소 및 포트 번호를 입력합니다.
플러그인 프로토콜 유형 구성 -

Windows 스토어에서 가져와 사용자 장치에 설치한 VPN 플러그인에 적용되는 설정입니다.

서버 주소: VPN 서버의 URL, 호스트 이름 또는 IP 주소를 입력합니다.
클라이언트 앱 ID: VPN 플러그인의 패키지 제품군 이름을 입력합니다.
플러그인 프로필 XML: 찾아보기를 클릭하고 파일 위치로 이동하여 사용할 사용자 지정 VPN 플러그인을 선택합니다. 형
식 및 세부 정보는 플러그인 공급자에게 문의하십시오.
DNS 접미사: DNS 접미사를 입력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네트워크: 액세스 시 VPN 연결이 필요하지 않은 네트워크 목록을 쉼표로 구분하여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 무선 네트워크에 있는 사용자는 보호되는 리소스에 직접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자격 증명 저장: 자격 증명을 캐시할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기본값은 꺼짐입니다. 사용하면 가능한 경우 항상 자격 증명이
캐시됩니다.
항상 VPN 연결: VPN을 항상 연결할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기본값은 꺼짐입니다. 사용하는 경우 사용자가 수동으로 연결
을 끊기 전까지 VPN 연결이 연결된 상태로 유지됩니다.
로컬에 대해서는 바이패스: 로컬 리소스의 프록시 서버 바이패스를 허용할 주소 및 포트 번호를 입력합니다.

Windows 데스크톱/태블릿 설정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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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설정을 구성합니다.
Windows 10 설정 구성
연결 이름: 연결 이름을 입력합니다. 이것은 필수 필드입니다.
프로필 유형: 목록에서 기본 또는 플러그인을 클릭합니다. 기본값은 기본입니다.
기본 프로필 유형 구성 - 사용자의 Windows 장치에 기본 제공되는 VPN에 적용되는 설정입니다.
서버 주소: VPN 서버의 FQDN 또는 IP 주소를 입력합니다. 이것은 필수 필드입니다.
자격 증명 저장: 자격 증명을 캐시할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기본값은 꺼짐입니다. 사용하면 가능한 경우 항상 자격 증명이 캐시됩니
다.
DNS 접미사: DNS 접미사를 입력합니다.
터널 유형: 목록에서 사용할 VPN 터널 유형을 클릭합니다. 기본값은 L2TP입니다. 사용 가능한 옵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L2TP: 미리 공유한 키 인증을 사용하는 계층 2 터널링 프로토콜입니다.
PPTP: 지점 간 터널링입니다.
IKEv2: Internet Key Exchange 버전 2입니다.
인증 방법: 목록에서 사용할 인증 방법을 클릭합니다. 기본값은 EAP입니다. 사용 가능한 옵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EAP: Extended Authentication Protocol의 약어로 확장 인증 프로토콜을 의미합니다.
MSChapV2: Microsoft의 Challenge Handshake 인증을 상호 인증에 사용합니다. IKEv2를 터널 유형으로 선택하는 경우 이 옵션
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EAP 방법: 목록에서 사용할 EAP 방법을 클릭합니다. 기본값은 TLS입니다. MSChapV2 인증을 사용하는 경우 이 필드를 사용할 수 없
습니다. 사용 가능한 옵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TLS: 전송 계층 보안
PEAP: 보호되는 확장 인증 프로토콜
신뢰할 수 있는 네트워크: 액세스 시 VPN 연결이 필요하지 않은 네트워크 목록을 쉼표로 구분하여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 무선
네트워크에 있는 사용자는 보호되는 리소스에 직접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카드 인증서 필요: 스마트 카드 인증서가 필요한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기본값은 꺼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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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으로 클라이언트 인증서 선택: 인증에 사용할 클라이언트 인증서를 자동으로 선택할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기본값은 꺼짐입니
다. 스마트 카드 인증서 필요를 사용하는 경우 이 옵션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항상 VPN 연결: VPN을 항상 연결할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기본값은 꺼짐입니다. 사용하는 경우 사용자가 수동으로 연결을 끊기 전까
지 VPN 연결이 연결된 상태로 유지됩니다.
로컬에 대해서는 바이패스: 로컬 리소스의 프록시 서버 바이패스를 허용할 주소 및 포트 번호를 입력합니다.
플러그인 프로필 유형 구성 - Windows 스토어에서 가져와 사용자 장치에 설치한 VPN 플러그인에 적용되는 설정입니다.
서버 주소: VPN 서버의 FQDN 또는 IP 주소를 입력합니다. 이것은 필수 필드입니다.
자격 증명 저장: 자격 증명을 캐시할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기본값은 꺼짐입니다. 사용하면 가능한 경우 항상 자격 증명이 캐시됩니
다.
DNS 접미사: DNS 접미사를 입력합니다.
클라이언트 앱 ID: VPN 플러그인의 패키지 제품군 이름을 입력합니다.
플러그인 프로필 XML: 찾아보기를 클릭하고 파일 위치로 이동하여 사용할 사용자 지정 VPN 플러그인을 선택합니다. 형식 및 세부 정
보는 플러그인 공급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신뢰할 수 있는 네트워크: 액세스 시 VPN 연결이 필요하지 않은 네트워크 목록을 쉼표로 구분하여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 무선
네트워크에 있는 사용자는 보호되는 리소스에 직접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항상 VPN 연결: VPN을 항상 연결할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기본값은 꺼짐입니다. 사용하는 경우 사용자가 수동으로 연결을 끊기 전까
지 VPN 연결이 연결된 상태로 유지됩니다.
로컬에 대해서는 바이패스: 로컬 리소스의 프록시 서버 바이패스를 허용할 주소 및 포트 번호를 입력합니다.

Amazon 설정 구성

다음 설정을 구성합니다.
연결 이름: 연결 이름을 입력합니다.
Vpn 유형: 연결 유형을 클릭합니다. 사용 가능한 옵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L2TP PSK: 미리 공유한 키 인증을 사용하는 계층 2 터널링 프로토콜입니다. 이것이 기본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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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2TP RSA: RSA 인증을 사용하는 계층 2 터널링 프로토콜입니다.
IPSEC XAUTH PSK: 미리 공유한 키 및 확장 인증을 사용하는 인터넷 프로토콜 보안입니다.
IPSEC HYBRID RSA: 하이브리드 RSA 인증을 사용하는 인터넷 프로토콜 보안입니다.
PPTP: 지점 간 터널링입니다.
다음 섹션에는 이전에 설명한 각 연결 유형에 대한 구성 옵션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L2T P PSK 설정 구성
서버 주소: VPN 서버의 IP 주소를 입력합니다.
사용자 이름: 선택적 사용자 이름을 입력합니다.
암호: 선택적 암호를 입력합니다.
L2TP 암호: 공유 암호 키를 입력합니다.
IPSec 식별자: 연결할 때 장치에 표시되는 VPN 연결 이름을 입력합니다.
미리 공유한 IPSec 키: 암호 키를 입력합니다.
DNS 검색 도메인: 사용자 장치의 검색 도메인 목록과 일치할 수 있는 도메인을 입력합니다.
DNS 서버: 지정된 도메인을 확인하는 데 사용할 DNS 서버의 IP 주소를 입력합니다.
전달 경로: 회사 VPN 서버가 전달 경로를 지원하는 경우 사용할 각 전달 경로에 대해 추가를 클릭하고 다음을 수행합니다.
전달 경로: 전달 경로의 IP 주소를 입력합니다.
저장을 클릭하여 경로를 저장하거나 취소를 클릭하여 경로를 저장하지 않습니다.

L2T P RSA 설정 구성
서버 주소: VPN 서버의 IP 주소를 입력합니다.
사용자 이름: 선택적 사용자 이름을 입력합니다.
암호: 선택적 암호를 입력합니다.
L2TP 암호: 공유 암호 키를 입력합니다.
DNS 검색 도메인: 사용자 장치의 검색 도메인 목록과 일치할 수 있는 도메인을 입력합니다.
DNS 서버: 지정된 도메인을 확인하는 데 사용할 DNS 서버의 IP 주소를 입력합니다.
서버 인증서: 목록에서 사용할 서버 인증서를 클릭합니다.
CA 인증서: 목록에서 사용할 CA 인증서를 클릭합니다.
ID 자격 증명: 목록에서 사용할 ID 자격 증명을 클릭합니다.
전달 경로: 회사 VPN 서버가 전달 경로를 지원하는 경우 사용할 각 전달 경로에 대해 추가를 클릭하고 다음을 수행합니다.
전달 경로: 전달 경로의 IP 주소를 입력합니다.
저장을 클릭하여 경로를 저장하거나 취소를 클릭하여 경로를 저장하지 않습니다.

IPSEC XAUT H PSK 설정 구성
서버 주소: VPN 서버의 IP 주소를 입력합니다.
사용자 이름: 선택적 사용자 이름을 입력합니다.
암호: 선택적 암호를 입력합니다.
IPSec 식별자: 연결할 때 장치에 표시되는 VPN 연결 이름을 입력합니다.
미리 공유한 IPSec 키: 공유 암호 키를 입력합니다.
DNS 검색 도메인: 사용자 장치의 검색 도메인 목록과 일치할 수 있는 도메인을 입력합니다.
DNS 서버: 지정된 도메인을 확인하는 데 사용할 DNS 서버의 IP 주소를 입력합니다.
전달 경로: 회사 VPN 서버가 전달 경로를 지원하는 경우 사용할 각 전달 경로에 대해 추가를 클릭하고 다음을 수행합니다.
전달 경로: 전달 경로의 IP 주소를 입력합니다.
저장을 클릭하여 경로를 저장하거나 취소를 클릭하여 경로를 저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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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SEC AUT H RSA 설정 구성
서버 주소: VPN 서버의 IP 주소를 입력합니다.
사용자 이름: 선택적 사용자 이름을 입력합니다.
암호: 선택적 암호를 입력합니다.
DNS 검색 도메인: 사용자 장치의 검색 도메인 목록과 일치할 수 있는 도메인을 입력합니다.
DNS 서버: 지정된 도메인을 확인하는 데 사용할 DNS 서버의 IP 주소를 입력합니다.
서버 인증서: 목록에서 사용할 서버 인증서를 클릭합니다.
CA 인증서: 목록에서 사용할 CA 인증서를 클릭합니다.
ID 자격 증명: 목록에서 사용할 ID 자격 증명을 클릭합니다.
전달 경로: 회사 VPN 서버가 전달 경로를 지원하는 경우 사용할 각 전달 경로에 대해 추가를 클릭하고 다음을 수행합니다.
전달 경로: 전달 경로의 IP 주소를 입력합니다.
저장을 클릭하여 경로를 저장하거나 취소를 클릭하여 경로를 저장하지 않습니다.

IPSEC HYBRID RSA 설정 구성
서버 주소: VPN 서버의 IP 주소를 입력합니다.
사용자 이름: 선택적 사용자 이름을 입력합니다.
암호: 선택적 암호를 입력합니다.
DNS 검색 도메인: 사용자 장치의 검색 도메인 목록과 일치할 수 있는 도메인을 입력합니다.
DNS 서버: 지정된 도메인을 확인하는 데 사용할 DNS 서버의 IP 주소를 입력합니다.
서버 인증서: 목록에서 사용할 서버 인증서를 클릭합니다.
CA 인증서: 목록에서 사용할 CA 인증서를 클릭합니다.
전달 경로: 회사 VPN 서버가 전달 경로를 지원하는 경우 사용할 각 전달 경로에 대해 추가를 클릭하고 다음을 수행합니다.
전달 경로: 전달 경로의 IP 주소를 입력합니다.
저장을 클릭하여 경로를 저장하거나 취소를 클릭하여 경로를 저장하지 않습니다.

PPT P 설정 구성
서버 주소: VPN 서버의 IP 주소를 입력합니다.
사용자 이름: 선택적 사용자 이름을 입력합니다.
암호: 선택적 암호를 입력합니다.
DNS 검색 도메인: 사용자 장치의 검색 도메인 목록과 일치할 수 있는 도메인을 입력합니다.
DNS 서버: 지정된 도메인을 확인하는 데 사용할 DNS 서버의 IP 주소를 입력합니다.
PPP 암호화(MPPE): Microsoft MPPE(지점 간 암호화)로 데이터 암호화를 사용할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기본값은 꺼짐입니다.
전달 경로: 회사 VPN 서버가 전달 경로를 지원하는 경우 사용할 각 전달 경로에 대해 추가를 클릭하고 다음을 수행합니다.
전달 경로: 전달 경로의 IP 주소를 입력합니다.
저장을 클릭하여 경로를 저장하거나 취소를 클릭하여 경로를 저장하지 않습니다.

메모
정책 구성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는 장치 정책 추가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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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화면 장치 정책
Feb 21, 20 18

iOS 장치 잠금 화면, 홈 화면 또는 둘 다에 배경 화면을 설정할 .png 또는 .jpg 파일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iOS 7.1.2 이상에서 사
용할 수 있습니다. iPad 및 iPhone에서 서로 다른 배경 화면을 사용하려면 서로 다른 배경 화면 정책을 만들어 해당 사용자에게
배포해야 합니다.
다음 표에는 iOS 장치에 대한 Apple의 권장 이미지 크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미지 크기(픽셀)

장치

iPhone

iPad

4, 4s

640 x 960

5, 5c, 5s

640 x 1136

6, 6s

750 x 1334

6 Plus

1080 x 1920

Air, 2

1536 x 2048

4, 3

1536 x 2048

Mini 2, 3

1536 x 2048

Mini

768 x 1024

1. XenMobile 콘솔에서 구성 > 장치 정책을 클릭합니다. 장치 정책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2. 추가를 클릭합니다. 새 정책 추가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3. 자세히를 확장한 다음 최종 사용자 아래에서 배경 화면을 클릭합니다. 배경 화면 정책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4. 정책 정보 창에서 다음 정보를 입력합니다.
정책 이름: 정책을 설명하는 이름을 입력합니다.
설명: 정책에 대한 선택적 설명을 입력합니다.
5. 다음을 클릭합니다. 정책 플랫폼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다음 설정을 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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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대상: 목록에서 잠금 화면, 홈(아이콘 목록) 화면 또는 잠금 및 홈 화면을 선택하여 배경 화면이 나타날 위치를 설정합니
다.
배경 화면 파일: 찾아보기를 클릭하고 파일의 위치로 이동하여 배경 화면 파일을 선택합니다.
7.배포 규칙을 구성하고 배달 그룹을 선택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장치 정책 추가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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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콘텐츠 필터 장치 정책
Feb 21, 20 18

화이트리스트 및 블랙리스트에 추가한 특정 사이트와 함께 Apple의 자동 필터 기능을 사용하여 iOS 장치에서 웹 콘텐츠를 필터
링하는 장치 정책을 XenMobile에서 추가할 수 있습니다. 감독 모드에서 iOS 7.0 이상의 장치에서만 이 정책을 사용할 수 있습니
다. iOS 장치를 감독 모드로 설정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pple Conﬁgurator를 사용하여 iOS 장치를 감독 모드로 설정
하려면을 참조하십시오.
1. XenMobile 콘솔에서 구성 > 장치 정책을 클릭합니다. 장치 정책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2. 추가를 클릭합니다. 새 정책 추가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3. 자세히를 클릭한 후 보안 아래에서 웹 콘텐츠 필터를 클릭합니다. 웹 콘텐츠 필터 정책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4. 정책 정보 창에서 다음 정보를 입력합니다.
정책 이름: 정책을 설명하는 이름을 입력합니다.
설명: 필요한 경우 정책의 설명을 입력합니다.
5. 다음을 클릭합니다. iOS 플랫폼 정보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6. 다음 설정을 구성합니다.
필터 유형: 목록에서 기본 제공 또는 플러그인을 클릭한 후 선택한 옵션에 대한 절차를 따릅니다. 기본값은 기본 제공입니다.
기본 제공 필터 유형 설정
웹 콘텐츠 필터
자동 필터 사용: Apple의 자동 필터 기능을 사용하여 웹 사이트의 부적절한 콘텐츠를 분석할 것인지를 선택합니다. 기본값은 꺼짐입
니다.
허용 URL: 자동 필터 사용이 꺼짐으로 설정된 경우 이 목록이 무시됩니다. 자동 필터 사용이 켜짐으로 설정된 경우 자동 필터가 액세
스를 허용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이 목록의 항목을 항상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화이트리스트에 추가할 각 URL에 대해 추가를 클릭
하여 다음을 수행합니다.
허용된 웹 사이트의 URL을 입력합니다. 웹 주소 앞에 http:// 또는 https://를 추가해야 합니다.
웹 사이트를 화이트리스트에 저장하려면 저장을 클릭하고, 저장하지 않으려면 취소를 클릭합니다.
블랙리스트 URL: 이 목록의 항목은 항상 차단됩니다. 블랙리스트에 추가할 각 URL에 대해 추가를 클릭하여 다음을 수행합니다.
차단할 웹 사이트의 URL을 입력합니다. 웹 주소 앞에 http:// 또는 https://를 추가해야 합니다.
웹 사이트를 블랙리스트에 저장하려면 저장을 클릭하고, 저장하지 않으려면 취소를 클릭합니다.
책갈피 화이트리스트
책갈피 화이트리스트: 이 목록에 있는 사이트 항목만 사용자가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책갈피 화이트리스트에 추가할 각 웹 사이트에
대해 추가를 클릭하여 다음을 수행합니다.
URL: 북마크로 지정할 웹 사이트의 URL을 입력합니다. 웹 주소 앞에 http:// 또는 https://를 추가해야 합니다. 이것은 필수 필드입
니다.
책갈피 폴더: 선택적 책갈피 폴더 이름을 입력합니다. 이 필드를 비워 두면 책갈피가 책갈피 기본 디렉터리에 추가됩니다.
제목: 웹 사이트를 설명하는 제목을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URL이 http://google.com인 경우 "Google"을 입력합니다.
웹 사이트를 블랙리스트에 저장하려면 저장을 클릭하고, 저장하지 않으려면 취소를 클릭합니다.
참고: 기존의 웹 사이트를 삭제하려면 목록이 포함된 줄 위로 마우스 포인터를 이동한 후 오른쪽의 휴지통 아이콘을 클
릭합니다. 확인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삭제를 클릭하여 목록을 삭제하거나 취소를 클릭하여 목록을 유지합니다.
기존의 웹 사이트를 편집하려면 목록이 포함된 줄 위로 마우스 포인터를 이동한 후 오른쪽의 펜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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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을 변경한 후 저장을 클릭하여 변경된 목록을 저장하거나 취소를 클릭하여 목록을 변경되지 않은 상태로 유지합니
다.

플러그인 필터 유형 설정
필터 이름: 필터에 대한 고유한 이름을 입력합니다.
식별자: 필터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러그인의 번들 ID를 입력합니다.
서비스 주소: 선택적 서버 주소를 입력합니다. 올바른 형식은 IP 주소, 호스트 이름 또는 URL입니다.
사용자 이름: 서비스에 대한 선택적 사용자 이름을 입력합니다.
암호: 서비스에 대한 선택적 암호를 입력합니다.
인증서: 목록에서 서비스에 사용자를 인증하는 데 사용할 선택적 ID 인증서를 클릭합니다. 기본값은 없음입니다.
WebKit 트래픽 필터링: WebKit 트래픽을 필터링할 것인지를 선택합니다.
소켓 트래픽 필터링: 소켓 트래픽을 필터링할 것인지를 선택합니다.
사용자 지정 데이터: 웹 필터에 추가할 각 사용자 지정 키에 대해 추가를 클릭한 후 다음을 수행합니다.
키: 사용자 지정 키를 입력합니다.
값: 사용자 지정 키 값을 입력합니다.
사용자 지정 키를 저장하려면 저장을 클릭하고, 저장하지 않으려면 취소를 클릭합니다.
참고: 기존의 키를 삭제하려면 목록이 포함된 줄 위로 마우스 포인터를 이동한 후 오른쪽의 휴지통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확인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삭제를 클릭하여 목록을 삭제하거나 취소를 클릭하여 목록을 유지합니다.
기존의 키를 편집하려면 목록이 포함된 줄 위로 마우스 포인터를 이동한 후 오른쪽의 펜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목록을 변경한
후 저장을 클릭하여 변경된 목록을 저장하거나 취소를 클릭하여 목록을 변경되지 않은 상태로 유지합니다.

정책 설정
정책 제거 옆에서 날짜 선택 또는 제거할 때까지의 기간(시간)을 클릭합니다.
날짜 선택을 클릭하는 경우 달력을 클릭하여 제거할 날짜를 선택합니다.
사용자가 정책을 제거하도록 허용 목록에서 항상, 암호 필요 또는 안 함을 클릭합니다.
암호 필요를 클릭하는 경우 제거 암호 옆에 필요한 암호를 입력합니다.
7.배포 규칙을 구성하고 배달 그룹을 선택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장치 정책 추가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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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클립 장치 정책
Feb 21, 20 18

웹 사이트에 대한 바로 가기 또는 웹 클립을 배치하여 앱과 나란히 사용자 장치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iOS, macOS 및 Android
장치에서는 웹 클립을 나타내는 고유한 아이콘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Windows 태블릿에는 레이블 및 URL만 필요합니다.
iOS 설정
macOS 설정
Android 설정
Windows 데스크톱/태블릿 설정
1. XenMobile 콘솔에서 구성 > 장치 정책을 클릭합니다. 장치 정책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2. 추가를 클릭합니다. 새 정책 추가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3. 자세히를 확장한 후 앱 아래에서 웹 클립을 클릭합니다. 웹 클립 정책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4. 정책 정보 창에서 다음 정보를 입력합니다.
정책 이름: 정책을 설명하는 이름을 입력합니다.
설명: 정책에 대한 선택적 설명을 입력합니다.
5. 다음을 클릭합니다. 정책 플랫폼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6. 플랫폼 아래에서 추가할 플랫폼을 선택합니다. 하나의 플랫폼에 대해서만 구성하는 경우 다른 플랫폼의 선택을 취소합니다.
플랫폼에 대한 설정을 모두 구성했으면 7단계에서 해당 플랫폼의 배포 규칙을 설정하는 방법을 확인하십시오.

iOS 설정 구성
다음 설정을 구성합니다.
레이블: 웹 클립과 함께 표시할 레이블을 입력합니다.
URL: 웹 클립과 연관된 URL을 입력합니다. URL은 프로토콜(예: http://server)로 시작해야 합니다.
제거 가능: 사용자가 웹 클립을 제거할 수 있는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기본값은 꺼짐입니다.
업데이트할 아이콘: 찾아보기를 클릭하고 파일의 위치로 이동하여 웹 클립에 사용할 아이콘을 선택합니다.
미리 작성된 아이콘: 아이콘에 적용된 효과(둥근 모서리, 그림자 및 반사 광택)가 있는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기본값은 효과를
추가하는 꺼짐입니다.
전체 화면: 링크된 웹 페이지를 전체 화면 모드로 열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기본값은 꺼짐입니다.
정책 설정
정책 제거 옆에서 날짜 선택 또는 제거할 때까지의 기간(시간)을 클릭합니다.
날짜 선택을 클릭하는 경우 달력을 클릭하여 제거할 날짜를 선택합니다.
사용자가 정책을 제거하도록 허용 목록에서 항상, 암호 필요 또는 안 함을 클릭합니다.
암호 필요를 클릭하는 경우 제거 암호 옆에 필요한 암호를 입력합니다.

macOS 설정 구성
다음 설정을 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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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블: 웹 클립과 함께 표시할 레이블을 입력합니다.
URL: 웹 클립과 연관된 URL을 입력합니다. URL은 프로토콜(예: http://server)로 시작해야 합니다.
업데이트할 아이콘: 찾아보기를 클릭하고 파일의 위치로 이동하여 웹 클립에 사용할 아이콘을 선택합니다.
정책 설정
정책 제거 옆에서 날짜 선택 또는 제거할 때까지의 기간(시간)을 클릭합니다.
날짜 선택을 클릭하는 경우 달력을 클릭하여 제거할 날짜를 선택합니다.
사용자가 정책을 제거하도록 허용 목록에서 항상, 암호 필요 또는 안 함을 클릭합니다.
암호 필요를 클릭하는 경우 제거 암호 옆에 필요한 암호를 입력합니다.
프로필 범위 목록에서 사용자 또는 시스템을 클릭합니다. 이 옵션은 macOS 10.7 이상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Android 설정 구성
다음 설정을 구성합니다.
규칙: 이 정책으로 웹 클립을 추가할지 아니면 제거할지 선택합니다. 기본값은 추가입니다.
레이블: 웹 클립과 함께 표시할 레이블을 입력합니다.
URL: 웹 클립과 연관된 URL을 입력합니다.
아이콘 정의: 아이콘 파일 사용 여부를 선택합니다. 기본값은 꺼짐입니다.
아이콘 파일: 아이콘 정의가 켜짐인 경우 찾아보기를 클릭하고 파일 위치로 이동하여 사용할 아이콘 파일을 선택합니다.

Windows 데스크톱/태블릿 설정 구성
다음 설정을 구성합니다.
이름: 웹 클립과 함께 표시할 레이블을 입력합니다.
URL: 웹 클립과 연관된 URL을 입력합니다.
7.배포 규칙을 구성하고 배달 그룹을 선택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장치 정책 추가를 참조하십시오.
8. 다음을 클릭합니다. 웹 클립 정책 할당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9. 배달 그룹 선택 옆에서 정책을 할당할 배달 그룹을 입력하여 찾거나 목록에서 그룹을 하나 이상 선택합니다. 선택한 그룹이
앱 할당을 받을 배달 그룹 목록에 나타납니다.
10. 배포 일정을 확장하고 다음 설정을 구성합니다.
배포 옆에서 켜짐을 클릭하여 배포를 예약하거나 꺼짐을 클릭하여 배포를 차단합니다. 기본 옵션은 켜짐입니다. 꺼짐을 선택
하는 경우 다른 옵션을 구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배포 일정 옆에서 지금 또는 나중에를 클릭합니다. 기본 옵션은 지금입니다.
나중에를 클릭하는 경우 달력 아이콘을 클릭하고 배포 날짜와 시간을 선택합니다.
배포 조건 옆에서 모든 연결에서를 클릭하거나 이전 배포가 실패한 경우에만을 클릭합니다. 기본 옵션은 모든 연결에서입니
다.
상시 연결에 대해 배포 옆에서 켜짐 또는 꺼짐을 클릭합니다. 기본 옵션은 꺼짐입니다.
참고:
설정 > 서버 속성에서 백그라운드 배포 예약 키를 구성한 경우에만 이 옵션이 적용됩니다. iOS 장치에는 상시 연결 옵션을 사
용할 수 없습니다.
구성하는 배포 일정은 모든 플랫폼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변경 사항은 모든 플랫폼에 적용되지만 상시 연결에 대해 배포를
선택한 경우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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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저장을 클릭하여 정책을 저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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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Fi 장치 정책
Feb 21, 20 18

XenMobile에서 WiFi 장치 정책을 새로 만들거나 기존 WiFi 장치 정책을 편집하려면 구성 > 장치 정책 페이지를 사용합니다.
WiFi 정책을 사용하면 다음 항목을 정의하여 사용자가 장치를 WiFi 네트워크에 연결하는 방식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이름 및 유형
인증 및 보안 정책
프록시 서버 사용
기타 WiFi 관련 정보
다음 플랫폼에 대해 사용자의 WiFi 설정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마다 서로 다른 값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 문서
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iOS 설정
macOS 설정
Android 설정(Android for Work에 사용되는 장치 포함)
Windows Phone 설정
Windows 데스크톱/태블릿 설정

Important
정책을 만들려면 먼저 다음 단계를 완료해야 합니다.
사용하려는 배달 그룹을 만듭니다.
네트워크 이름과 유형을 파악합니다.
사용할 인증 또는 보안 유형을 파악합니다.
필요할 수 있는 프록시 서버 정보를 파악합니다.
필요한 모든 CA 인증서를 설치합니다.
필요한 공유 키를 확보합니다.
인증서 기반 인증을 위한 PKI 엔터티를 만듭니다.
자격 증명 공급자를 구성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증 및 그 하위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1. XenMobile 콘솔에서 구성 > 장치 정책을 클릭합니다. 장치 정책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2. 추가를 클릭합니다. 새 정책 추가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3. WiFi를 클릭합니다. WiFi 정책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4. 정책 정보 창에서 다음 정보를 입력합니다.
정책 이름: 정책을 설명하는 이름을 입력합니다.
설명: 필요한 경우 정책의 설명을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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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음을 클릭합니다. 플랫폼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6. 플랫폼 아래에서 추가할 플랫폼을 선택합니다. 하나의 플랫폼에 대해서만 구성하는 경우 다른 플랫폼의 선택을 취소합니다.
플랫폼에 대한 설정을 모두 구성했으면 7단계에서 해당 플랫폼의 배포 규칙을 설정하는 방법을 확인하십시오.

iOS 설정 구성

다음 설정을 구성합니다.
네트워크 유형: 목록에서 표준, 레거시 핫스폿 또는 Hotspot 2.0을 선택하여 사용할 네트워크 유형을 설정합니다.
네트워크 이름: 장치의 사용 가능한 네트워크 목록에 표시되는 SSID를 입력합니다. Hotspot 2.0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숨겨진 네트워크(네트워크가 열려 있거나 꺼져 있는 경우에 사용): 네트워크를 숨길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자동 참가(이 무선 네트워크에 자동 참가): 네트워크를 자동으로 참가시킬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기본값은 켜짐입니다.
보안 유형: 목록에서 사용하려는 보안 유형을 선택합니다. Hotspot 2.0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없음 - 추가 구성이 필요 없습니다.
WEP
WPA/WPA2 개인
임의(개인)
WEP 엔터프라이즈
WPA/WPA2 엔터프라이즈: 최신 Windows 10 릴리스에서는 WPA-2 엔터프라이즈를 사용하려면 SCEP를 구성해야 합니
다. 그런 다음 XenMobile에서 장치에 인증서를 보내 WiFi 서버 인증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SCEP를 구성하려면 설정 > 자
격 증명 공급자의 배포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격 증명 공급자를 참조하십시오.
임의(엔터프라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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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섹션에는 위의 각 연결 유형에 대해 구성하는 옵션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WPA, WPA 개인, 임의(개인)
암호: 선택적 암호를 입력합니다. 이 필드를 공백으로 두면 사용자가 로그온할 때 암호를 입력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될 수 있습니다.

WEP 엔터프라이즈, WPA 엔터프라이즈, WPA2 엔터프라이즈, 임의(엔터프라이즈)
참고: 이러한 설정 중 하나를 선택하면 해당 설정이 프록시 서버 설정 뒤에 나열됩니다.
프로토콜, 허용되는 EAP 유형: 지원할 EAP 유형을 사용하도록 설정한 후 관련 설정을 구성합니다. 사용 가능한 각 EAP 유형에서 기본값
은 꺼짐입니다.
내부 인증(TTLS): T T LS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목록에서 사용할 내부 인증 방법을 선택합니다. 사용 가능한 옵션은 PAP,
CHAP, MSCHAP 또는 MSCHAPv2입니다. 기본값은 MSCHAPv2입니다.
프로토콜, EAP-FAST: PAC(보호 액세스 자격 증명)를 사용할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PAC 사용을 선택하는 경우 프로비저닝 PAC를 사용할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PAC 프로비전을 선택하는 경우 최종 사용자 클라이언트와 XenMobile 간에 익명 T LS 핸드셰이크를 허용할 것인지 선택합니다.
익명으로 PAC 프로비전
인증:
사용자 이름: 사용자 이름을 입력합니다.
연결별 암호: 사용자가 로그온할 때마다 암호를 요구할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암호: 선택적 암호를 입력합니다. 이 필드를 공백으로 두면 사용자가 로그온할 때 암호를 입력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될 수 있습니다.
ID 자격 증명(키 저장소 또는 PKI 자격 증명): 목록에서 ID 자격 증명의 유형을 선택합니다. 기본값은 없음입니다.
외부 ID: PEAP, TTLS 또는 EAP-FAST를 사용하도록 설정하는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외부에 표시되는 사용자 이름을 입력합니다. 사
용자 이름이 표시되지 않도록 "익명" 같은 일반 용어를 입력하여 보안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TLS 인증서 필요: T LS 인증서를 요구할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신뢰
신뢰할 수 있는 인증서: 신뢰할 수 있는 인증서를 추가하려면 추가를 클릭하고 추가하려는 각 인증서에 대해 다음을 수행합니다.
응용 프로그램: 목록에서 추가하려는 응용 프로그램을 선택합니다.
저장을 클릭하여 인증서를 저장하거나 취소를 클릭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서버 인증서 이름: 신뢰할 수 있는 인증서의 일반 이름을 추가하려면 추가를 클릭하고 추가하려는 각 이름에 대해 다
음을 수행합니다.
인증서: 서버 인증서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와일드카드를 사용하여 wpa.*.example.com과 같은 이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저장을 클릭하여 인증서 이름을 저장하거나 취소를 클릭합니다.
항목을 삭제하려면 목록이 포함된 줄 위로 마우스 포인터를 이동한 후 오른쪽의 휴지통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확인 대화 상자
가 나타납니다. 삭제를 클릭하여 목록을 삭제하거나 취소를 클릭하여 목록을 유지합니다.
항목을 편집하려면 목록이 포함된 줄 위로 마우스 포인터를 이동한 후 오른쪽의 펜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목록을 업데이트한
후 저장을 클릭합니다.
신뢰 예외 허용: 인증서를 신뢰할 수 없는 경우 사용자 장치에 인증서 신뢰 대화 상자를 표시할 것인지 선택합니다. 기본값은 켜짐입니
다.

프록시 서버 설정
프록시 구성: 목록에서 없음, 수동 또는 자동을 선택하여 VPN 연결이 프록시 서버를 통해 라우팅되는 방법을 설정한 다음
추가적인 옵션을 모두 구성합니다. 기본값은 없음이며 이 경우 추가적인 구성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수동을 선택하는 경우 다음 설정을 구성합니다.
호스트 이름/IP 주소: 프록시 서버의 호스트 이름 또는 IP 주소를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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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트: 프록시 서버 포트 번호를 입력합니다.
사용자 이름: 프록시 서버 인증에 사용할 선택적 사용자 이름을 입력합니다.
암호: 프록시 서버 인증에 사용할 선택적 암호를 입력합니다.
자동을 선택하는 경우 다음 설정을 구성합니다.
서버 URL: 프록시 구성을 정의하는 PAC 파일의 URL을 입력합니다.
PAC에 연결할 수 없는 경우 직접 연결 허용: PAC 파일에 연결할 수 없는 경우 대상에 직접 연결할 수 있도록 할지 여부
를 선택합니다. 기본값은 켜짐입니다. 이 옵션은 iOS 7.0 이상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책 설정
정책 제거 옆에서 날짜 선택 또는 제거할 때까지의 기간(시간)을 선택합니다.
날짜 선택을 선택하는 경우 달력을 클릭하여 제거할 날짜를 선택합니다.
사용자가 정책을 제거하도록 허용 목록에서 항상, 암호 필요 또는 안 함을 선택합니다.
암호 필요를 선택하는 경우 제거 암호 옆에 필요한 암호를 입력합니다.

macOS 설정 구성

다음 설정을 구성합니다.
네트워크 유형: 목록에서 표준, 레거시 핫스폿 또는 Hotspot 2.0을 선택하여 사용할 네트워크 유형을 설정합니다.
네트워크 이름: 장치의 사용 가능한 네트워크 목록에 표시되는 SSID를 입력합니다. Hotspot 2.0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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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겨진 네트워크(네트워크가 열려 있거나 꺼져 있는 경우에 사용): 네트워크를 숨길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자동 참가(이 무선 네트워크에 자동 참가): 네트워크를 자동으로 참가시킬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기본값은 켜짐입니다.
보안 유형: 목록에서 사용하려는 보안 유형을 선택합니다. Hotspot 2.0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없음 - 추가 구성이 필요 없습니다.
WEP
WPA/WPA2 개인
임의(개인)
WEP 엔터프라이즈
WPA/WPA2 엔터프라이즈
임의(엔터프라이즈)
다음 섹션에는 위의 각 연결 유형에 대해 구성하는 옵션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WPA, WPA 개인, WPA 2 개인, 임의(개인)
암호: 선택적 암호를 입력합니다. 이 필드를 공백으로 두면 사용자가 로그온할 때 암호를 입력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될 수 있습니다.

WEP 엔터프라이즈, WPA 엔터프라이즈, WPA2 엔터프라이즈, 임의(엔터프라이즈)
참고: 이러한 설정 중 하나를 선택하면 해당 설정이 프록시 서버 설정 뒤에 나열됩니다.
프로토콜, 허용되는 EAP 유형: 지원할 EAP 유형을 사용하도록 설정한 후 관련 설정을 구성합니다. 사용 가능한 각 EAP 유형에서 기본값
은 꺼짐입니다.
내부 인증(TTLS): T T LS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목록에서 사용할 내부 인증 방법을 선택합니다. 사용 가능한 옵션은 PAP,
CHAP, MSCHAP 또는 MSCHAPv2입니다. 기본값은 MSCHAPv2입니다.
프로토콜, EAP-FAST: PAC(보호 액세스 자격 증명)를 사용할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PAC 사용을 선택하는 경우 프로비저닝 PAC를 사용할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PAC 프로비전을 선택하는 경우 최종 사용자 클라이언트와 XenMobile 간에 익명 T LS 핸드셰이크를 허용할 것인지 선택합니다.
익명으로 PAC 프로비전
인증:
사용자 이름: 사용자 이름을 입력합니다.
연결별 암호: 사용자가 로그온할 때마다 암호를 요구할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암호: 선택적 암호를 입력합니다. 이 필드를 공백으로 두면 사용자가 로그온할 때 암호를 입력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될 수 있습니다.
ID 자격 증명(키 저장소 또는 PKI 자격 증명): 목록에서 ID 자격 증명의 유형을 선택합니다. 기본값은 없음입니다.
외부 ID: PEAP, TTLS 또는 EAP-FAST를 사용하도록 설정하는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외부에 표시되는 사용자 이름을 입력합니다. 사
용자 이름이 표시되지 않도록 "익명" 같은 일반 용어를 입력하여 보안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TLS 인증서 필요: T LS 인증서를 요구할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신뢰
신뢰할 수 있는 인증서: 신뢰할 수 있는 인증서를 추가하려면 추가를 클릭하고 추가하려는 각 인증서에 대해 다음을 수행합니다.
응용 프로그램: 목록에서 추가하려는 응용 프로그램을 선택합니다.
저장을 클릭하여 인증서를 저장하거나 취소를 클릭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서버 인증서 이름: 신뢰할 수 있는 인증서의 일반 이름을 추가하려면 추가를 클릭하고 추가하려는 각 이름에 대해 다
음을 수행합니다.
인증서: 추가할 서버 인증서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와일드카드를 사용하여 wpa.*.example.com과 같은 이름을 지정할 수 있습니
다.
저장을 클릭하여 인증서 이름을 저장하거나 취소를 클릭합니다.
항목을 삭제하려면 목록이 포함된 줄 위로 마우스 포인터를 이동한 후 오른쪽의 휴지통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확인 대화 상자
가 나타납니다. 삭제를 클릭하여 목록을 삭제하거나 취소를 클릭하여 목록을 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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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을 편집하려면 목록이 포함된 줄 위로 마우스 포인터를 이동한 후 오른쪽의 펜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목록을 업데이트한
후 저장을 클릭합니다.
신뢰 예외 허용: 인증서를 신뢰할 수 없는 경우 사용자 장치에 인증서 신뢰 대화 상자를 표시할 것인지 선택합니다. 기본값은 켜짐입니
다.

로그인 윈도 구성으로 사용: 로그인 창에 입력한 자격 증명을 동일하게 사용하여 사용자를 인증할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프록시 서버 설정
프록시 구성: 목록에서 없음, 수동 또는 자동을 선택하여 VPN 연결이 프록시 서버를 통해 라우팅되는 방법을 설정한 다음
추가적인 옵션을 모두 구성합니다. 기본값은 없음이며 이 경우 추가적인 구성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수동을 선택하는 경우 다음 설정을 구성합니다.
호스트 이름/IP 주소: 프록시 서버의 호스트 이름 또는 IP 주소를 입력합니다.
포트: 프록시 서버 포트 번호를 입력합니다.
사용자 이름: 프록시 서버 인증에 사용할 선택적 사용자 이름을 입력합니다.
암호: 프록시 서버 인증에 사용할 선택적 암호를 입력합니다.
자동을 선택하는 경우 다음 설정을 구성합니다.
서버 URL: 프록시 구성을 정의하는 PAC 파일의 URL을 입력합니다.
PAC에 연결할 수 없는 경우 직접 연결 허용: PAC 파일에 연결할 수 없는 경우 대상에 직접 연결할 수 있도록 할지 여부
를 선택합니다. 기본값은 켜짐입니다. 이 옵션은 iOS 7.0 이상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책 설정
정책 제거 옆에서 날짜 선택 또는 제거할 때까지의 기간(시간)을 선택합니다.
날짜 선택을 선택하는 경우 달력을 클릭하여 제거할 날짜를 선택합니다.
사용자가 정책을 제거하도록 허용 목록에서 항상, 암호 필요 또는 안 함을 선택합니다.
암호 필요를 선택하는 경우 제거 암호 옆에 필요한 암호를 입력합니다.
프로필 범위 옆에서 사용자 또는 시스템을 선택합니다. 기본값은 사용자입니다. 이 옵션은 macOS 10.7 이상에서만 사용
할 수 있습니다.

Android 설정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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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설정을 구성합니다.
네트워크 이름: 사용자 장치의 사용 가능한 네트워크 목록에 있는 SSID를 입력합니다.
인증: 목록에서 WiFi 연결에 사용할 보안 유형을 선택합니다.
공개
공유
WPA
WPA-PSK
WPA2
WPA2-PSK
802.1x EAP
다음 섹션에는 위의 각 연결 유형에 대해 구성하는 옵션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공개, 공유
암호화: 목록에서 사용 안 함 또는 WEP를 선택합니다. 기본값은 WEP입니다.
암호: 선택적 암호를 입력합니다.

WPA, WPA-PSK, WPA2, WPA2-PSK
암호화: 목록에서 TKIP 또는 AES를 선택합니다. 기본값은 TKIP입니다.
암호: 선택적 암호를 입력합니다.

802.1x
EAP 유형: 목록에서 PEAP, TLS 또는 TTLS를 선택합니다. 기본값은 PEAP입니다.
암호: 선택적 암호를 입력합니다.
인증 단계 2: 목록에서 없음, PAP, MSCHAP, MSCHAPPv2 또는 GTC를 선택합니다. 기본값은 PAP입니다.
ID: 선택적 사용자 이름 및 도메인을 입력합니다.
익명: 외부에 표시되는 사용자 이름을 입력합니다. 사용자 이름이 표시되지 않도록 "익명" 같은 일반 용어를 입력하여 보안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CA 인증서: 목록에서 사용할 인증서를 선택합니다.
ID 자격 증명: 목록에서 사용할 ID 자격 증명을 선택합니다. 기본값은 없음입니다.

숨겨진 네트워크(네트워크가 열려 있거나 꺼져 있는 경우에 사용): 네트워크를 숨길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Windows Phone 설정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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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설정을 구성합니다.
네트워크 이름: 사용자 장치의 사용 가능한 네트워크 목록에 있는 SSID를 입력합니다.
인증: 목록에서 WiFi 연결에 사용할 보안 유형을 선택합니다.
공개
WPA 개인
WPA-2 개인
WPA-2 엔터프라이즈: 최신 Windows 10 릴리스에서는 WPA-2 엔터프라이즈를 사용하려면 SCEP를 구성해야 합니다.
SCEP 구성을 사용하면 XenMobile에서 장치에 인증서를 보내 WiFi 서버 인증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SCEP를 구성하려면
설정 > 자격 증명 공급자의 배포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격 증명 공급자를 참조하십시오.
다음 섹션에는 위의 각 연결 유형에 대해 구성하는 옵션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공개
숨겨진 경우 연결: 숨겨져 있는 네트워크에 연결할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자동 연결: 네트워크에 자동으로 연결할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WPA 개인, WPA-2 개인
암호화: 목록에서 AES 또는 TKIP를 선택하여 암호화 유형을 설정합니다. 기본값은 AES입니다.
숨겨진 경우 연결: 숨겨져 있는 네트워크에 연결할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자동 연결: 네트워크에 자동으로 연결할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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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PA-2 엔터프라이즈
암호화: 목록에서 AES 또는 TKIP를 선택하여 암호화 유형을 설정합니다. 기본값은 AES입니다.
EAP 유형: 목록에서 PEAP-MSCHAPv2 또는 TLS를 선택하여 EAP 유형을 설정합니다. 기본값은 PEAP-MSCHAPv2입니다.
숨겨진 경우 연결: 숨겨져 있는 네트워크에 연결할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자동 연결: 네트워크에 자동으로 연결할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SCEP를 통해 인증서 푸시: SCEP(단순 인증서 등록 프로토콜)를 통해 사용자 장치에 인증서를 푸시할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SCEP의 자격 증명 공급자: 목록에서 SCEP 자격 증명 공급자를 선택합니다. 기본값은 없음입니다.

프록시 서버 설정
호스트 이름 또는 IP 주소: 프록시 서버의 이름 또는 IP 주소를 입력합니다.
포트: 프록시 서버 포트 번호를 입력합니다.

Windows 데스크톱/태블릿 설정 구성

다음 설정을 구성합니다.

Windows 10 설정
인증: 목록에서 WiFi 연결에 사용할 보안 유형을 클릭합니다.
공개
WPA 개인
WPA-2 개인
WPA 엔터프라이즈
WPA-2 엔터프라이즈: 최신 Windows 10 릴리스에서는 WPA-2 엔터프라이즈를 사용하려면 SCEP를 구성해야 합니다.
SCEP 구성을 사용하면 XenMobile에서 장치에 인증서를 보내 WiFi 서버 인증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SCEP를 구성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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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 > 자격 증명 공급자의 배포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격 증명 공급자를 참조하십시오.
다음 섹션에는 위의 각 연결 유형에 대해 구성하는 옵션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공개
숨겨진 네트워크(네트워크가 열려 있거나 꺼져 있는 경우에 사용): 네트워크를 숨길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자동 연결: 네트워크에 자동으로 연결할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WPA 개인, WPA-2 개인
암호화: 목록에서 AES 또는 TKIP를 선택하여 암호화 유형을 설정합니다. 기본값은 AES입니다.
숨겨진 네트워크(네트워크가 열려 있거나 꺼져 있는 경우에 사용): 네트워크를 숨길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자동 연결: 네트워크에 자동으로 연결할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WPA-2 엔터프라이즈
암호화: 목록에서 AES 또는 TKIP를 선택하여 암호화 유형을 설정합니다. 기본값은 AES입니다.
EAP 유형: 목록에서 PEAP-MSCHAPv2 또는 TLS를 선택하여 EAP 유형을 설정합니다. 기본값은 PEAP-MSCHAPv2입니다.
숨겨진 경우 연결: 네트워크를 숨길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자동 연결: 네트워크에 자동으로 연결할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SCEP를 통해 인증서 푸시: SCEP(단순 인증서 등록 프로토콜)를 통해 사용자 장치에 인증서를 푸시할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SCEP의 자격 증명 공급자: 목록에서 SCEP 자격 증명 공급자를 선택합니다. 기본값은 없음입니다.

Windows Mobile/CE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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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설정을 구성합니다.
네트워크 이름: 사용자 장치의 사용 가능한 네트워크 목록에 있는 SSID를 입력합니다.
장치 간 연결(임시): 두 장치를 직접 연결할 수 있도록 합니다. 기본값은 꺼짐입니다.
네트워크: 장치가 외부 인터넷 소스에 연결되어 있는지, 아니면 사무실 인트라넷에 연결되어 있는지를 선택합니다.
인증: 목록에서 WiFi 연결에 사용할 보안 유형을 선택합니다.
공개
WPA 개인
WPA-2 개인
WPA-2 엔터프라이즈
다음 섹션에는 위의 각 연결 유형에 대해 구성하는 옵션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공개
숨겨진 네트워크(네트워크가 열려 있거나 꺼져 있는 경우에 사용): 네트워크를 숨길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자동 연결: 네트워크에 자동으로 연결할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WPA 개인, WPA-2 개인
암호화: 목록에서 AES 또는 TKIP를 선택하여 암호화 유형을 설정합니다. 기본값은 AES입니다.
숨겨진 네트워크(네트워크가 열려 있거나 꺼져 있는 경우에 사용): 네트워크를 숨길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자동 연결: 네트워크에 자동으로 연결할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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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PA-2 엔터프라이즈
암호화: 목록에서 AES 또는 TKIP를 선택하여 암호화 유형을 설정합니다. 기본값은 AES입니다.
EAP 유형: 목록에서 PEAP-MSCHAPv2 또는 TLS를 선택하여 EAP 유형을 설정합니다. 기본값은 PEAP-MSCHAPv2입니다.
숨겨진 경우 연결: 네트워크를 숨길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자동 연결: 네트워크에 자동으로 연결할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SCEP를 통해 인증서 푸시: SCEP(단순 인증서 등록 프로토콜)를 통해 사용자 장치에 인증서를 푸시할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SCEP의 자격 증명 공급자: 목록에서 SCEP 자격 증명 공급자를 선택합니다. 기본값은 없음입니다.

키 제공(자동): 자동으로 키를 제공할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기본값은 꺼짐입니다.
암호: 이 필드에 암호를 입력합니다.
키 인덱스: 키 인덱스를 선택합니다. 사용 가능한 옵션은 1, 2, 3 및 4 입니다.
7. 배포 규칙을 구성하고 배달 그룹을 선택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장치 정책 추가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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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dows CE 인증서 장치 정책
Feb 21, 20 18

XenMobile에서 장치 정책을 만들어 외부 PKI에서 Windows Mobile/CE 인증서를 만들고 사용자 장치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인
증서 및 PKI 엔터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인증서를 참조하십시오.
1. XenMobile 콘솔에서 구성 > 장치 정책을 클릭합니다. 장치 정책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2. 추가를 클릭합니다. 새 정책 추가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3. 자세히를 확장한 후 보안 아래에서 Windows CE 인증서를 클릭합니다. Windows CE 인증서 정책 정보 페이지가 나타납니
다.
4. 정책 정보 창에서 다음 정보를 입력합니다.
정책 이름: 정책을 설명하는 이름을 입력합니다.
설명: 정책에 대한 선택적 설명을 입력합니다.
5. 다음을 클릭합니다. Windows CE 인증서 정책 플랫폼 정보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6. 다음 설정을 구성합니다.
자격 증명 공급자: 목록에서 자격 증명 공급자를 클릭합니다. 기본값은 없음입니다.
생성된 PKCS#12의 암호: 자격 증명을 암호화하는 데 사용되는 암호를 입력합니다.
대상 폴더: 목록에서 자격 증명의 대상 폴더를 클릭하거나 새로 추가를 클릭하여 아직 목록에 없는 폴더를 추가합니다. 미리
정의된 옵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Flash Storage%\
%XenMobile Folder%\
%Program Files%\
%My Documents%\
%Windows%\
대상 파일 이름: 자격 증명 파일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7.배포 규칙을 구성하고 배달 그룹을 선택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장치 정책 추가를 참조하십시오.
8. 다음을 클릭합니다. Windows CE 인증서 정책 할당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9. 배달 그룹 선택 옆에서 정책을 할당할 배달 그룹을 입력하여 찾거나 목록에서 그룹을 하나 이상 선택합니다. 선택한 그룹이
앱 할당을 받을 배달 그룹 목록에 나타납니다.
10. 배포 일정을 확장하고 다음 설정을 구성합니다.
배포 옆에서 켜짐을 클릭하여 배포를 예약하거나 꺼짐을 클릭하여 배포를 차단합니다. 기본 옵션은 켜짐입니다. 꺼짐을 선택
하는 경우 다른 옵션을 구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배포 일정 옆에서 지금 또는 나중에를 클릭합니다. 기본 옵션은 지금입니다.
나중에를 클릭하는 경우 달력 아이콘을 클릭하고 배포 날짜와 시간을 선택합니다.
배포 조건 옆에서 모든 연결에서를 클릭하거나 이전 배포가 실패한 경우에만을 클릭합니다. 기본 옵션은 모든 연결에서입니
다.
상시 연결에 대해 배포 옆에서 켜짐 또는 꺼짐을 클릭합니다. 기본 옵션은 꺼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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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설정 > 서버 속성에서 백그라운드 배포 예약 키를 구성한 경우에만 이 옵션이 적용됩니다. iOS 장치에는 상시 연결 옵션을 사
용할 수 없습니다.
구성하는 배포 일정은 모든 플랫폼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변경 사항은 모든 플랫폼에 적용되지만 상시 연결에 대해 배포를
선택한 경우 iOS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11. 저장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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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dows Information Protection 장치 정책
Feb 21, 20 18

이전의 EDP(엔터프라이즈 데이터 보호)인 WIP(Windows Information Protection)는 엔터프라이즈 데이터의 잠재적 유출을 차
단하는 Windows 기술입니다. 데이터 유출은 엔터프라이즈에서 보호되지 않는 앱, 앱 간 또는 조직 네트워크 외부로 엔터프라이
즈 데이터를 공유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Microsoft TechNet에서 Protect your enterprise data
using Windows Information Protection (WIP)(WIP(Windows Information Protection)를 사용하여 엔터프라이즈 데이터 보
호)를 참조하십시오.
XenMobile에서 장치 정책을 생성하여 설정한 적용 수준의 Windows Information Protection이 필요한 앱을 지정할 수 있습니
다. Windows Information Protection 정책은 Windows 10 버전 1607 이상의 감독되는 휴대폰, 태블릿 및 데스크톱을 위한 것입
니다.
XenMobile에는 자주 사용되는 앱 몇 가지가 포함되어 있으며 다른 앱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적용 수준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부적절한 데이터 공유 차단
부적절한 데이터 공유에 대해 경고하고 사용자가 정책을 재정의할 수 있도록 허용
부적절한 데이터 공유를 로깅하고 허용하는 동안 WIP를 자동으로 실행
Windows Information Protection에서 앱을 제외하려면 Microsoft AppLocker XML 파일에서 앱을 정의한 다음 이 파일을
XenMobile로 가져옵니다.
1. XenMobile 콘솔에서 구성 > 장치 정책을 클릭합니다. 장치 정책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2. 추가를 클릭합니다. 새 정책 추가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3. Windows Inf ormation Protection을 입력하고 검색 결과에 나타나는 해당 이름을 클릭합니다. Windows Information
Protection 정책 정보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4. 정책 정보 창에서 다음 정보를 입력합니다.
정책 이름: 정책을 설명하는 이름을 입력합니다.
설명: 필요한 경우 정책의 설명을 입력합니다.
5. 다음을 클릭합니다. 정책 플랫폼 창이 나타납니다.
6. 플랫폼 아래에서 추가할 플랫폼을 선택합니다. 하나의 플랫폼에 대해서만 구성하는 경우 다른 플랫폼의 선택을 취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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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한 각 플랫폼에 대한 설정을 구성합니다.
데스크톱 앱(Windows 10 태블릿), 스토어 앱(Windows 10 Phone 및 태블릿): XenMobile에는 위의 샘플처럼 몇 가지 자주
사용되는 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이러한 앱을 편집하거나 제거할 수 있습니다.
다른 앱을 추가하려면: 데스크톱 앱 또는 스토어 앱 테이블에서 추가를 클릭하고 앱 정보를 제공합니다.
허용되는 앱은 엔터프라이즈 데이터를 읽고, 만들고,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거부되는 앱은 엔터프라이즈 데이터에 액세스
할 수 없습니다. 예외 앱은 엔터프라이즈 데이터를 읽을 수 있지만 데이터를 만들거나 수정할 수는 없습니다.
AppLocker XML: Microsoft는 WIP와 호환성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Microsoft 앱의 목록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앱
을 WIP에서 제외하려면 찾아보기를 클릭하고 목록을 업로드합니다. XenMobile은 업로드된 AppLocker XML과 구성된 데
스크톱 및 스토어 앱을 장치로 전송된 정책에서 결합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Recommended deny list for Windows
Information Protection(Windows Information Protection에 대한 권장 거부 목록)을 참조하십시오.
적용 수준: Windows Information Protection이 데이터 공유를 보호하고 관리할 방식을 지정하는 옵션을 선택합니다. 기
본값은 꺼짐입니다.
0-꺼짐 - WIP가 꺼지며 데이터를 보호 또는 감사하지 않습니다.
1-무음 - WIP가 자동으로 실행되면서 부적절한 데이터 공유를 기록하고 아무것도 차단하지 않습니다. 보고 CSP를 통
해 로그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2-재정의 - WIP가 잠재적으로 안전하지 않은 데이터 공유에 대해 사용자에게 경고합니다. 사용자는 경고를 재정의하
고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드는 사용자 재정의를 포함한 작업을 감사 로그에 기록합니다.
3-차단 - WIP는 사용자가 안전하지 않을 수 있는 데이터 공유를 수행하는 것을 차단합니다.
보호되는 도메인 이름: 엔터프라이즈가 사용자 ID에 사용하는 도메인입니다. 관리되는 ID 도메인의 이 목록은 기본 도메
인과 함께 관리 엔터프라이즈의 ID를 구성합니다. 목록에서 첫 번째 도메인은 Windows UI에 사용되는 기본 회사 ID입니
다. "|"를 사용하여 목록 항목을 구분합니다. 예: domain1.com | domain2.com
데이터 복구 인증서: 찾아보기를 클릭한 다음 암호화된 파일의 데이터 복구에 사용할 복구 인증서를 선택합니다. 이 인증
서는 그룹 정책이 아니라 MDM을 통해 배달된다는 점 이외에는 EFS(암호화 파일 시스템)에 대한 DRA(데이터 복구 에이전
트)와 동일합니다. 복구 인증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새로 만듭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섹션의 "데이터 복구 인증서 만들
기"를 참조하십시오.
네트워크 도메인 이름: 엔터프라이즈의 경계를 구성하는 도메인의 목록입니다. WIP는 목록의 정규화된 도메인에 대한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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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트래픽을 보호합니다. 이 설정은 IP 범위 설정과 함께 사용되어 네트워크 끝점이 엔터프라이즈인지 아니면 사설망의 개
인인지를 감지합니다. 쉼표를 사용하여 목록 항목을 구분합니다. 예: corp.example.com,region.example.com
IP 범위: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크의 컴퓨터를 정의하는 엔터프라이즈 IPv4 및 IPv6 범위의 목록입니다. WIP는 이러한 위치
를 엔터프라이즈 데이터를 공유해도 안전한 대상으로 고려합니다. 쉼표를 사용하여 목록 항목을 구분합니다. 예:
10.0.0.0-10.255.255.255, 2001:4898::-2001:4898:7fff:ffff:ffff:ffff:ffff:ffff
IP 범위 목록을 신뢰할 수 있음: Windows에 의한 IP 범위의 자동 감지를 방지하려면 이 설정을 켜짐으로 변경합니다. 기
본값은 꺼짐입니다.
프록시 서버: 엔터프라이즈가 회사 리소스에 사용할 수 있는 프록시 서버의 목록입니다. 네트워크에서 프록시를 사용하는
경우 이 설정이 필요합니다. 프록시 서버가 없으면 프록시 뒤에 있는 클라이언트가 엔터프라이즈 리소스를 사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호텔 및 식당의 특정 WiFi 핫스폿에서 리소스를 사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쉼표를 사용하여 목록
항목을 구분합니다. 예:
proxy.example.com:80;157.54.11.118:443
내부 프록시 서버: 장치가 클라우드 리소스에 연결하기 위해 통과하는 프록시 서버의 목록입니다. 이 서버 유형을 사용하
면, 연결하는 클라우드 리소스가 엔터프라이즈 리소스임을 나타냅니다. 이 목록에 WIP 비보호 트래픽에 사용되는 프록시
서버 설정의 서버를 포함하지 마십시오. 쉼표를 사용하여 목록 항목을 구분합니다. 예:
example.internalproxy1.com;10.147.80.50
클라우드 리소스: WIP로 보호되는 클라우드 리소스의 목록입니다. 원하는 경우 각 클라우드 리소스에 대해, 이 클라우드
리소스에 대한 트래픽을 라우팅할 프록시 서버 목록의 프록시 서버를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프록시 서버를 통해 라우팅
되는 모든 트래픽은 엔터프라이즈 트래픽으로 취급됩니다. 쉼표를 사용하여 목록 항목을 구분합니다. 예:
domain1.com:InternalProxy.domain1.com, domain2.com:InternalProxy.domain2.com
잠금 시 보호 필요 설정: Windows 10 Phone 전용입니다. 켜짐인 경우 암호 장치 정책도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Windows Information Protection 정책 배포가 실패합니다. 또한 정책이 켜짐이면 잠금을 통한 보호 필요 설정이 나타납
니다. 기본값은 꺼짐입니다.
잠금을 통한 보호 필요: Windows 10 Phone 전용입니다. 잠긴 장치에서 직원 PIN으로 보호되는 키를 사용하여 엔터프라
이즈 데이터를 암호화할지 여부를 지정합니다. 앱은 잠긴 장치의 회사 데이터를 읽을 수 없습니다. 기본값은 켜짐입니다.
등록 취소할 때 WIP 인증서 해지: Windows Information Protection에서 등록 취소될 때 사용자 장치에서 로컬 암호화 키
를 해지할지 여부를 지정합니다. 암호화 키가 해지되면 사용자는 암호화된 회사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없습니다. 꺼짐인
경우 키가 해지되지 않으며 사용자는 등록 취소 후에도 보호된 파일에 계속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기본값은 켜짐입니다.
오버레이 아이콘 표시: 탐색기의 회사 파일 및 시작 메뉴의 엔터프라이즈 전용 앱 타일에 Windows Information
Protection 아이콘 오버레이를 포함할지 여부를 지정합니다. 기본값은 꺼짐입니다.

메모
정책 구성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는 장치 정책 추가를 참조하십시오.

데이터 복구 인증서 만들기
Windows Inf ormation Protection 정책을 사용하도록 설정하려면 데이터 복구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1. XenMobile Server에서 명령 프롬프트를 열고 인증서를 만들려는 폴더(Windows\System32 이외의 폴더)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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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 명령을 실행합니다.
cipher /r:ESFDRA
3. 메시지가 나타나면 개인 키 파일을 보호하기 위한 암호를 입력합니다.
암호화 명령은 .cer 및 .pfx 파일을 생성합니다.
4. XenMobile 콘솔에서 설정 > 인증서로 이동하고 Windows 10 태블릿과 휴대폰 모두에 적용되는 .cer 파일을 가져옵니다.

사용자 환경
Windows Information Protection이 적용될 때는 앱과 파일에 다음 아이콘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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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보호되는 파일을 보호되지 않는 위치로 복사하거나 저장할 경우 구성된 적용 수준에 따라 다음 알림이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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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enMobile 옵션 장치 정책
Feb 21, 20 18

Android 및 Windows Mobile/CE 장치에서 XenMobile에 연결할 때 Secure Hub 동작을 구성하는 XenMobile 옵션 정책을 추가
합니다.
1. XenMobile 콘솔에서 구성 > 장치 정책을 클릭합니다. 장치 정책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2. 추가를 클릭합니다. 새 정책 추가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3. 자세히를 확장한 후 XenMobile 에이전트 아래에서 XenMobile 옵션을 클릭합니다. XenMobile 옵션 정책 페이지가 나타납
니다.
4. 정책 정보 창에서 다음 정보를 입력합니다.
정책 이름: 정책을 설명하는 이름을 입력합니다.
설명: 정책에 대한 선택적 설명을 입력합니다.
5. 다음을 클릭합니다. 정책 플랫폼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6. 플랫폼 아래에서 추가할 플랫폼을 선택합니다. 하나의 플랫폼에 대해서만 구성하는 경우 다른 플랫폼의 선택을 취소합니다.
플랫폼에 대한 설정을 모두 구성했으면 7단계에서 해당 플랫폼의 배포 규칙을 설정하는 방법을 확인하십시오.

Android 설정 구성

다음 설정을 구성합니다.
트레이 표시줄 알림 - 트레이 표시줄 아이콘 숨기기: 트레이 표시줄 아이콘을 표시할지, 아니면 숨길지를 선택합니다. 기본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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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꺼짐입니다.
연결 시간 초과: 연결 시간이 초과되기 전에 연결이 유휴 상태로 있을 수 있는 시간(초)을 입력합니다. 기본값은 20초입니다.
연결 유지 간격: 연결을 유지할 시간(초)을 입력합니다. 기본값은 120초입니다.
원격 제어를 허용하기 전에 사용자에게 확인: 원격 지원 제어를 허용하기 전에 사용자에게 물어볼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기
본값은 꺼짐입니다.
파일 전송 이전: 목록에서 사용자에게 파일 전송에 대해 경고할지, 아니면 사용자에게 허락을 요청할지를 클릭합니다. 사용
가능한 값은 사용자에게 경고 표시 안 함, 사용자에게 경고 표시 및 사용자 권한 요청이며, 기본값은 사용자에게 경고 표시
안 함입니다.

Windows Mobile/CE 설정 구성

다음 설정을 구성합니다.
장치 에이전트 구성
XenMobile 백업 구성: 목록에서, 사용자 장치에서 XenMobile 구성을 백업하는 것에 대한 옵션을 클릭합니다. 기본값은
사용 안 함입니다. 다음과 같은 옵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 안 함
XenMobile 설치 후 첫 번째 연결 시
각 장치 다시 시작 후 첫 번째 연결 시

https://docs.citrix.com

© 1999-2017 Citrix Systems, Inc. All rights reserved.

p.751

사무실 네트워크에 연결
인터넷 네트워크에 연결
기본 제공 사무실 네트워크에 연결: 켜짐으로 설정된 경우 XenMobile이 네트워크를 자동으로 감지합니다.
기본 제공 인터넷 네트워크에 연결: 켜짐으로 설정된 경우 XenMobile이 네트워크를 자동으로 감지합니다.
트레이 표시줄 알림 - 트레이 표시줄 아이콘 숨기기: 트레이 표시줄 아이콘을 표시할지, 아니면 숨길지를 선택합니다. 기
본값은 꺼짐입니다.
연결 시간 제한: 연결 시간이 초과되기 전에 연결이 유휴 상태로 있을 수 있는 시간(초)을 입력합니다. 기본값은 20초입니
다.
연결 유지 간격: 연결을 유지할 시간(초)을 입력합니다. 기본값은 120초입니다.
원격 지원
원격 제어를 허용하기 전에 사용자에게 확인: 원격 지원 제어를 허용하기 전에 사용자에게 물어볼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기본값은 꺼짐입니다.
파일 전송 이전: 목록에서 사용자에게 파일 전송에 대해 경고할지, 아니면 사용자에게 허락을 요청할지를 클릭합니다. 사
용 가능한 값은 사용자에게 경고 표시 안 함, 사용자에게 경고 표시 및 사용자 권한 요청이며, 기본값은 사용자에게 경고
표시 안 함입니다.
7.배포 규칙을 구성하고 배달 그룹을 선택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장치 정책 추가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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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enMobile 제거 장치 정책
Feb 21, 20 18

XenMobile에서 장치 정책을 추가하여 Android and Window Mobile/CE 장치에서 XenMobile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 정책을
배포하면 배포 그룹에 있는 모든 장치에서 XenMobile이 제거됩니다.
1. XenMobile 콘솔에서 구성 > 장치 정책을 클릭합니다. 장치 정책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2. 추가를 클릭합니다. 새 정책 추가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3. 자세히를 확장한 후 XenMobile 에이전트 아래에서 XenMobile 제거를 클릭합니다. XenMobile 제거 정책 페이지가 나타납
니다.
4. 정책 정보 창에서 다음 정보를 입력합니다.
정책 이름: 정책을 설명하는 이름을 입력합니다.
설명: 필요한 경우 정책의 설명을 입력합니다.
5. 다음을 클릭합니다. 정책 플랫폼 정보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6. 플랫폼 아래에서 추가할 플랫폼을 선택합니다. 하나의 플랫폼에 대해서만 구성하는 경우 다른 플랫폼의 선택을 취소합니다.
플랫폼에 대한 설정을 모두 구성했으면 7단계에서 해당 플랫폼의 배포 규칙을 설정하는 방법을 확인하십시오.

Android 및 Windows Mobile/CE 설정 구성
선택한 각 플랫폼에 대해 이 설정을 구성합니다.
장치에서 XenMobile 제거: 이 정책을 배포할 모든 장치에서 XenMobile을 제거할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기본값은 꺼짐입니
다.
7.배포 규칙을 구성하고 배달 그룹을 선택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장치 정책 추가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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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추가
Feb 21, 20 18

Important
MDX 10.7.5 릴리스는 XenMobile Apps의 래핑을 지원하는 마지막 릴리스입니다. MDX Toolkit 또는 MDX Service 10.7.10 이상을 사용하
여 XenMobile Apps의 10.7.5 이상 버전을 래핑할 수 없습니다. 공용 앱 스토어에서 XenMobile Apps에 액세스해야 합니다.

XenMobile에 관리할 앱을 추가합니다. XenMobile 콘솔에 앱을 추가한 다음 앱을 범주로 정렬하고 사용자에게 배포할 수 있습
니다.
다음 유형의 앱을 XenMobile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MDX. MDX T oolkit으로 래핑된 앱입니다. 내부 및 공용 스토어에서 얻은 MDX 앱을 배포할 수 있습니다.
공용 앱 스토어. iT unes 또는 Google Play와 같은 공용 앱 스토어에서 무료 또는 유료로 제공되는 앱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GoT oMeeting이 포함됩니다.
웹 및 SaaS. 내부 네트워크에서 액세스되는 앱(웹 앱) 또는 공용 네트워크를 통해 액세스되는 앱(SaaS)이 포함됩니다. 자체 앱
을 만들거나 기존 웹 앱에 대한 Single Sign-On 인증을 위해 앱 커넥터 집합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GoogleApps_SAML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엔터프라이즈. MDX T oolkit으로 래핑되지 않고 MDX 앱과 관련된 정책이 포함되지 않은 기본 앱입니다.
웹 링크. 이러한 앱은 Single Sign-On이 필요 없는 웹 앱이나 공용 또는 개인 사이트에 대한 웹 주소(URL)입니다.

메모
Citrix는 iOS 및 Samsung Android 앱의 자동 설치를 지원합니다. 자동 설치에서는 장치에 배포한 앱을 설치하라는 메시지가 사용자에게
표시되지 않습니다. 앱이 백그라운드에서 자동으로 설치됩니다.
자동 설치를 구현하기 위한 필수 구성 요소:
iOS 앱의 경우 관리되는 iOS 장치를 감독 모드로 전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iOS 및 macOS 프로필 장치 정책 가져오기를 참조하십시
오.
Android 앱의 경우 장치에서 SAFE(Samsung for Enterprise) 또는 KNOX 정책을 사용하도록 설정합니다.
이 작업을 수행하려면 Samsung MDM 라이센스 키 장치 정책을 설정하여 Samsung ELM 및 KNOX 라이센스 키를 생성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Samsung MDM 라이센스 키 장치 정책을 참조하십시오.

모바일 및 MDX 앱의 작동 방식

Important
MDX 10.7.5 릴리스는 XenMobile Apps의 래핑을 지원하는 마지막 릴리스입니다. MDX Toolkit 또는 MDX Service 10.7.10 이상을 사용하
여 XenMobile Apps의 10.7.5 이상 버전을 래핑할 수 없습니다. 공용 앱 스토어에서 XenMobile Apps에 액세스해야 합니다.

XenMobile은 Secure Hub, Secure Mail 및 Secure Web과 같은 XenMobile Apps를 포함하여 iOS, Android 및 Windows 앱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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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며 MDX 정책 사용도 지원합니다. XenMobile 콘솔에서 앱을 업로드한 다음 사용자 장치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XenMobile
Apps에 더해 다음 유형의 앱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용으로 개발한 앱
MDX 정책을 사용하여 장치 기능을 허용하거나 제한하려는 앱
iOS 및 Android용 XenMobile Apps를 배포하려면 다음 일반 단계를 수행하십시오.
1. 공용 스토어 MDX 파일은 https://www.citrix.com/downloads/xenmobile/product-software/xenmobile-enterprise-editionworx-apps-and-mdx-toolkit.html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2. 필요에 따라 MDX 정책을 업데이트하고 이러한 파일을 XenMobile 콘솔에 업로드합니다(구성 > 앱).
3. MDX 파일을 공용 앱 스토어에 업로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문서에서 MDX 앱 추가를 참조하십시오.
Windows용 XenMobile Apps를 배포하려면 다음 일반 단계를 수행하십시오.
1. Citrix에서 앱 파일을 다운로드합니다.
2. MDX Toolkit을 사용하여 앱 파일을 래핑합니다.
3. 필요에 따라 MDX 정책을 수정하고 래핑된 앱을 XenMobile 콘솔에 업로드합니다.
4. 배달 그룹을 통해 앱을 사용자 장치에 배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XenMobile Apps 설명서에서 XenMobile Apps의 공용 앱 스
토어 제공을 참조하십시오.
MDX Toolkit은 iOS, Android 및 Windows 장치용 앱을 Citrix 로직 및 정책으로 래핑합니다. 이 도구를 사용하면 조직 내에서 만
들거나 회사 외부에서 만들어진 앱을 안전하게 래핑할 수 있습니다.

필수 앱과 선택적 앱 정보
배달 그룹에 앱을 추가하는 경우 선택적 앱인지, 아니면 필수 앱인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필수로 표시된 앱의 경우 사용자는 다
음과 같은 경우에 곧바로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새 앱을 업로드하고 필수 앱으로 표시합니다.
사용자가 기존 앱을 필수 앱으로 표시합니다.
사용자가 필수 앱을 삭제합니다.
Secure Hub 업데이트가 제공됩니다.
필수 앱의 강제 배포를 위한 요구 사항
XenMobile Server 10.6(최소 버전)
Secure Hub 10.5.15(iOS의 경우) 및 10.5.20(Android의 경우)(최소 버전)
MDX T oolkit 10.6(최소 버전)
사용자 지정 서버 속성, force.server.push.required.apps.
필수 앱의 강제 배포가 기본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설정됩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도록 설정하려면 사용자 지정 키 서버
속성을 만드십시오. 키 및 표시 이름을 f orce.server.push.required.apps로 설정하고 값을 true로 설정합니다.
XenMobile Server 및 Secure Hub 업그레이드 후: 등록된 장치가 있는 사용자는 로그오프 후 Secure Hub에 로그온하여 필수
앱 배포 업데이트를 받아야 합니다.
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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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예제에는 Secure Tasks 앱을 배달 그룹에 추가한 후 배달 그룹을 배포하는 작업의 순서가 나와 있습니다.

샘플 앱인 Secure Tasks가 사용자 장치에 배포되면 Secure Hub가 앱을 설치하라는 메시지를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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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ortant
엔터프라이즈 앱과 공용 앱 스토어 앱을 포함하여 MDX를 사용하도록 설정된 필수 앱의 경우 MDX 정책에 앱 업데이트 유예 기간을 구성
하고 사용자가 앱을 나중에 업그레이드하기로 선택한 경우에도 즉시 업그레이드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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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터프라이즈 및 공용 스토어 앱을 위한 iOS 필수 앱 워크플로
1. 초기 등록 중에 XenMobile App을 배포합니다. 필수 앱이 장치에 설치됩니다.
2. XenMobile 콘솔에서 앱을 업데이트합니다.
3. XenMobile 콘솔에서 필수 앱을 배포합니다.
4. 홈 화면의 앱이 업데이트됩니다. 또한 공용 스토어 앱의 경우 업그레이드가 자동으로 시작됩니다. 사용자에게 업데이트하라
는 메시지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5. 사용자가 홈 화면에서 앱을 엽니다. 앱 업데이트 유예 기간을 설정했더라도 사용자가 나중에 앱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누르
면 앱이 곧바로 업그레이드됩니다.
엔터프라이즈 앱을 위한 Android 필수 앱 워크플로
1. 초기 등록 중에 XenMobile App을 배포합니다. 필수 앱이 장치에 설치됩니다.
2. XenMobile 콘솔에서 필수 앱을 배포합니다.
3. 앱이 업그레이드됩니다. (Nexus 장치에서는 업데이트를 설치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되지만 Samsung 장치에서는 자동 설치됩
니다.)
4. 사용자가 홈 화면에서 앱을 엽니다. 앱 업데이트 유예 기간을 설정했더라도 사용자가 나중에 앱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누르
면 앱이 곧바로 업그레이드됩니다. (Samsung 장치에서는 자동 설치가 수행됩니다.)
공용 스토어 앱을 위한 Android 필수 앱 워크플로
1. 초기 등록 중에 XenMobile App을 배포합니다. 필수 앱이 장치에 설치됩니다.
2. XenMobile 콘솔에서 앱을 업데이트합니다.
3. XenMobile 콘솔에서 필수 앱을 배포합니다. 또는 장치에서 Secure Hub 스토어를 엽니다. 스토어에 업데이트 아이콘이 나타
납니다.
4. 앱 업그레이드가 자동으로 시작됩니다. (Nexus 장치에서는 업데이트를 설치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5. 홈 화면에서 앱을 엽니다. 앱이 업그레이드됩니다. 유예 기간 동안 사용자에게 메시지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Samsung 장치
에서는 자동 설치가 수행됩니다.)

웹 및 SaaS 앱의 작동 방식
XenMobile은 웹 및 SaaS 앱에 대한 SSO(Single Sign-On)에 구성할 수 있는 템플릿인 응용 프로그램 커넥터 집합과 함께 제공됩
니다. 경우에 따라 템플릿을 구성하여 사용자 계정 생성 및 관리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XenMobile에는 SAML(Security
Assertion Markup Language) 커넥터가 포함됩니다. SAML 커넥터는 SSO 및 사용자 계정 관리에 SAML 프로토콜을 지원하는
웹 응용 프로그램에 사용됩니다. XenMobile은 SAML 1.1 및 SAML 2.0을 지원합니다.
또한 회사 고유의 SAML 커넥터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문서에서 웹 또는 SaaS 앱 추가를 참조하십시오.

엔터프라이즈 앱의 작동 방식
엔터프라이즈 응용 프로그램은 일반적으로 내부 네트워크에 상주합니다. 사용자는 Secure Hub를 사용하여 앱에 연결할 수 있
습니다. 엔터프라이즈 앱을 추가하면 XenMobile이 앱에 대한 앱 커넥터를 만듭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문서에서 엔터프라이즈
앱 추가를 참조하십시오.

공용 앱 스토어의 작동 방식
Apple App Store, Google Play 및 Windows 스토어에서 앱 이름 및 설명을 검색하는 설정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스토어에서 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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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검색하면 XenMobile이 기존 이름과 설명을 덮어씁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문서에서 공용 앱 스토어 앱 추가를 참조하십
시오.

웹 링크의 작동 방식
웹 링크는 인터넷 또는 인트라넷 사이트에 대한 웹 주소입니다. 웹 링크는 SSO가 필요하지 않은 웹 응용 프로그램을 가리킬 수
도 있습니다. 웹 링크 구성을 마치면 링크가 XenMobile Store에서 아이콘으로 표시됩니다. 사용자가 Secure Hub에 로그온하면
사용 가능한 앱 및 데스크톱의 목록과 함께 링크가 표시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문서에서 웹 링크 앱 추가를 참조하십시오.

MDX 앱 추가
iOS, Android 또는 Windows Phone 장치에서 사용할 수 있는 래핑된 MDX 모바일 앱을 받은 경우 해당 앱을 XenMobile에 업로
드할 수 있습니다. 앱을 업로드한 후 앱 세부 정보 및 정책 설정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각 장치 플랫폼 유형에 사용할 수 있는 앱
정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MDX 정책 요약을 참조하십시오. 해당 섹션에서 자세한 정책 설명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XenMobile 콘솔에서 구성 > 앱을 클릭합니다. 앱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2. 추가를 클릭합니다. 앱 추가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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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MDX를 클릭합니다. MDX 앱 정보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4. 앱 정보 창에서 다음 정보를 입력합니다.
이름: 앱의 설명적 이름을 입력합니다. 이 이름은 앱 테이블의 앱 이름 아래에 표시됩니다.
설명: 앱의 선택적 설명을 입력합니다.
앱 범주: 필요한 경우 목록에서 앱을 추가할 범주를 클릭합니다. 앱 범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앱 범주 만들기를 참조하십시
오.
5. 다음을 클릭합니다. 앱 플랫폼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6. 플랫폼 아래에서 추가할 플랫폼을 선택합니다. 하나의 플랫폼에 대해서만 구성하는 경우 다른 플랫폼의 선택을 취소합니다.
플랫폼 설정 구성을 마치면 11단계에서 플랫폼 배포 규칙을 설정하는 방법을 참조하십시오.
7. 업로드를 클릭하고 파일의 위치로 이동하여 업로드할 MDX 파일을 선택합니다.
iOS VPP B2B 앱을 추가하는 경우 응용 프로그램이 VPP B2B 응용 프로그램입니까?를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 목록에서 사용
할 B2B VPP 계정을 클릭합니다.
8. 다음을 클릭합니다. 앱 세부 정보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9. 다음 설정을 구성합니다.
파일 이름: 앱에 연결된 파일 이름을 입력합니다.
앱 설명: 앱에 대한 설명을 입력합니다.
앱 버전: 필요한 경우 앱 버전 번호를 입력합니다.
최소 OS 버전: 필요한 경우 장치에서 앱을 사용할 때 실행할 수 있는 운영 체제의 가장 이전 버전을 입력합니다.
최대 OS 버전: 필요한 경우 장치에서 앱을 사용할 때 실행해야 하는 운영 체제의 가장 최신 버전을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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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된 장치: 필요한 경우 앱을 실행할 수 없는 장치의 제조업체 또는 모델을 입력합니다.
MDM 프로필이 제거된 경우 앱 제거: MDM 프로필이 제거된 경우 장치에서 앱을 제거할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기본값은 켜
짐입니다.
앱 데이터 백업 방지: 사용자가 앱 데이터를 백업하는 것을 방지할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기본값은 켜짐입니다.
강제로 앱 관리: 앱이 관리되지 않는 앱으로 설치될 경우 감독되지 않는 장치에서 해당 앱의 관리를 허용할 것인지 묻는 메시
지를 표시할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기본값은 켜짐입니다. iOS 9.0 이상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VPP를 통해 배포된 앱: VPP를 사용하여 앱을 배포할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켜짐인 경우 앱의 MDX 버전을 배포하고 VPP를
사용하여 앱을 배포하면 Secure Hub에 VPP 인스턴스만 표시됩니다. 기본값은 꺼짐입니다.
10. MDX 정책을 구성합니다. MDX 정책은 플랫폼별로 다르며 인증, 장치 보안, 암호화, 앱 상호 작용 및 앱 제한과 같은 정책 영
역에 대한 옵션이 포함됩니다. 콘솔에서 각 정책에는 정책을 설명하는 도구 설명이 포함됩니다.
MDX 앱에 대한 앱 정책에 대해서는 MDX 정책 요약을 참조하십시오. 이 문서에는 각 플랫폼에 적용할 정책이 표시된 표가 포함
되어 있습니다.
11. 배포 규칙을 구성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리소스 배포를 참조하십시오.
12. XenMobile Store 구성을 확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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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경우 XenMobile Store에 나타나는 앱 또는 화면 캡처에 대한 FAQ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의 앱 평가 또는 설
명 추가를 허용할지 여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 설정을 구성합니다.
앱 FAQ: 앱에 대한 FAQ(질문과 답변)를 추가합니다.
앱 스크린샷: XenMobile Store의 앱을 분류하는 데 도움이 되는 화면 캡처를 추가합니다. 업로드하는 그래픽은 PNG여야
합니다. GIF 또는 JPEG 이미지는 업로드할 수 없습니다.
앱 등급 허용: 사용자의 앱 평가를 허용할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기본값은 켜짐입니다.
앱 설명 허용: 선택한 앱에 대한 사용자의 설명을 허용할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기본값은 켜짐입니다.
13. 다음을 클릭합니다. 승인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사용자 계정을 만들 때 승인이 필요한 경우 워크플로를 사용합니다. 승인 워크플로를 설정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15단계로 건너
뛸 수 있습니다.
워크플로를 할당하거나 만들어야 하는 경우 다음 설정을 구성합니다.
사용할 워크플로: 목록에서 기존 워크플로를 클릭하거나 새 워크플로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기본값은 없음입니다.
새 워크플로 만들기를 선택하는 경우 다음 설정을 구성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워크플로 만들기 및 관리를 참조하십시오.
이름: 워크플로의 고유한 이름을 입력합니다.
설명: 필요한 경우 워크플로의 설명을 입력합니다.
전자 메일 승인 템플릿: 목록에서 할당할 전자 메일 승인 템플릿을 선택합니다. 이 필드 오른쪽에 있는 눈 모양 아이콘을
클릭하면 템플릿을 미리 볼 수 있는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관리자 승인 수준: 목록에서 이 워크플로에 필요한 관리자 승인 수준의 번호를 선택합니다. 기본값은 1 수준입니다. 사용
가능한 옵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필요 없음
1 수준
2 수준
3 수준
Active Directory 도메인 선택: 목록에서 워크플로에 사용할 적절한 Active Directory 도메인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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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필요한 승인자 찾기: 검색 필드에 추가로 필요한 사람의 이름을 입력하고 검색을 클릭합니다. 이름은 Active
Directory에서 가져옵니다.
필드에 이름이 나타나면 해당하는 이름 옆의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이름과 전자 메일 주소가 추가로 필요한 승인자 선택
됨 목록에 나타납니다.
추가로 필요한 승인자 선택됨 목록에서 사용자를 제거하려면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선택한 도메인에 있는 모든 사용자의 목록을 표시하려면 검색을 클릭합니다.
검색 결과를 제한하려면 검색 상자에 이름 전체 또는 일부를 입력한 다음 검색을 클릭합니다.
추가로 필요한 승인자 선택됨 목록에 있는 사용자는 검색 결과 목록에서 해당 이름 옆에 확인 표시가 있습니다. 목록
을 스크롤하고 제거하려는 각 이름 옆에 있는 확인란의 선택을 취소합니다.
14. 다음을 클릭합니다. 배달 그룹 할당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15. 배달 그룹 선택 옆에서 배달 그룹을 입력하여 찾거나 목록에서 그룹을 하나 이상 선택합니다. 선택한 그룹이 앱 할당을 받을
배달 그룹 목록에 나타납니다.
16. 배포 일정을 확장하고 다음 설정을 구성합니다.
배포 옆에서 켜짐을 클릭하여 배포를 예약하거나 꺼짐을 클릭하여 배포를 차단합니다. 기본 옵션은 켜짐입니다.
배포 일정 옆에서 지금 또는 나중에를 클릭합니다. 기본 옵션은 지금입니다.
나중에를 클릭하는 경우 달력 아이콘을 클릭하고 배포 날짜와 시간을 선택합니다.
배포 조건 옆에서 모든 연결에서를 클릭하거나 이전 배포가 실패한 경우에만을 클릭합니다. 기본 옵션은 모든 연결에서입니
다.
상시 연결에 대해 배포 옆에서 켜짐 또는 꺼짐을 클릭합니다. 기본 옵션은 꺼짐입니다.
참고:
설정 > 서버 속성에서 백그라운드 배포 예약 키를 구성한 경우에만 이 옵션이 적용됩니다. iOS 장치에는 상시 연결 옵션을 사
용할 수 없습니다.
구성하는 배포 일정은 모든 플랫폼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변경 사항은 모든 플랫폼에 적용되지만 상시 연결에 대해 배포를
선택한 경우 iOS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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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저장을 클릭합니다.

앱 범주 만들기
사용자가 Secure Hub에 로그온하면 XenMobile에서 설정한 앱, 웹 링크 및 스토어 목록이 표시됩니다. 앱 범주를 사용하면 사용
자가 액세스할 수 있는 특정 앱, 스토어 또는 웹 링크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무 범주를 만든 후 재무와 관련된 앱만
범주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또는 영업 범주를 구성하여 영업 앱을 할당할 수 있습니다.
XenMobile 콘솔의 앱 페이지에서 범주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앱, 웹 링크 또는 스토어를 추가하거나 편집할 때 이전
에 구성한 하나 이상의 범주에 앱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1. XenMobile 콘솔에서 구성 > 앱을 클릭합니다. 앱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2. 범주를 클릭합니다. 범주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3. 추가할 각 범주에 대해 다음을 수행합니다.
대화 상자의 맨 아래쪽에 있는 새 범주 추가 필드에 추가할 범주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엔터프라이즈 앱에 대한 범
주를 만들려는 경우 엔터프라이즈 앱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더하기 기호(+)를 클릭하여 범주를 추가합니다. 새로 만들어진 범주가 추가되고 범주 대화 상자에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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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범주 추가가 완료되면 범주 대화 상자를 닫습니다.
5. 앱 페이지에서 기존 앱을 새 범주에 배치할 수 있습니다.
범주로 분류할 앱을 선택합니다.
편집을 클릭합니다. 앱 정보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앱 범주 목록에서 범주 확인란을 선택하여 새 범주를 적용합니다. 앱에 적용하지 않을 기존 범주에 대한 확인란을 선택 취소
합니다.
배달 그룹 할당 탭을 클릭하거나 다음 페이지에서 다음을 클릭하여 나머지 앱 설정 페이지 단계를 이동합니다.
배달 그룹 할당 페이지에서 저장을 클릭하여 새 범주를 적용합니다. 새 범주가 앱에 적용되고 앱 테이블에 표시됩니다.

공용 앱 스토어 앱 추가
iTunes 또는 Google Play와 같은 공용 앱 스토어에서 무료 또는 유료로 제공되는 앱을 XenMobile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GoToMeeting이 포함됩니다. Android for Work용으로 유료 공용 앱 스토어 앱을 추가할 경우 대량 구매 라이센스 상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는 사용 가능한 총 라이센스 수, 현재 사용 중인 라이센스 수 및 라이센스를 사용하고 있는 각 사용자
의 전자 메일 주소입니다. Android for Work의 대량 구매 프로그램은 조직의 앱 및 기타 데이터를 대량으로 찾고, 구입하고, 배포
하는 프로세스를 간소화합니다.
1. XenMobile 콘솔에서 구성 > 앱을 클릭합니다. 앱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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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가를 클릭합니다. 앱 추가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3. 공용 앱 스토어를 클릭합니다. 앱 정보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4. 앱 정보 창에서 다음 정보를 입력합니다.
이름: 앱의 설명적 이름을 입력합니다. 이 이름은 앱 테이블의 앱 이름 아래에 표시됩니다.
설명: 앱의 선택적 설명을 입력합니다.
앱 범주: 필요한 경우 목록에서 앱을 추가할 범주를 클릭합니다. 앱 범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앱 범주 만들기를 참조하십시
오.
5. 다음을 클릭합니다. 앱 플랫폼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6. 플랫폼 아래에서 추가할 플랫폼을 선택합니다. 하나의 플랫폼에 대해서만 구성하는 경우 다른 플랫폼의 선택을 취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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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설정 구성을 마치면 10단계에서 플랫폼 배포 규칙을 설정하는 방법을 참조하십시오.
7. 검색 상자에 앱 이름을 입력하고 검색을 클릭하여 추가할 앱을 선택합니다. 검색 기준과 일치하는 앱이 표시됩니다. 다음 그
림은 podio에 대한 검색 결과를 보여 줍니다.

8. 추가할 앱을 클릭합니다. 선택한 앱과 관련된 정보(이름, 설명, 버전 번호 및 관련 이미지 등)로 앱 세부 정보 필드가 미리 채워
집니다.

9. 다음 설정을 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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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경우 앱의 이름 및 설명을 변경합니다.
유료 앱: 이 필드는 미리 구성되며 변경할 수 없습니다.
MDM 프로필이 제거된 경우 앱 제거: MDM 프로필이 제거된 경우 앱을 제거할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기본값은 켜짐입니다.
앱 데이터 백업 방지: 앱이 데이터를 백업하는 것을 방지할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기본값은 켜짐입니다.
강제로 앱 관리: 앱이 관리되지 않는 앱으로 설치될 경우 감독되지 않는 장치에서 해당 앱의 관리를 허용할 것인지 묻는 메시
지를 표시할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기본값은 꺼짐입니다. iOS 9.0 이상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장치에 강제로 라이센스 연결: 장치 연결을 사용하는 상태에서 개발된 앱을 사용자가 아닌 장치에 연결할지 여부를 선택합니
다. iOS 9 이상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선택한 앱이 장치 할당을 지원하지 않는 경우 이 필드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10. 배포 규칙을 구성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리소스 배포를 참조하십시오.
11. XenMobile Store 구성을 확장합니다.

필요한 경우 XenMobile Store에 나타나는 앱 또는 화면 캡처에 대한 FAQ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의 앱 평가 또는 설
명 추가를 허용할지 여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 설정을 구성합니다.
앱 FAQ: 앱에 대한 FAQ(질문과 답변)를 추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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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스크린샷: XenMobile Store의 앱을 분류하는 데 도움이 되는 화면 캡처를 추가합니다. 업로드하는 그래픽은 PNG여야
합니다. GIF 또는 JPEG 이미지는 업로드할 수 없습니다.
앱 등급 허용: 사용자의 앱 평가를 허용할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기본값은 켜짐입니다.
앱 설명 허용: 선택한 앱에 대한 사용자의 설명을 허용할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12. Volume Purchase Program을 확장하거나 Android for Work의 경우 대량 구매를 확장합니다.
Volume Purchase Program의 경우 다음 단계를 완료합니다.
a. XenMobile을 사용하여 VPP 라이센스를 앱에 적용하려는 경우 VPP 라이센스 목록에서 VPP 라이센스 파일 업로드를
클릭합니다.
b. 표시되는 대화 상자에서 라이센스를 가져옵니다.
Android for Work 대량 구매의 경우 대량 구매 섹션을 확장합니다.
라이센스 할당 테이블에 사용 가능한 총 라이센스 수와 앱에 사용 중인 라이센스 수가 표시됩니다.
Android for Work의 경우 사용자를 선택하고 연결 해제를 클릭하여 라이센스 할당을 종료하고 다른 사용자를 위한 라이센스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특정 앱이 포함된 배달 그룹에 속하지 않는 경우에만 라이센스 연결을 해제할 수 있습니
다.

Android for Work의 경우 사용자가 특정 앱이 포함된 배달 그룹에 속하지 않는 경우에만 라이센스 연결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iOS의 경우 개별 사용자, 사용자 그룹 또는 모든 할당의 VPP(Volume Purchase Program) 라이센스 연결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라이센스 할당이 종료되고 라이센스가 확보됩니다.

그룹 연결 해제를 클릭하면 그룹을 선택하는 대화 상자가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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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Volume Purchase Program 또는 대량 구매 설정을 완료한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승인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사용자 계정을 만들 때 승인이 필요한 경우 워크플로를 사용합니다. 승인 워크플로를 설정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다음 단계로
건너뛸 수 있습니다.
워크플로를 할당하거나 만들어야 하는 경우 다음 설정을 구성합니다.
사용할 워크플로: 목록에서 기존 워크플로를 클릭하거나 새 워크플로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기본값은 없음입니다.
새 워크플로 만들기를 선택하는 경우 다음 설정을 구성합니다.
이름: 워크플로의 고유한 이름을 입력합니다.
설명: 필요한 경우 워크플로의 설명을 입력합니다.
전자 메일 승인 템플릿: 목록에서 할당할 전자 메일 승인 템플릿을 선택합니다. 이 필드 오른쪽에 있는 눈 모양 아이콘을
클릭하면 템플릿을 미리 볼 수 있는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관리자 승인 수준: 목록에서 이 워크플로에 필요한 관리자 승인 수준의 번호를 선택합니다. 기본값은 1 수준입니다. 사용
가능한 옵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필요 없음
1 수준
2 수준
3 수준
Active Directory 도메인 선택: 목록에서 워크플로에 사용할 적절한 Active Directory 도메인을 선택합니다.
추가로 필요한 승인자 찾기: 검색 필드에 추가로 필요한 사람의 이름을 입력하고 검색을 클릭합니다. 이름은 Active
Directory에서 가져옵니다.
필드에 이름이 나타나면 해당하는 이름 옆의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이름과 전자 메일 주소가 추가로 필요한 승인자 선택
됨 목록에 나타납니다.
추가로 필요한 승인자 선택됨 목록에서 사용자를 제거하려면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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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한 도메인에 있는 모든 사용자의 목록을 표시하려면 검색을 클릭합니다.
검색 결과를 제한하려면 검색 상자에 이름 전체 또는 일부를 입력한 다음 검색을 클릭합니다.
추가로 필요한 승인자 선택됨 목록에 있는 사용자는 검색 결과 목록에서 해당 이름 옆에 확인 표시가 있습니다. 목록을
스크롤하고 제거하려는 각 이름 옆에 있는 확인란의 선택을 취소합니다.
14. 다음을 클릭합니다. 배달 그룹 할당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15. 배달 그룹 선택 옆에서 배달 그룹을 입력하여 찾거나 목록에서 그룹을 하나 이상 선택합니다. 선택한 그룹이 앱 할당을 받을
배달 그룹 목록에 나타납니다.
16. 배포 일정을 확장하고 다음 설정을 구성합니다.
배포 옆에서 켜짐을 클릭하여 배포를 예약하거나 꺼짐을 클릭하여 배포를 차단합니다. 기본 옵션은 켜짐입니다.
배포 일정 옆에서 지금 또는 나중에를 클릭합니다. 기본 옵션은 지금입니다.
나중에를 클릭하는 경우 달력 아이콘을 클릭하고 배포 날짜와 시간을 선택합니다.
배포 조건 옆에서 모든 연결에서를 클릭하거나 이전 배포가 실패한 경우에만을 클릭합니다. 기본 옵션은 모든 연결에서입니
다.
상시 연결에 대해 배포 옆에서 켜짐 또는 꺼짐을 클릭합니다. 기본 옵션은 꺼짐입니다.
참고:
설정 > 서버 속성에서 백그라운드 배포 예약 키를 구성한 경우에만 이 옵션이 적용됩니다. iOS 장치에는 상시 연결 옵션을 사
용할 수 없습니다.
구성하는 배포 일정은 모든 플랫폼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변경 사항은 모든 플랫폼에 적용되지만 상시 연결에 대해 배포를
선택한 경우 iOS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17. 저장을 클릭합니다.

웹 또는 SaaS 앱 추가
XenMobile 콘솔에서 사용자에게 모바일, 엔터프라이즈, 웹 및 SaaS 앱에 대한 SSO(Single Sign-On) 인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응용 프로그램 커넥터 템플릿을 사용하여 앱에서 SSO를 사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XenMobile에서 제공되는 커넥터 유형의
목록은 앱 커넥터 유형을 참조하십시오. XenMobile에서 웹 또는 SaaS 앱을 추가할 때 직접 커넥터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SSO 전용으로 제공되는 앱의 경우 설정을 저장하면 XenMobile 콘솔의 앱 탭에 앱이 표시됩니다.
1. XenMobile 콘솔에서 구성 > 앱을 클릭합니다. 앱 페이지가 열립니다.
2. 추가를 클릭합니다. 앱 추가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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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웹 및 SaaS를 클릭합니다. 앱 정보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4. 다음과 같이 기존 또는 새 앱 커넥터를 구성합니다.
기존 앱 커넥터를 구성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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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표시된 것과 같이 앱 정보 페이지에서 기존 커넥터에서 선택이 이미 선택되어 있습니다. 앱 커넥터 목록에서 사용할 커넥
터를 클릭합니다. 앱 커넥터 정보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다음 설정을 구성합니다.
앱 이름: 미리 채워진 이름을 사용하거나 새 이름을 입력합니다.
앱 설명: 미리 채워진 설명을 사용하거나 직접 설명을 입력합니다.
URL: 미리 채워진 URL을 사용하거나 앱의 웹 주소를 입력합니다. 선택한 커넥터에 따라 다음 페이지로 이동하기 전에 바꿔야
하는 자리 표시자가 이 필드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도메인 이름: 해당하는 경우 앱의 도메인 이름을 입력합니다. 이 필드는 필수입니다.
앱이 내부 네트워크에서 호스트됨: 앱이 내부 네트워크의 서버에서 실행되는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원격 위치에서 내부 앱에
연결하는 사용자의 경우 NetScaler Gateway를 통해 연결해야 합니다. 이 옵션을 켜짐으로 설정하면 VPN 키워드가 앱에 추
가되고 사용자가 NetScaler Gateway를 통해 연결할 수 있습니다. 기본값은 꺼짐입니다.
앱 범주: 목록에서 앱에 적용할 선택적 범주를 클릭합니다.
사용자 계정 프로비전: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사용자 계정을 만들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Globoforce_SAML 커넥터를 사용하
는 경우 이 옵션을 사용하여 SSO가 원활하게 통합되도록 해야 합니다.
사용자 계정 프로비전을 사용하는 경우 다음 설정을 구성합니다.
서비스 계정
사용자 이름: 앱 관리자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이것은 필수 필드입니다.
암호: 앱 관리자 암호를 입력합니다. 이것은 필수 필드입니다.
사용자 계정
사용자 권한 부여가 종료된 경우: 목록에서 사용자가 앱에 더 이상 액세스할 수 없을 때 수행할 동작을 클릭합니다. 기
본값은 계정 사용 안 함입니다. 사용 가능한 옵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정 사용 안 함
계정 유지
계정 제거
사용자 이름 규칙
추가할 각 사용자 이름 규칙에 대해 다음을 수행합니다.
사용자 특성: 목록에서 규칙에 추가할 사용자 특성을 클릭합니다.
길이(문자): 목록에서 사용자 이름 규칙에 사용할 사용자 특성의 문자 수를 클릭합니다. 기본값은 모두입니다.
규칙: 추가한 각 사용자 특성이 사용자 이름 규칙에 자동으로 추가됩니다.
암호 요구 사항
길이: 최소 사용자 암호 길이를 입력합니다. 기본값은 8입니다.
암호 만료
유효 기간(일): 암호가 유효한 일 수를 입력합니다. 유효한 값은 0-90입니다. 기본값은 90입니다.
만료 후 자동으로 암호 재설정: 암호 만료 시 암호를 자동으로 재설정할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기본값은 꺼짐입니다. 이 필
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암호가 만료된 사용자가 앱을 열 수 없습니다.
새 앱 커넥터를 구성하려면
앱 정보 페이지에서 새 커넥터 만들기를 선택합니다. 앱 커넥터 필드가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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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설정을 구성합니다.
이름: 커넥터 이름을 입력합니다. 이것은 필수 필드입니다.
설명: 커넥터에 대한 설명을 입력합니다. 이것은 필수 필드입니다.
로그온 URL: 사용자가 사이트에 로그온하는 URL을 입력하거나 복사 후 붙여 넣습니다. 예를 들어 추가하려는 앱에 로그온 페
이지가 있는 경우 웹 브라우저를 열고 앱의 로그온 페이지(예: http://www.example.com/logon)로 이동합니다. 이것은 필수
필드입니다.
SAML 버전: 1.1 또는 2.0을 선택합니다. 기본값은 1.1입니다.
엔터티 ID: SAML 앱의 ID를 입력합니다.
릴레이 상태 URL: SAML 응용 프로그램의 웹 주소를 입력합니다. 릴레이 상태 URL은 앱의 응답 URL입니다.
이름 ID 형식: 전자 메일 주소 또는 지정되지 않음을 선택합니다. 기본값은 전자 메일 주소입니다.
ACS URL: ID 공급자 또는 서비스 공급자의 Assertion Consumer Service URL을 입력합니다. ACS URL은 사용자에게 SSO 기능
을 제공합니다.
이미지: 기본 Citrix 이미지를 사용할지, 고유한 앱 이미지를 업로드할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기본값은 기본값 사용입니다.
고유한 이미지를 업로드하려면 찾아보기를 클릭하고 파일의 위치로 이동하여 선택합니다. 파일은 .PNG 파일이어야 합니
다. JPEG 또는 GIF 파일은 업로드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 지정 그래픽을 추가하면 나중에 변경할 수 없습니다.
완료되면 추가를 클릭합니다. 세부 정보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5. 다음을 클릭합니다. 앱 정책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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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설정을 구성합니다.
장치 보안
탈옥 또는 루팅 차단: 탈옥 또는 루팅 장치가 앱에 액세스하는 것을 차단할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기본값은 켜짐입니다.
네트워크 요구 사항
WiFi 필요: 앱을 실행하는 데 WiFi 연결이 필요한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기본값은 꺼짐입니다.
내부 네트워크 필요: 앱을 실행하는 데 내부 네트워크가 필요한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기본값은 꺼짐입니다.
내부 WiFi 네트워크: WiFi 필요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할 내부 WiFi 네트워크를 입력합니다.
6. XenMobile Store 구성을 확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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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경우 XenMobile Store에 나타나는 앱 또는 화면 캡처에 대한 FAQ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의 앱 평가 또는 설
명 추가를 허용할지 여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 설정을 구성합니다.
앱 FAQ: 앱에 대한 FAQ(질문과 답변)를 추가합니다.
앱 스크린샷: XenMobile Store의 앱을 분류하는 데 도움이 되는 화면 캡처를 추가합니다. 업로드하는 그래픽은 PNG여야
합니다. GIF 또는 JPEG 이미지는 업로드할 수 없습니다.
앱 등급 허용: 사용자의 앱 평가를 허용할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기본값은 켜짐입니다.
앱 설명 허용: 선택한 앱에 대한 사용자의 설명을 허용할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기본값은 켜짐입니다.
7. 다음을 클릭합니다. 승인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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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계정을 만들 때 승인이 필요한 경우 워크플로를 사용합니다. 승인 워크플로를 설정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8단계로 건너
뛸 수 있습니다.
워크플로를 할당하거나 만들어야 하는 경우 다음 설정을 구성합니다.
사용할 워크플로: 목록에서 기존 워크플로를 클릭하거나 새 워크플로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기본값은 없음입니다.
새 워크플로 만들기를 선택하는 경우 다음 설정을 구성합니다.
이름: 워크플로의 고유한 이름을 입력합니다.
설명: 필요한 경우 워크플로의 설명을 입력합니다.
전자 메일 승인 템플릿: 목록에서 할당할 전자 메일 승인 템플릿을 선택합니다. 이 필드 오른쪽에 있는 눈 모양 아이콘을
클릭하면 템플릿을 미리 볼 수 있는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관리자 승인 수준: 목록에서 이 워크플로에 필요한 관리자 승인 수준의 번호를 선택합니다. 기본값은 1 수준입니다. 사용
가능한 옵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필요 없음
1 수준
2 수준
3 수준
Active Directory 도메인 선택: 목록에서 워크플로에 사용할 적절한 Active Directory 도메인을 선택합니다.
추가로 필요한 승인자 찾기: 검색 필드에 추가로 필요한 사람의 이름을 입력하고 검색을 클릭합니다. 이름은 Active
Directory에서 가져옵니다.
필드에 이름이 나타나면 해당하는 이름 옆의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이름과 전자 메일 주소가 추가로 필요한 승인자 선택
됨 목록에 나타납니다.
추가로 필요한 승인자 선택됨 목록에서 사용자를 제거하려면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선택한 도메인에 있는 모든 사용자의 목록을 표시하려면 검색을 클릭합니다.
검색 결과를 제한하려면 검색 상자에 이름 전체 또는 일부를 입력한 다음 검색을 클릭합니다.
추가로 필요한 승인자 선택됨 목록에 있는 사용자는 검색 결과 목록에서 해당 이름 옆에 확인 표시가 있습니다. 목록
을 스크롤하고 제거하려는 각 이름 옆에 있는 확인란의 선택을 취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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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다음을 클릭합니다. 배달 그룹 할당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9. 배달 그룹 선택 옆에서 배달 그룹을 입력하여 찾거나 그룹을 하나 이상 선택합니다. 선택한 그룹이 앱 할당을 받을 배달 그룹
목록에 나타납니다.
10. 배포 일정을 확장하고 다음 설정을 구성합니다.
배포 옆에서 켜짐을 클릭하여 배포를 예약하거나 꺼짐을 클릭하여 배포를 차단합니다. 기본 옵션은 켜짐입니다.
배포 일정 옆에서 지금 또는 나중에를 클릭합니다. 기본 옵션은 지금입니다.
나중에를 클릭하는 경우 달력 아이콘을 클릭하고 배포 날짜와 시간을 선택합니다.
배포 조건 옆에서 모든 연결에서를 클릭하거나 이전 배포가 실패한 경우에만을 클릭합니다. 기본 옵션은 모든 연결에서입니
다.
상시 연결에 대해 배포 옆에서 켜짐 또는 꺼짐을 클릭합니다. 기본 옵션은 꺼짐입니다.
참고:
설정 > 서버 속성에서 백그라운드 배포 예약 키를 구성한 경우에만 이 옵션이 적용됩니다. iOS 장치에는 상시 연결 옵션을 사
용할 수 없습니다.
구성하는 배포 일정은 모든 플랫폼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변경 사항은 모든 플랫폼에 적용되지만 상시 연결에 대해 배포를
선택한 경우 iOS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11. 저장을 클릭합니다.

엔터프라이즈 앱 추가
XenMobile에서 엔터프라이즈 앱은 MDX Toolkit으로 래핑되지 않고 MDX 앱과 관련된 정책이 포함되지 않은 기본 앱을 나타냅
니다. XenMobile 콘솔의 앱 탭에서 엔터프라이즈 앱을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엔터프라이즈 앱은 다음 플랫폼(및 해당하는 파일
형식)을 지원합니다.
iOS(.ipa 파일)
Android(.apk 파일)
Samsung KNOX(.apk 파일)
Android for Work(.apk 파일)
Windows Phone(.xap 또는 .appx 파일)
Windows 태블릿(.appx 파일)
Windows Mobile/CE(.cab 파일)
1. XenMobile 콘솔에서 구성 > 앱을 클릭합니다. 앱 페이지가 열립니다.
2. 추가를 클릭합니다. 앱 추가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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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엔터프라이즈를 클릭합니다. 앱 정보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4. 앱 정보 창에서 다음 정보를 입력합니다.
이름: 앱의 설명적 이름을 입력합니다. 이 이름은 앱 테이블의 앱 이름 아래에 나열됩니다.
설명: 앱의 선택적 설명을 입력합니다.
앱 범주: 필요한 경우 목록에서 앱을 추가할 범주를 클릭합니다. 앱 범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앱 범주 만들기를 참조하십시
오.
5. 다음을 클릭합니다. 앱 플랫폼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6. 플랫폼 아래에서 추가할 플랫폼을 선택합니다. 하나의 플랫폼에 대해서만 구성하는 경우 다른 플랫폼의 선택을 취소합니다.
플랫폼 설정 구성을 마치면 10단계에서 플랫폼 배포 규칙을 설정하는 방법을 참조하십시오.
7. 선택한 각 플랫폼에 대해 찾아보기를 클릭하고 파일의 위치로 이동하여 업로드할 파일을 선택합니다.
8. 다음을 클릭합니다. 플랫폼에 대한 앱 정보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9. 다음과 같은 플랫폼 유형에 대한 설정을 구성합니다.
파일 이름: 필요한 경우 앱의 새 이름을 입력합니다.
앱 설명: 필요한 경우 앱에 대한 새 설명을 입력합니다.
앱 버전: 이 필드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최소 OS 버전: 필요한 경우 장치에서 앱을 사용할 때 실행할 수 있는 운영 체제의 가장 이전 버전을 입력합니다.
최대 OS 버전: 필요한 경우 장치에서 앱을 사용할 때 실행해야 하는 운영 체제의 가장 최신 버전을 입력합니다.
제외된 장치: 필요한 경우 앱을 실행할 수 없는 장치의 제조업체 또는 모델을 입력합니다.
MDM 프로필이 제거된 경우 앱 제거: MDM 프로필이 제거된 경우 장치에서 앱을 제거할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기본값은 켜
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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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데이터 백업 방지: 앱이 데이터를 백업하는 것을 방지할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기본값은 켜짐입니다.
강제로 앱 관리: 관리되지 않는 앱을 설치하는 경우 감독되지 않는 장치의 사용자에게 앱 관리를 허용하라는 메시지를 표시
하려면 켜짐을 선택합니다. 사용자가 메시지를 수락하면 앱이 관리됩니다. 이 설정은 iOS 9.x 장치에 적용됩니다.
10. 배포 규칙을 구성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리소스 배포를 참조하십시오.
11. XenMobile Store 구성을 확장합니다.

필요한 경우 XenMobile Store에 나타나는 앱 또는 화면 캡처에 대한 FAQ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의 앱 평가 또는 설
명 추가를 허용할지 여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 설정을 구성합니다.
앱 FAQ: 앱에 대한 FAQ(질문과 답변)를 추가합니다.
앱 스크린샷: XenMobile Store의 앱을 분류하는 데 도움이 되는 화면 캡처를 추가합니다. 업로드하는 그래픽은 PNG여야
합니다. GIF 또는 JPEG 이미지는 업로드할 수 없습니다.
앱 등급 허용: 사용자의 앱 평가를 허용할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기본값은 켜짐입니다.
앱 설명 허용: 선택한 앱에 대한 사용자의 설명을 허용할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기본값은 켜짐입니다.
12. 다음을 클릭합니다. 승인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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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계정을 만들 때 승인이 필요한 경우 워크플로를 사용합니다. 승인 워크플로를 설정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13단계로 건너
뛸 수 있습니다.
워크플로를 할당하거나 만들어야 하는 경우 다음 설정을 구성합니다.
사용할 워크플로: 목록에서 기존 워크플로를 클릭하거나 새 워크플로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기본값은 없음입니다.
새 워크플로 만들기를 선택하는 경우 다음 설정을 구성합니다.
이름: 워크플로의 고유한 이름을 입력합니다.
설명: 필요한 경우 워크플로의 설명을 입력합니다.
전자 메일 승인 템플릿: 목록에서 할당할 전자 메일 승인 템플릿을 선택합니다. 이 필드 오른쪽에 있는 눈 모양 아이콘을
클릭하면 템플릿을 미리 볼 수 있는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관리자 승인 수준: 목록에서 이 워크플로에 필요한 관리자 승인 수준의 번호를 선택합니다. 기본값은 1 수준입니다. 사용
가능한 옵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필요 없음
1 수준
2 수준
3 수준
Active Directory 도메인 선택: 목록에서 워크플로에 사용할 적절한 Active Directory 도메인을 선택합니다.
추가로 필요한 승인자 찾기: 검색 필드에 추가로 필요한 사람의 이름을 입력하고 검색을 클릭합니다. 이름은 Active
Directory에서 가져옵니다.
필드에 이름이 나타나면 해당하는 이름 옆의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이름과 전자 메일 주소가 추가로 필요한 승인자 선택
됨 목록에 나타납니다.
추가로 필요한 승인자 선택됨 목록에서 사용자를 제거하려면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선택한 도메인에 있는 모든 사용자의 목록을 표시하려면 검색을 클릭합니다.
검색 결과를 제한하려면 검색 상자에 이름 전체 또는 일부를 입력한 다음 검색을 클릭합니다.
추가로 필요한 승인자 선택됨 목록에 있는 사용자는 검색 결과 목록에서 해당 이름 옆에 확인 표시가 있습니다. 목록
을 스크롤하고 제거하려는 각 이름 옆에 있는 확인란의 선택을 취소합니다.
13. 다음을 클릭합니다. 배달 그룹 할당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14. 배달 그룹 선택 옆에서 배달 그룹을 입력하여 찾거나 목록에서 그룹을 하나 이상 선택합니다. 선택한 그룹이 앱 할당을 받을
배달 그룹 목록에 나타납니다.
15. 배포 일정을 확장하고 다음 설정을 구성합니다.
배포 옆에서 켜짐을 클릭하여 배포를 예약하거나 꺼짐을 클릭하여 배포를 차단합니다. 기본 옵션은 켜짐입니다.
배포 일정 옆에서 지금 또는 나중에를 클릭합니다. 기본 옵션은 지금입니다.
나중에를 클릭하는 경우 달력 아이콘을 클릭하고 배포 날짜와 시간을 선택합니다.
배포 조건 옆에서 모든 연결에서를 클릭하거나 이전 배포가 실패한 경우에만을 클릭합니다. 기본 옵션은 모든 연결에서입니
다.
상시 연결에 대해 배포 옆에서 켜짐 또는 꺼짐을 클릭합니다. 기본 옵션은 꺼짐입니다.
참고:
설정 > 서버 속성에서 백그라운드 배포 예약 키를 구성한 경우에만 이 옵션이 적용됩니다. iOS 장치에는 상시 연결 옵션을 사
용할 수 없습니다.
구성하는 배포 일정은 모든 플랫폼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변경 사항은 모든 플랫폼에 적용되지만 상시 연결에 대해 배포를
선택한 경우 iOS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16. 저장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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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링크 추가
XenMobile에서 SSO(Single Sign-On)가 필요 없는 웹 앱이나 공용 또는 개인 사이트에 대한 웹 주소(URL)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XenMobile 콘솔의 앱 탭에서 웹 링크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웹 링크 구성을 마치면 링크가 앱 테이블의 목록에 링크 아이콘으
로 나타납니다. 사용자가 Secure Hub에 로그온하면 사용 가능한 앱 및 데스크톱의 목록과 함께 링크가 표시됩니다.
링크를 추가하려면 다음 정보를 제공합니다.
링크 이름
링크 설명
웹 주소(URL)
범주
역할
.png 형식의 이미지(선택 사항)
1. XenMobile 콘솔에서 구성 > 앱을 클릭합니다. 앱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2. 추가를 클릭합니다. 앱 추가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3. 웹 링크를 클릭합니다. 앱 정보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4. 다음 설정을 구성합니다.
앱 이름: 미리 채워진 이름을 사용하거나 새 이름을 입력합니다.
앱 설명: 미리 채워진 설명을 사용하거나 직접 설명을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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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L: 미리 채워진 URL을 사용하거나 앱의 웹 주소를 입력합니다. 선택한 커넥터에 따라 다음 페이지로 이동하기 전에 바꿔야
하는 자리 표시자가 이 필드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앱이 내부 네트워크에서 호스트됨: 앱이 내부 네트워크의 서버에서 실행되는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원격 위치에서 내부 앱에
연결하는 사용자의 경우 NetScaler Gateway를 통해 연결해야 합니다. 이 옵션을 켜짐으로 설정하면 VPN 키워드가 앱에 추
가되고 사용자가 NetScaler Gateway를 통해 연결할 수 있습니다. 기본값은 꺼짐입니다.
앱 범주: 목록에서 앱에 적용할 선택적 범주를 클릭합니다.
이미지: 기본 Citrix 이미지를 사용할지, 고유한 앱 이미지를 업로드할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기본값은 기본값 사용입니다.
고유한 이미지를 업로드하려면 찾아보기를 클릭하고 파일의 위치로 이동하여 선택합니다. 파일은 .PNG 파일이어야 합니
다. JPEG 또는 GIF 파일은 업로드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 지정 그래픽을 추가하면 나중에 변경할 수 없습니다.
5. XenMobile Store 구성을 확장합니다.

필요한 경우 XenMobile Store에 나타나는 앱 또는 화면 캡처에 대한 FAQ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의 앱 평가 또는 설
명 추가를 허용할지 여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 설정을 구성합니다.
앱 FAQ: 앱에 대한 FAQ(질문과 답변)를 추가합니다.
앱 스크린샷: XenMobile Store의 앱을 분류하는 데 도움이 되는 화면 캡처를 추가합니다. 업로드하는 그래픽은 PNG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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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니다. GIF 또는 JPEG 이미지는 업로드할 수 없습니다.
앱 등급 허용: 사용자의 앱 평가를 허용할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기본값은 켜짐입니다.
앱 설명 허용: 선택한 앱에 대한 사용자의 설명을 허용할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기본값은 켜짐입니다.
6. 다음을 클릭합니다. 배달 그룹 할당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7. 배달 그룹 선택 옆에서 배달 그룹을 입력하여 찾거나 목록에서 그룹을 하나 이상 선택합니다. 선택한 그룹이 앱 할당을 받을
배달 그룹 목록에 나타납니다.
8. 배포 일정을 확장하고 다음 설정을 구성합니다.
배포 옆에서 켜짐을 클릭하여 배포를 예약하거나 꺼짐을 클릭하여 배포를 차단합니다. 기본 옵션은 켜짐입니다.
배포 일정 옆에서 지금 또는 나중에를 클릭합니다. 기본 옵션은 지금입니다.
나중에를 클릭하는 경우 달력 아이콘을 클릭하고 배포 날짜와 시간을 선택합니다.
배포 조건 옆에서 모든 연결에서를 클릭하거나 이전 배포가 실패한 경우에만을 클릭합니다. 기본 옵션은 모든 연결에서입니
다.
상시 연결에 대해 배포 옆에서 켜짐 또는 꺼짐을 클릭합니다. 기본 옵션은 꺼짐입니다.
참고:
설정 > 서버 속성에서 백그라운드 배포 예약 키를 구성한 경우에만 이 옵션이 적용됩니다. iOS 장치에는 상시 연결 옵션을 사
용할 수 없습니다.
구성하는 배포 일정은 모든 플랫폼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변경 사항은 모든 플랫폼에 적용되지만 상시 연결에 대해 배포를
선택한 경우 iOS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9. 저장을 클릭합니다.

Microsoft 365 앱 사용
MDX 컨테이너를 열어 Secure Mail, Secure Web 및 ShareFile에서 Microsoft Ofﬁce 365 앱으로 문서 및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
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Ofﬁce 365 앱과 Secure 상호 작용 허용를 참조하십시오.

워크플로 만들기 및 관리
워크플로를 사용하여 사용자 계정의 생성 및 제거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워크플로를 사용하려면 먼저 조직에서 사용자 계정 요
청을 승인할 권한이 있는 담당자를 식별합니다. 그런 다음 워크플로 템플릿을 사용하여 사용자 계정 요청을 만들고 승인할 수
있습니다.
XenMobile을 처음으로 설정하는 경우 워크플로를 사용하기 전에 먼저 워크플로 전자 메일 설정을 구성해야 합니다. 워크플로
전자 메일 설정은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설정에는 전자 메일 서버, 포트, 전자 메일 주소 및 사용자 계정 생성 요
청에 승인이 필요한지 여부가 포함됩니다.
XenMobile의 두 위치에서 워크플로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XenMobile 콘솔의 워크플로 페이지. 워크플로 페이지에서 앱 구성에 사용할 여러 워크플로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워크플로
페이지에서 워크플로를 구성하는 경우 앱을 구성할 때 워크플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앱의 응용 프로그램 커넥터를 구성할 때 워크플로 이름을 입력한 다음 사용자 계정 요청을 승인할 수 있는 사용자를 구성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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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계정에 대한 관리자 승인을 최대 3개 수준까지 할당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계정을 승인할 다른 사용자가 필요한 경우 이
름 또는 전자 메일 주소를 사용하여 해당 사용자를 검색하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XenMobile에서 해당 사용자가 검색되면 워크
플로에 추가하면 됩니다. 새 사용자 계정에 대한 승인 또는 거부를 위한 전자 메일이 워크플로의 모든 사용자에게 전송됩니다.
1. XenMobile 콘솔에서 오른쪽 위 모서리의 기어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설정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2. 워크플로를 클릭합니다. 워크플로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3. 추가를 클릭합니다. 워크플로 추가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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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음 설정을 구성합니다.
이름: 워크플로의 고유한 이름을 입력합니다.
설명: 필요한 경우 워크플로의 설명을 입력합니다.
전자 메일 승인 템플릿: 목록에서 할당할 전자 메일 승인 템플릿을 선택합니다. XenMobile 콘솔의 설정 아래 알림 템플릿 섹
션에서 전자 메일 템플릿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필드의 오른쪽에 있는 눈 아이콘을 클릭하면 다음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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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승인 수준: 목록에서 이 워크플로에 필요한 관리자 승인 수준의 번호를 선택합니다. 기본값은 1 수준입니다. 사용 가능
한 옵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필요 없음
1 수준
2 수준
3 수준
Active Directory 도메인 선택: 목록에서 워크플로에 사용할 적절한 Active Directory 도메인을 선택합니다.
추가로 필요한 승인자 찾기: 검색 필드에 추가로 필요한 사람의 이름을 입력하고 검색을 클릭합니다. 이름은 Active Directory
에서 가져옵니다.
필드에 이름이 나타나면 해당하는 이름 옆의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이름과 전자 메일 주소가 추가로 필요한 승인자 선택됨
목록에 나타납니다.
추가로 필요한 승인자 선택됨 목록에서 사용자를 제거하려면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선택한 도메인에 있는 모든 사용자의 목록을 표시하려면 검색을 클릭합니다.
검색 결과를 제한하려면 검색 상자에 이름 전체 또는 일부를 입력한 다음 검색을 클릭합니다.
추가로 필요한 승인자 선택됨 목록에 있는 사용자는 검색 결과 목록에서 해당 이름 옆에 확인 표시가 있습니다. 목록을
스크롤하고 제거하려는 각 이름 옆에 있는 확인란의 선택을 취소합니다.
5. 저장을 클릭합니다. 생성된 워크플로가 워크플로 페이지에 표시됩니다.
워크플로를 만든 후 워크플로 세부 정보를 보거나 워크플로에 연결된 앱을 보거나 워크플로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워크플로를
만든 후에는 워크플로를 편집할 수 없습니다. 승인 수준 또는 승인자가 다른 워크플로가 필요한 경우 다른 워크플로를 만들어야
합니다.
세부 정보를 보고 워크플로를 삭제하려면
1. 워크플로 페이지에서 테이블의 행을 클릭하거나 워크플로 옆의 확인란을 선택하여 워크플로를 선택합니다.
2. 워크플로를 삭제하려면 삭제를 클릭합니다. 확인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삭제를 다시 클릭합니다.
중요: 이 작업은 실행 취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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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커넥터 유형
Feb 21, 20 18

다음 표에는 웹 또는 SaaS 앱을 추가할 때 XenMobile에서 사용할 수 있는 커넥터와 커넥터 유형이 나와 있습니다. 또한 웹 또는
SaaS 앱을 추가할 때 새 커넥터를 XenMobile에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이 표에는 커넥터가 사용자 계정 관리를 지원하는지 여부도 나타나 있습니다. 지원되는 경우 새 계정을 자동으로 또는 워크플로
를 사용하여 만들 수 있습니다.
커넥터 이름

SSO
SAML

사용자 계정 관리 지원

EchoSign_SAML

예

예

Globoforce_SAML

참고: 이 커넥터를 사용하는 경우 원활한 SSO 통합을 위해 User Management for
Provisioning을 사용하도록 설정해야 합니다.

GoogleApps_SAML

예

예

GoogleApps_SAML_IDP

예

예

Lynda_SAML

예

예

Office365_SAML

예

예

Salesforce_SAML

예

예

Salesforce_SAML_SP

예

예

SandBox_SAML

예

SuccessFactors_SAML

예

ShareFile_SAML

예

ShareFile_SAML_SP

예

WebEx_SAML_SP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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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X 또는 엔터프라이즈 앱 업그레이드
Feb 21, 20 18

XenMobile에서 MDX 또는 엔터프라이즈 앱을 업그레이드하려면 XenMobile 콘솔에서 앱을 사용하지 않도록 설정한 다음 새 버
전의 앱을 업로드합니다.
1. XenMobile 콘솔에서 구성 > 앱을 클릭합니다. 앱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2. 관리되는 장치(모바일 장치 관리를 위해 XenMobile에 등록된 장치)인 경우 3단계로 건너뛰십시오. 관리되지 않는 장치(엔터
프라이즈 앱 관리 용도로만 XenMobile에 등록된 장치)인 경우 다음을 수행하십시오.
앱 테이블에서 앱 옆에 있는 확인란을 선택하거나 업데이트하려는 앱이 포함된 라인을 클릭합니다.
나타나는 메뉴에서 사용 안 함을 클릭합니다.

확인 대화 상자에서 사용 안 함을 클릭합니다. 앱의 사용 안 함 열에 사용 안 함이 나타납니다.

참고: 앱을 사용하지 않도록 설정하면 앱이 유지 관리 모드가 됩니다. 앱을 사용하지 않도록 설정한 동안 로그오프하면 앱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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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연결할 수 없습니다. 앱을 사용하지 않도록 설정하는 것은 선택적인 설정이지만 앱 기능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앱을 사
용하지 않도록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정책 업데이트 또는 사용자가 XenMobile에 앱을 업로드하는 동시에 다운로
드를 요청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앱 테이블에서 앱 옆에 있는 확인란을 클릭하거나 업데이트하려는 앱이 포함된 라인을 클릭합니다.
4. 나타나는 메뉴에서 편집을 클릭합니다. 선택한 앱에 대해 원래 선택한 플랫폼을 보여 주는 앱 정보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5. 다음 설정을 구성합니다.
이름: 필요한 경우 앱 이름을 변경합니다.
설명: 필요한 경우 앱 설명을 변경합니다.
앱 범주: 필요한 경우 앱 범주를 변경합니다.
6. 다음을 클릭합니다. 선택한 첫 번째 플랫폼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선택한 각 플랫폼에 대해 다음을 수행합니다.
업로드를 클릭하고 파일 위치로 이동하여 업로드하려는 대체 파일을 선택합니다. XenMobile에 앱이 업로드됩니다.
필요한 경우 앱 세부 정보 및 플랫폼에 대한 정책 설정을 변경합니다.
필요한 경우 배포 규칙 및 XenMobile Store 구성을 구성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앱 추가에서 "MDX 앱 추가"를 참조하십시오.
7. 저장을 클릭합니다. 앱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8. 2단계에서 앱을 사용하지 않도록 설정한 경우 다음을 수행하십시오.
앱 테이블에서 업데이트한 앱을 클릭하여 선택한 다음 나타나는 메뉴에서 사용을 클릭합니다.
나타나는 확인 대화 상자에서 사용을 클릭합니다. 이제 사용자가 앱에 액세스하여 앱을 업그레이드하라는 알림을 받을 수 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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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X 앱 정책 요약
Feb 21, 20 18

iOS, Android 및 Windows에 대한 MDX 앱 정책과 제한 사항 및 Citrix 권장 사항이 나와 있는 표를 보려면 MDX Toolkit 설명서에
서 MDX Apps Policies at a Glance(MDX 앱 정책 요약)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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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enMobile Store 및 Citrix Secure Hub 브랜딩
Feb 21, 20 18

앱이 스토어에 나타나는 방식을 설정하고 Secure Hub 및 XenMobile Store 브랜드를 나타내는 로고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
한 브랜드 기능은 iOS 및 Android 장치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 시작하기 전에 사용자 지정 이미지가 준비되었으며 액세스할 수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사용자 지정 이미지는 다음과 같은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파일은 .png 형식이어야 합니다.
72dpi의 투명한 배경에 순수한 흰색 로고 또는 텍스트를 사용합니다.
회사 로고는 높이 또는 너비가 170px x 25px(1x) 및 340px x 50px(2x)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파일의 이름을 Header.png 및 Header@2x.png로 지정합니다.
.zip 파일을 만듭니다. 이 파일 내부에 파일이 포함된 폴더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1. XenMobile 콘솔에서 오른쪽 위 모서리의 기어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설정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2. 클라이언트에서 클라이언트 브랜딩을 클릭합니다. 클라이언트 브랜딩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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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설정을 구성합니다.
스토어 이름: 사용자 계정 정보에 나타나는 스토어 이름입니다. 이름을 변경하면 스토어 서비스에 액세스하는 데 사용되는
URL도 변경됩니다. 일반적으로 기본 이름을 변경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본 스토어 보기: 범주 또는 오름차순을 선택합니다. 기본값은 오름차순입니다.
장치 옵션: 전화 또는 태블릿을 선택합니다. 기본값은 전화입니다.
브랜딩 파일: 찾아보기를 클릭하고 파일 위치로 이동하여 브랜딩에 사용할 이미지 또는 이미지의 .zip 파일을 선택합니다.
3. 저장을 클릭합니다.
이 패키지를 사용자의 장치에 배포하려면 배포 패키지를 만들고 사용자의 장치에 패키지를 배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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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rix Launcher
Feb 21, 20 18

Citrix Launcher를 사용하면 XenMobile에 의해 배포되는 Android 장치의 사용자 환경을 사용자 지정할 수 있습니다. Citrix
Launcher의 Secure Hub 관리를 위해 지원되는 최소 Android 버전은 Android 4.0.3입니다. 이러한 Citrix Launcher 기능을 제어하
는 Launcher 구성 정책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지정된 앱에만 액세스할 수 있도록 Android 장치를 관리합니다.
필요에 따라 Citrix Launcher 아이콘의 사용자 지정 로고 이미지와 Citrix Launcher의 사용자 지정 배경 이미지를 지정합니다.
사용자가 Launcher를 종료할 때 입력해야 하는 암호를 지정합니다.
Citrix Launcher를 사용하면 이러한 장치 수준의 제한을 적용할 수 있는 동시에 사용자에게 Wi-Fi 설정, Bluetooth 설정 및 장치
암호 설정과 같은 장치 설정에 대한 기본 제공 액세스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Citrix Launcher는 장치 플랫폼이 이미 제공하는 보
안에 추가적인 보안 계층을 더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Android 장치에 Citrix Launcher를 제공하려면 다음과 같은 일반 단계를 따르십시오.
1. 해당 XenMobile 버전의 Citrix XenMobile 다운로드 페이지에서 Citrix Launcher 앱을 다운로드합니다. 파일 이름은
CitrixLauncher.apk입니다. 이 파일은 XenMobile에 업로드 가능하며 래핑이 필요 없습니다.
2. 장치 정책 Launcher 구성 정책 추가: 구성 > 장치 정책으로 이동한 후 추가를 클릭하고 새 정책 추가 대화 상자에서
Launcher를 입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Launcher 구성 정책을 참조하십시오.

3. Citrix Launcher 앱을 XenMobile에 엔터프라이즈 앱으로 추가합니다. 구성 > 앱에서 추가를 클릭한 후 엔터프라이즈를 클릭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엔터프라이즈 앱 추가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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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구성 > 배달 그룹에서 다음 구성을 사용하여 Citrix Launcher에 대한 배달 그룹을 만듭니다.
정책 페이지에서 Launcher 구성 정책을 추가합니다.
앱 페이지에서 Citrix Launcher를 필수 앱으로 끌어 옵니다.
요약 페이지에서 배포 순서를 클릭하고 Citrix Launcher 앱이 Launcher 구성 정책보다 앞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리소스 배포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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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S Volume Purchase Program
Feb 21, 20 18

Apple iOS VPP(Volume Purchase Program)를 사용하여 iOS 앱 라이센스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VPP 솔루션은 조직의 앱 및 기
타 데이터를 대량으로 찾고, 구입하고, 배포하는 프로세스를 간소화합니다.
VPP를 사용하면 XenMobile에서 공용 앱 스토어 앱을 배포할 수 있습니다. XenMobile Apps 또는 MDX Toolkit으로 래핑된 앱에
는 VPP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XenMobile 공용 스토어 앱을 VPP로 배포할 수는 있지만 최적화된 배포가 아닙니다. 이러한 제한
을 해결하려면 XenMobile Server와 Secure Hub 스토어가 더 개선되어야 합니다. VPP를 통한 XenMobile 공용 스토어 앱 배포와
관련된 알려진 문제 및 가능한 해결 방법의 목록은 Citrix Knowledge Center의 이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VPP를 사용하여 해당하는 앱을 장치에 직접 배포할 수 있습니다. 또는 상환 가능한 코드를 사용하여 사용자에게 콘텐츠를 할당
할 수 있습니다. XenMobile에서 iOS VPP와 관련된 설정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XenMobile은 Apple에서 VPP 라이센스를 주기적으로 다시 가져와 해당 라이센스에 모든 변경 내용이 반영되었는지 확인합니
다. VPP에서 가져온 앱을 수동으로 삭제하는 경우가 이러한 변경에 포함됩니다. 기본적으로 XenMobile은 VPP 라이센스 기준
을 최소 720분마다 새로 고칩니다. 새 서버 속성인 VPP 기준 간격(vpp.baseline)을 사용하여 기준 간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
세한 내용은 서버 속성을 참조하십시오.
이 문서에서는 관리되는 라이센스로 VPP를 사용하여 XenMobile에서 앱을 배포하는 방법을 집중적으로 설명합니다. 현재 상환
코드를 사용하고 있고 관리되는 배포로 변경하려는 경우 이 Apple 지원 문서(볼륨 구입 프로그램을 통해 사용권 코드를 관리 배
포로 마이그레이션하기)를 참조하십시오.
iOS VPP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tp://www.apple.com/business/vpp/를 참조하십시오. VPP에 등록하려면
https://deploy.apple.com/qforms/open/register/index/avs로 이동합니다. iTunes에서 VPP 스토어 액세스하려면
https://vpp.itunes.apple.com/?l=en으로 이동합니다.
이러한 iOS VPP 설정을 XenMobile에 저장하면 구입한 앱이 XenMobile 콘솔의 구성 > 앱 페이지에 나타납니다.
1. XenMobile 콘솔에서 오른쪽 위 모서리의 기어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설정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2. 플랫폼에서 iOS 설정을 클릭합니다. iOS 설정 구성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3. 다음 설정을 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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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ure Hub에 사용자 암호 저장: XenMobile 인증을 위한 사용자 이름과 암호를 Secure Hub에 저장할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기본값은 이 보안 방법을 사용하여 정보를 저장하는 것입니다.
VPP 국가 매핑을 위한 사용자 속성: 사용자가 국가별 앱 스토어에서 앱을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하는 코드를 입력합니다.
XenMobile은 이 매핑을 사용하여 VPP의 속성 풀을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 있는 사용자는 VPP 코드가 영국인 앱을
다운로드할 수 없습니다. 국가 매핑 코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VPP 프로그램 관리자에게 문의하십시오.
VPP 계정
추가할 각 VPP 계정에 대해 추가를 클릭합니다. VPP 계정 추가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추가하는 각 계정에 대해 다음 설정을 구성합니다.
참고: Apple Conﬁgurator 1을 사용하는 경우 라이센스 파일을 업로드합니다. 구성 > 앱으로 이동하고 플랫폼 페이지에서
Volume Purchase Program을 확장합니다.
이름: VPP 계정 이름을 입력합니다.
접미사: VPP 계정을 통해 받은 앱 이름과 함께 표시할 접미사를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VPP를 입력하면 Secure Mail 앱이 앱
목록에 Secure Mail - VPP로 표시됩니다.
회사 토큰: Apple에서 받은 VPP 서비스 토큰을 복사하고 붙여 넣습니다. 토큰을 받으려면: Apple VPP 포털의 Account
Summary(계정 요약) 페이지에서 Download(다운로드) 단추를 클릭하여 VPP 파일을 생성하고 다운로드합니다. 이 파일에
는 서비스 토큰 및 기타 정보(예: 국가 코드 및 만료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파일을 안전한 위치에 저장합니다.
사용자 로그인: 사용자 지정 B2B 앱을 가져올 때 사용할 권한이 있는 VPP 계정 관리자 이름을 선택적으로 입력합니다.
사용자 암호: VPP 계정 관리자 암호를 입력합니다.
5. 저장을 클릭하여 대화 상자를 닫습니다.
6. 저장을 클릭하여 iOS 설정을 저장합니다.
XenMobile의 구성 > 앱 페이지의 목록에 앱이 추가된다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이 페이지에서 VPP 계정의 앱 이름에 이전 구
성에 입력한 접미사가 포함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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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VPP 앱 설정을 구성하고 VPP 앱에 대한 배달 그룹 및 배달 정책 설정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성이 완료되면 사용
자가 장치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음 참고는 이러한 프로세스에 대한 고려 사항을 제공합니다.
VPP 앱 설정을 구성할 때(구성 > 앱) 장치에 강제로 라이센스 연결을 사용합니다. Apple VPP 및 DEP를 감독되는 장치에서
사용할 경우 XenMobile을 사용하여 사용자 수준이 아닌 장치 수준에서 앱을 할당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Apple ID 장치를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사용자에게 VPP 프로그램 가입을 위한 초대가 전송되지 않습니다. 사용자 또
한 iT unes 계정에 로그인하지 않고 앱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해당 앱에 대한 VPP 정보를 보려면 Volume Purchase Program을 확장합니다. VPP ID 할당 테이블에서 라이센스가 장치에 연
결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연결된 장치 열에 장치 일련 번호가 표시됩니다. 사용자가 토큰을 제거한 후 다시 가져오면 Apple 개
인 정보 보호 제한으로 인해 일련 번호 대신 숨김 단어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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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센스 연결을 해제하려면 라이센스에 대한 행을 클릭한 후 연결 해제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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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PP 라이센스를 사용자와 연결하면 XenMobile이 사용자를 VPP 계정에 통합하고 사용자의 iTunes ID를 VPP 계정에 연결합니
다. 사용자의 iTunes ID는 회사 또는 XenMobile Server에 절대 표시되지 않습니다. Apple은 이 연결을 투명하게 생성하여 사용
자 개인 정보를 보호합니다. 사용자의 VPP 프로그램 사용을 중지하여 사용자 계정에서 모든 라이센스 연결을 해제할 수 있습니
다. 사용자를 사용 중지하려면 관리 > 장치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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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enMobile에서 앱을 배달 그룹에 할당하면 기본적으로 앱이 선택적 앱으로 식별됩니다. XenMobile이 앱을 장치에 배포하도
록 하려면 구성 > 배달 그룹으로 이동합니다. 앱 페이지에서 앱을 필수 앱 목록으로 이동합니다.
공용 앱 스토어 앱에 대한 업데이트가 제공되고 VPP가 앱을 푸시할 때 장치의 앱은 업데이트를 확인하고 적용하기 전까지 자
동으로 업데이트되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아닌 장치에 할당된 Secure Hub에 대한 업데이트를 푸시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
다. 구성 > 앱의 플랫폼 페이지에서 업데이트 확인을 클릭하고 업데이트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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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e VPP 토큰의 만료일이 가까워지거나 만료된 경우 XenMobile이 라이센스 만료 경고를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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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rix Secure Hub를 통한 XenApp and XenDesktop
Feb 21, 20 18

XenMobile은 XenApp 및 XenDesktop에서 앱을 수집하고 모바일 장치 사용자가 XenMobile Store에서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
다. 사용자는 XenMobile Store 내에서 직접 앱을 구독하고 Secure Hub에서 앱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앱을 시작하려면 Citrix
Receiver를 사용자 장치에 설치해야 하지만 이를 구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설정을 구성하려면 Web Interface 사이트나 StoreFront의 FQDN(정규화된 도메인 이름) 또는 IP 주소 및 포트 번호가 필요
합니다.
1. XenMobile 웹 콘솔에서 오른쪽 위 모서리의 기어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설정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2. XenApp/XenDesktop을 클릭합니다. XenApp/XenDesktop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3. 다음 설정을 구성합니다.
호스트: Web Interface 사이트나 StoreFront의 FQDN(정규화된 도메인 이름) 또는 IP 주소를 입력합니다.
포트: Web Interface 사이트나 StoreFront의 포트 번호를 입력 합니다. 기본값은 80입니다.
상대 경로: 경로를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Citrix/PNAgent/config.xml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HTTPS 사용: Web Interface 사이트 또는 StoreFront와 클라이언트 장치 사이에 보안 인증을 사용할 것인지를 선택합니다.
기본값은 꺼짐입니다.
4. 연결 테스트를 클릭하여 XenMobile에서 지정된 XenApp 및 XenDesktop 서버에 연결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5. 저장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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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enMobile에 ShareFile 사용
Feb 21, 20 18

XenMobile에는 ShareFile을 통합할 수 있는 두 가지 옵션 즉, ShareFile Enterprise와 StorageZone 커넥터가 있습니다. ShareFile
Enterprise 또는 StorageZone 커넥터 통합에는 XenMobile Enterprise Edition이 필요합니다.

ShareFile Enterprise
XenMobile Enterprise Edition을 사용하는 경우 ShareFile Enterprise 계정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하도록 XenMobile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바일 사용자에게 파일 공유, 파일 동기화 및 StorageZone 커넥터와 같은 전체 ShareFile 기능 집합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부여합니다.
ShareFile에 XenMobile App 사용자의 Single Sign-on 인증, AD 기반 사용자 계정 프로비전 및 포괄적인 액세스 제어 정책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XenMobile 콘솔을 통해 ShareFile 구성, 서비스 수준 모니터링 및 라이센스 사용 현황 모니터링을 제공합니다.
ShareFile Enterprise에 대해 XenMobile을 구성하는 방법에 자세한 내용은 ShareFile을 사용하는 Single Sign-on을 위한 SAML을
참조하십시오.

StorageZone 커넥터
XenMobile 콘솔을 통해 만든 StorageZone 커넥터에 대한 액세스만 제공하도록 XenMobile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SharePoint 사이트 및 네트워크 파일 공유 등의 기존 온-프레미스 스토리지 저장소에 대한 보안 모바일 액세스를 제공합니
다.
ShareFile 하위 도메인을 설정하거나 사용자를 ShareFile에 프로비전하거나 ShareFile 데이터를 호스트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용자가 모바일에서 iOS 및 Android용 ShareFile XenMobile Apps를 통해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Microsoft Office 문서를 편집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바일 장치에서 Adobe PDF 파일을 미리 보고 주석을 달 수 있습니다.
사용자 정보가 회사 네트워크 밖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보안 제한 사항을 준수합니다.
XenMobile 콘솔을 통해 StorageZone 커넥터를 간단하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전체 ShareFile 기능을 XenMobile에서
사용하기로 결정한 경우 XenMobile 콘솔에서 구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XenMobile Enterprise Edition이 필요합니다.
XenMobile과 StorageZone 커넥터 전용 통합의 경우:
ShareFile은 NetScaler Gateway에 대한 Single Sign-On 구성을 사용하여 StorageZones Controller에 인증합니다.
ShareFile 제어부가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XenMobile이 SAML을 통해 인증하지 않습니다.
다음 다이어그램은 XenMobile과 StorageZone 커넥터를 함께 사용할 때의 아키텍처 개요를 보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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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 사항
최소 구성 요소 버전:
XenMobile Server 10.5(온-프레미스)
ShareFile for iOS(MDX) 5.3
ShareFile for Android(MDX) 5.3
ShareFile StorageZones Controller 5.0
이 문서에는 ShareFile StorageZones Controller 5.0 구성 방법에 대한 지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StorageZones Controller를 실행하는 서버가 시스템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십시오.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ShareFile
StorageZones Controller 설명서의 "System requirements(시스템 요구 사항)"에서 다음과 같은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StorageZones Controller
StorageZone Connector for SharePoint
StorageZone Connector for Network File Shares
ShareFile 데이터용 StorageZone 및 제한된 StorageZone에 대한 요구 사항은 XenMobile과 StorageZone 커넥터 전용
통합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XenMobile은 Documentum 커넥터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PowerShell 스크립트를 실행하려면:
32비트(x86) 버전의 PowerShell에서 스크립트를 실행합니다.

설치 작업
나와 있는 순서대로 다음 작업을 완료하여 StorageZones Controller를 설치하고 설정합니다. 이러한 단계는 XenMobile과
StorageZone 커넥터 전용 통합에만 적용됩니다. 이러한 문서 중 일부는 StorageZones Controller 설명서에 포함되어 있습니
다.
1. StorageZones Controller를 위한 NetScaler 구성
NetScaler를 StorageZones Controller의 DMZ 프록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SSL 인증서 설치
표준 영역을 호스팅하는 StorageZones Controller에는 SSL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제한된 영역을 호스팅하고 내부 주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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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는 StorageZones Controller에는 SSL 인증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3. 서버 준비
StorageZone 커넥터에는 IIS 및 ASP.NET 설정이 필요합니다.
4. StorageZones Controller 설치
5. StorageZone 커넥터 전용으로 사용하도록 StorageZones Controller 준비
6. StorageZone의 프록시 서버 지정
StorageZones Controllers 콘솔을 사용하여 StorageZones Controllers의 프록시 서버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을
사용하여 프록시 서버를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7. 위임을 위해 StorageZones Controller를 신뢰하도록 도메인 컨트롤러 구성
네트워크 공유 또는 SharePoint 사이트에서 NT LM 또는 Kerberos 인증을 지원하도록 도메인 컨트롤러를 구성합니다.
8. StorageZone에 보조 StorageZones Controller 가입
StorageZone에 고가용성을 구성하려면 영역에 적어도 두 개의 StorageZones Controller를 연결합니다.

StorageZones Controller 설치
1. StorageZones Controller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및 설치:
a. ShareFile 다운로드 페이지(http://www.citrix.com/downloads/shareﬁle.html)에서 로그온한 다음 최신 StorageZones
Controller 설치 관리자를 다운로드합니다.
b. StorageZones Controller를 설치하면 서버의 기본 웹 사이트가 컨트롤러의 설치 경로로 변경됩니다. 기본 웹 사이트에
서 익명 인증을 사용하도록 설정합니다.
2. StorageZones Controller를 설치하려는 서버에서 StorageCenter.msi를 실행합니다.
ShareFile StorageZones Controller Setup(설치) 마법사가 시작됩니다.
3. 프롬프트에 응답합니다.
IIS(Internet Information Services)가 기본 위치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Destination Folder(대상 폴더) 페이지에서 기본값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IIS 설치 위치를 찾아 선택합니다.
설치가 완료되면 Launch StorageZones Controller Conf iguration Page(StorageZones Controller 구성 페이지 시작)
확인란을 선택 취소한 다음 Finish(마침)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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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메시지가 나타나면 StorageZones Controller를 다시 시작합니다.
5. 설치가 성공적이었는지 테스트하려면 http://localhost/로 이동합니다. 설치가 성공적이면 ShareFile 로고가 나타납니다.
ShareFile 로고가 나타나지 않으면 브라우저 캐시를 지우고 다시 시도하십시오.

Important
StorageZones Controller를 복제하려는 경우 StorageZones Controller 구성을 계속하기 전에 디스크 이미지를 캡처하십시오.

StorageZone 커넥터 전용으로 사용하도록 StorageZones Controller 준비
StorageZone 커넥터 전용 통합의 경우 StorageZones Controller 관리 콘솔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인터페이스에는 이 솔루
션에 필요하지 않은 ShareFile 관리자 계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PowerShell 스크립트를 실행하여 ShareFile 제어부 없이 사용
하도록 StorageZones Controller를 준비합니다. 스크립트는 다음을 수행합니다.
현재 StorageZones Controller를 기본 StorageZones Controller로 다시 시작합니다. 나중에 보조 StorageZones Controller
를 기본 컨트롤러에 가입시킬 수 있습니다.
영역을 만들고 사용할 암호를 설정합니다.
1. StorageZone Controller 서버에서 PsExec 도구 다운로드: Microsoft Windows Sysinternals로 이동한 다음 Download
PsTools(PsTools 다운로드)를 클릭합니다. C 드라이브 루트에 도구의 압축을 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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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sExec 도구 실행: 관리자 사용자로 명령 프롬프트를 열고 다음을 입력합니다.
명령

복사

cd c:\pstools

PsExec.exe -i -u "NT AUTHORITY\NetworkService" C:\Windows\SysWOW64\WindowsPowerShell\v1.0\powershell.exe

3. 메시지가 나타나면 Agree(동의)를 클릭하여 Sysinternals 도구를 실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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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erShell 창이 열립니다.
4. PowerShell 창에서 다음을 입력합니다.
명령

복사

Import-Module "C:\inetpub\wwwroot\Citrix\StorageCenter\Tools\SfConfig\SfConfig.dll"

New-Zone -Passphrase passphrase -ExternalAddress https://szcfqdn.com

여기서:
Passphrase: 사이트에 할당할 암호입니다. 암호를 기록합니다. 컨트롤러에서 암호를 복구할 수 없습니다. 암호를 분실하면
StorageZone을 다시 설치하거나, StorageZone에 추가적인 StorageZones Controller를 가입시키거나, 서버 장애가 발생한 경
우 StorageZone을 복구할 수 없습니다.
ExternalAddress: StorageZones Controller 서버의 외부 FQDN(정규화된 도메인 이름)입니다.

이제 기본 StorageZones Controller가 준비되었습니다.
StorageZone 커넥터를 만들기 위해 XenMobile에 로그인하기 전: 해당되는 경우 다음 구성을 완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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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rageZone의 프록시 서버 지정
위임을 위해 StorageZones Controller를 신뢰하도록 도메인 컨트롤러 구성
StorageZone에 보조 StorageZones Controller 가입
StorageZone 커넥터를 만들려면 XenMobile에서 StorageZones Controller 연결 정의를 참조하십시오.

StorageZone에 보조 StorageZones Controller 가입
StorageZone에 고가용성을 구성하려면 영역에 적어도 두 개의 StorageZones Controller를 연결합니다. 보조 StorageZones
Controller를 영역에 가입시키려면 보조 서버에 StorageZones Controller를 설치합니다. 그런 다음 해당 컨트롤러를 기본 컨트
롤러의 영역에 가입시킵니다.
1. 주 서버에 가입시키려는 StorageZones Controller 서버에서 PowerShell 창을 엽니다.
2. PowerShell 창에서 다음을 입력합니다.
Join-Zone -Passphrase -PrimaryController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Join-Zone -Passphrase secret123 -PrimaryController 10.10.110.210

XenMobile에서 StorageZones Controller 연결 정의
StorageZone 커넥터를 추가하기 전에 StorageZone 커넥터에 사용하도록 설정된 각 StorageZones Controller에 대한 연결 정
보를 구성합니다. 이 섹션에 설명된 대로 또는 커넥터를 추가할 때 StorageZones Controller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구성 > ShareFile 페이지를 처음 방문하면 페이지에 XenMobile에서 ShareFile Enterprise를 사용할 때와 StorageZone 커넥터
를 사용할 때의 차이점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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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넥터 구성을 클릭하여 이 문서의 구성 단계를 계속 수행합니다.

1. 구성 > ShareFile에서 StorageZone 관리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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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torageZone 관리에서 연결 정보를 추가합니다.

이름: XenMobile에서 StorageZone을 식별하는 데 사용되는 StorageZone의 설명적인 이름입니다. 이름에 공백이나 특수 문
자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FQDN 및 포트: XenMobile Server에서 연결할 수 있는 StorageZones Controller의 FQDN(정규화된 도메인 이름) 및 포트 번
호입니다.
보안 연결: StorageZones Controller에 연결하기 위해 SSL을 사용하는 경우 기본 설정인 켜짐을 사용합니다. 연결에 SSL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이 설정을 꺼짐으로 변경합니다.
관리자 사용자 이름 및 관리자 암호: 관리자 서비스 계정 사용자 이름(domain\admin 형식) 및 암호입니다. 또는
StorageZones Controller에 대한 읽기 및 쓰기 권한이 있는 사용자 계정입니다.
3. 저장을 클릭합니다.
4. 연결을 테스트하려면 XenMobile Server가 포트 443에서 StorageZones Controller의 정규화된 도메인 이름에 연결할 수 있
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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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른 StorageZones Controller 연결을 정의하려면 StorageZone 관리에서 추가 단추를 클릭합니다.
StorageZones Controller 연결에 대한 정보를 편집하거나 삭제하려면 StorageZone 관리에서 연결 이름을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편집 또는 삭제를 클릭합니다.

XenMobile에서 StorageZone 커넥터 추가
1. 구성 > ShareFile로 이동한 다음 추가를 클릭합니다.

2. 커넥터 정보 페이지에서 다음 설정을 구성합니다.

커넥터 이름: XenMobile에서 StorageZone 커넥터를 식별하는 이름입니다.
설명: 이 커넥터에 대한 선택적인 메모입니다.
유형: SharePoint 또는 네트워크를 선택합니다.
StorageZone: 커넥터와 연결된 StorageZone을 선택합니다. StorageZone이 나열되지 않으면 StorageZone 관리를 클릭
하여 StorageZones Controller를 정의합니다.
위치: SharePoint의 경우 SharePoint 루트 수준 사이트, 사이트 컬렉션 또는 문서 라이브러리의 URL을
https://sharepoint.company.com 형식으로 지정합니다. 네트워크 공유의 경우 UNC(Uniform Naming Convention) 경로의 정
규화된 도메인 이름을 \\server\share 형식으로 지정합니다.
3. 배달 그룹 할당 페이지에서 선택적으로 커넥터를 배달 그룹에 할당합니다. 또는 구성 > 배달 그룹을 사용하여 커넥터를 배달
그룹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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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요약 페이지에서 구성한 옵션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구성을 조정하려면 뒤로를 클릭합니다.
5. 저장을 클릭하여 커넥터를 저장합니다.
6. 커넥터를 테스트합니다.
a. ShareFile 클라이언트를 래핑하는 경우 다음을 수행합니다.
네트워크 액세스 정책을 내부 네트워크로 터널링됨으로 설정합니다.
이 작동 모드에서는 XenMobile MDX 프레임워크가 ShareFile 클라이언트의 모든 네트워크 트래픽을 가로챕니다. 트래픽
은 앱 전용 Micro VPN을 사용하여 NetScaler Gateway를 통해 리디렉션됩니다.
기본 설정 VPN 모드 정책을 보안 탐색으로 설정합니다.
이 터널링 모드에서는 MDX 프레임워크가 MDX 앱의 SSL/HT T P 트래픽을 종료합니다. 그런 다음 MDX가 사용자 대신 내
부 연결로의 새 연결을 시작합니다. 이 정책 설정은 MDX 프레임워크가 웹 서버에서 발행된 인증 챌린지를 감지하고 이에
응답할 수 있게 합니다.
b. ShareFile 클라이언트를 XenMobile에 추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XenMobile에 ShareFile 클라이언트를 추가하려면을 참조
하십시오.
c. 지원되는 장치에서 ShareFile 및 커넥터에 대한 Single Sign-On을 확인합니다.
다음 샘플에서 ShareﬁleDev가 커넥터 이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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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rageZone 커넥터 목록 필터링
커넥터 유형, 할당된 배달 그룹 및 StorageZone을 기준으로 StorageZone 커넥터의 목록을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1. 구성 > ShareFile로 이동한 다음 필터 표시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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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필터 머리글을 확장하여 선택할 수 있게 만듭니다. 필터를 저장하려면 이 보기 저장을 클릭하고 필터 이름을 입력한 다음 저
장을 클릭합니다.

3. 필터 이름을 바꾸거나 필터를 삭제하려면 필터 이름 옆의 화살표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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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reFile Enterprise로 전환
StorageZone 커넥터를 XenMobile과 통합한 후 나중에 전체 ShareFile Enterprise 기능 집합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ShareFile
Enterprise 기능 집합을 사용하려면 XenMobile Enterprise Edition이 필요합니다. XenMobile은 기존 StorageZone 커넥터 통합
설정을 유지합니다.
구성 > ShareFile로 이동하고 StorageZone 커넥터 드롭다운 메뉴를 클릭한 다음 ShareFile Enterprise 구성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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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reFile Enterprise를 구성하는 방법에 자세한 내용은 ShareFile을 사용하는 Single Sign-on을 위한 SAML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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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X 앱용 SmartAccess
Feb 21, 20 18

이 기능을 사용하면 장치 속성, 장치의 사용자 속성 또는 장치에 설치된 응용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HDX 앱에 대한 액세스 권한
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장치를 규정 위반으로 표시하여 해당 장치 액세스를 거부하는 자동화된 동작을 설정하여 이 기능을 사
용합니다. 이 기능과 함께 사용되는 HDX 앱은 XenApp 및 XenDesktop에서 규정 위반 장치에 대한 액세스를 거부하는
SmartAccess 정책을 사용하여 구성됩니다. XenMobile은 서명되고 암호화된 태그를 사용하여 장치 상태를 StoreFront에 전달
합니다. 그러면 StoreFront가 앱의 액세스 제어 정책에 따라 액세스를 허용하거나 거부합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려면 배포에 다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XenApp 및 XenDesktop 7.6
StoreFront 3.7 또는 3.8
StoreFront 서버에서 HDX 앱을 집계하도록 구성된 XenMobile Server
태그 서명 및 암호화에 사용되는 SAML 인증서가 구성된 XenMobile Server. 동일한 인증서가 개인 키가 없는 상태로
StoreFront 서버에 업로드됩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려면:
StoreFront 저장소에 대한 XenMobile Server 인증서 구성
필요한 SmartAccess 정책을 사용하여 하나 이상의 XenApp 및 XenDesktop 배달 그룹 구성
XenMobile에서 자동화된 작업 설정

XenMobile Server 인증서를 내보내고 구성하여
StoreFront 저장소에 업로드
SmartAccess는 서명되고 암호화된 태그를 사용하여 XenMobile 및 StoreFront 서버 간에 통신합니다. 이 통신을 사용하도록 설
정하려면 XenMobile Server 인증서를 StoreFront 저장소에 추가합니다.
XenMobile이 도메인 및 인증서 기반 인증을 사용하도록 설정된 경우 StoreFront 및 XenMobile의 통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Support Knowledge Center를 참조하십시오.

XenMobile Server에서 SAML 인증서 내보내기
1. XenMobile 콘솔에서 오른쪽 위 모서리의 기어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설정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인증서를 클릭합니다.
2. XenMobile Server의 SAML 인증서를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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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 키 내보내기가 꺼짐으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내보내기를 클릭하여 인증서를 다운로드 디렉터리로 내보냅니
다.

4. 다운로드 디렉터리에서 인증서를 찾습니다. 인증서는 PEM 형식입니다.

인증서를 PEM에서 CER로 변환
1. MMC(Microsoft Management Console)를 열고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클릭하여 인증서 > 모든 작업 > 가져오기를 선택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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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증서 가져오기 마법사가 나타나면 다음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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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운로드 디렉터리에 있는 인증서를 찾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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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모든 인증서를 다음 저장소에 저장을 선택하고 인증서 저장소로 개인을 선택합니다. 다음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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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선택 내용을 검토하고 마침을 클릭합니다. 확인을 클릭하여 확인 창을 닫습니다.
6. MMC에서 인증서를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하고 모든 작업 > 내보내기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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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인증서 내보내기 마법사가 나타나면 다음을 클릭합니다.

8. DER로 인코딩된 바이너리 X.509(.CER) 형식을 선택합니다. 다음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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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인증서를 찾아봅니다. 인증서의 이름을 입력한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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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인증서를 저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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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인증서를 찾아 선택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12. 선택 내용을 검토하고 마침을 클릭합니다. 확인을 클릭하여 확인 창을 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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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다운로드 디렉터리에서 인증서를 찾습니다. 인증서는 CER 형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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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서를 StoreFront 서버에 복사합니다.
1. StoreFront 서버에서 SmartCert라는 폴더를 만듭니다.
2. 인증서를 SmartCert 폴더에 복사합니다.

StoreFront 저장소에서 인증서 구성
StoreFront 서버에서 다음 PowerShell 명령을 실행하여 저장소에서 변환된 XenMobile Server 인증서를 구성합니다.
명령

복사

Grant-STFStorePnaSmartAccess –StoreService $store –CertificatePath “C:\xms\xms.cer” –ServerName “XMS ser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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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reFront 저장소에 기존 인증서가 있는 경우 다음 PowerShell 명령을 실행하여 인증서를 해지합니다.
명령

복사

Revoke-STFStorePnaSmartAccess –StoreService $store –All

또는 다음 PowerShell 명령 중 하나를 StoreFront 서버에서 실행하여 StoreFront 저장소의 기존 인증서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름으로 해지:
명령

복사

$store = Get-STFStoreService –VirtualPath /Citrix/Store
Revoke-STFStorePnaSmartAccess –StoreService $store –ServerName “My XM Server”

지문으로 해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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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re = Get-STFStoreService –VirtualPath /Citrix/Store
Revoke-STFStorePnaSmartAccess –StoreService $store –CertificateThumbprint “1094821dec7834d5d42 bb456329efe4fca86c60b”

서버 개체로 해지:
명령

복사

$store = Get-STFStoreService –VirtualPath /Citrix/Store
$access = Get-STFStorePnaSmartAccess –StoreService $store
Revoke-STFStorePnaSmartAccess –StoreService $store –SmartAccess $access.AccessConditionsTrusts[0]

XenApp 및 XenDesktop에 대한 SmartAccess 정책 구성
필요한 SmartAccess 정책을 HDX 앱을 전달하는 배달 그룹에 추가하려면:
1. XenApp 및 XenDesktop 서버에서 Citrix Studio를 엽니다.
2. Studio 탐색 창에서 Delivery Groups(배달 그룹)를 선택합니다.
3. 액세스 권한을 제어하려는 하나 이상의 앱을 전달하는 그룹을 선택합니다. Actions(동작) 창에서 Edit Delivery Group(배달
그룹 편집)을 선택합니다.
4. Access Policy(액세스 정책) 페이지에서 Connections through NetScaler Gateway(NetScaler Gateway를 통한 연결) 및
Connection meeting any of the f ollowing(다음과 일치하는 연결)을 선택합니다.
5. Add(추가)를 클릭합니다.
6. Farm(팜)이 XM이고 Filter(필터)가 XMCompliantDevice인 액세스 정책을 추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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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Apply(적용)를 클릭하여 모든 변경 내용을 적용하고 창을 열린 채로 두거나, OK(확인)를 클릭하여 변경 내용을 적용하고 창을
닫습니다.

XenMobile에서 자동화된 동작 설정
HDX 앱에 대한 배달 그룹에 설정된 SmartAccess 정책은 장치가 규정을 위반하면 장치에 대한 액세스를 거부합니다. 장치를 규
정 위반으로 표시하는 자동화된 동작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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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XenMobile 콘솔에서 구성 > 동작을 클릭합니다. 동작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2. 추가를 클릭하여 동작을 추가합니다. 동작 정보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3. 동작 정보 페이지에서 동작의 이름 및 설명을 입력합니다.
4. 다음을 클릭합니다. 동작 세부 정보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다음 예에서는 장치에 사용자 속성 이름 eng5 또는 eng6이 있는
경우 즉시 장치를 규정 위반으로 표시하는 트리거를 만듭니다.

5. 트리거 목록에서 장치 속성, 사용자 속성 또는 설치된 앱 이름을 선택합니다. SmartAccess는 이벤트 트리거를 지원하지 않습
니다.
6. 동작 목록에서 다음을 수행합니다.
장치를 규정 위반으로 표시를 선택합니다.
Is를 선택합니다.
True를 선택합니다.
트리거 조건이 충족되면 즉시 장치를 규정 위반으로 표시하도록 동작을 설정하려면 시간 프레임을 0으로 설정합니다.
7. 이 동작을 적용할 XenMobile 배달 그룹을 하나 이상 선택합니다.
8. 동작 요약을 검토합니다.
9. 다음을 클릭한 후 저장을 클릭합니다.
장치가 규정 위반으로 표시된 경우 Secure Hub 저장소에 더 이상 HDX 앱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용자는 더 이상 앱을 구독하
지 않습니다. 장치에 알림이 전송되지 않으며 Secure Hub 저장소에 HDX 응용 프로그램이 이전에 사용 가능했다는 내용이 표시
되지 않습니다.
장치가 규정 위반으로 표시될 때 사용자에게 알리려면 알림을 만든 다음 해당 알림을 보내는 자동화된 동작을 만듭니다.

https://docs.citrix.com

© 1999-2017 Citrix Systems, Inc. All rights reserved.

p.835

이 예에서는 다음과 같은 알림을 만들고 장치가 규정 위반으로 표시되는 경우 알림을 보냅니다. "Device serial number or
telephone number no longer complies with the device policy and HDX applications will be blocked.(장치 일련 번호 또는 전화
번호가 더 이상 장치 정책을 준수하지 않으므로 HDX 응용 프로그램이 차단됩니다.)"

장치가 규정 위반으로 표시될 때 사용자에게 표시되는 알림 만들기
1. XenMobile 콘솔에서 오른쪽 위 모서리의 기어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설정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2. 알림 템플릿을 클릭합니다. 알림 템플릿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3. 추가를 클릭하여 알림 템플릿 페이지에 추가합니다.
4. SMS 서버를 먼저 설정하라는 메시지가 나타나면 아니요, 나중에 설정합니다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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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음 설정을 구성합니다.
이름: HDX Application Block
설명: Agent notification when device is out of compliance
유형: 임시 알림
Secure Hub: 활성화됨
메시지: Device ${firstnotnull(device.T EL_NUMBER,device.serialNumber)} no longer complies with the device policy and
HDX applications will be blocked.

6. 저장을 클릭합니다.

장치가 규정 위반으로 표시되면 알림을 보내는 동작 만들기
1. XenMobile 콘솔에서 구성 > 동작을 클릭합니다. 동작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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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가를 클릭하여 동작을 추가합니다. 동작 정보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3. 동작 정보 페이지에서 동작의 이름 및 설명을 입력합니다.
이름: HDX blocked notification
설명: HDX blocked notification because device is out of compliance
4. 다음을 클릭합니다. 동작 세부 정보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5. 트리거 목록에서 다음을 수행합니다.
장치 속성을 선택합니다.
규정 위반을 선택합니다.
Is를 선택합니다.
True를 선택합니다.

6. 동작 목록에서 트리거 조건이 충족될 때 실행할 동작을 지정합니다.
알림 보내기를 선택합니다.
앞서 만든 HDX Application Block을 선택합니다.
0을 선택합니다. 이 값을 0으로 설정하면 트리거 조건이 충족되는 즉시 알림이 전송됩니다.
7. 이 동작을 적용할 XenMobile 배달 그룹을 하나 이상 선택합니다. 이 예제에서는 AllUsers를 선택합니다.
8. 동작 요약을 검토합니다.
9. 다음을 클릭한 후 저장을 클릭합니다.
자동화된 동작을 설정하는 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자동화된 동작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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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HDX 앱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복구하는 방법
장치가 다시 규정을 준수하게 되면 HDX 앱에 액세스할 수 있게 됩니다.
1. 장치에서 Secure Hub 저장소로 이동하여 저장소의 앱을 새로 고칩니다.
2. 앱으로 이동하고 앱에 대한 추가를 누릅니다.
앱이 추가되면 내 앱에 나타나며 새로 설치된 앱이기 때문에 옆에 파란색 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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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추가
Feb 21, 20 18

XenMobile에 미디어를 추가하여 사용자 장치에 미디어를 배포합니다. XenMobile을 사용하여 Apple VPP(Volume Purchase
Program)를 통해 취득한 iBooks를 배포할 수 있습니다.
XenMobile에서 VPP 계정을 등록하면 구성 > 미디어에 구입한 서적 및 무료 서적이 표시됩니다. 미디어 페이지에서 배달 그룹
을 선택하고 배포 규칙을 지정하여 iOS 장치에 배포할 iBooks를 구성합니다.
사용자가 처음으로 iBooks를 수신하고 VPP 라이센스를 수락하면 배포된 서적이 장치에 설치됩니다. 서적은 Apple iBooks 앱에
표시됩니다. 관리자는 사용자에게서 서적 라이센스를 분리하거나 장치에서 서적을 제거할 수 없습니다. XenMobile은 iBooks를
필수 미디어로 설치합니다. 사용자가 장치에서 설치된 서적을 삭제하는 경우 서적은 iBooks 앱에 유지되며 바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사전 요구 사항
iOS 장치(최소 버전 iOS 8)
iOS Volume Purchase Plan에 설명된 대로 XenMobile에서 iOS VPP를 구성합니다.

iBooks 구성
VPP를 통해 취득한 iBooks는 구성 > 미디어 페이지에 표시됩니다.

배포할 iBooks를 구성하려면:
1. 구성 > 미디어에서 iBooks를 선택하고 편집을 클릭합니다. 서적 정보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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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및 설명은 XenMobile 콘솔과 로그에만 표시됩니다.
2. iPhone iBook 설정 및 iPad iBook 설정 페이지에서: 필요한 경우 iBooks 이름과 설명을 변경할 수 있지만 이러한 설정을 변
경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지는 정보를 위한 것이며 편집할 수 없습니다. 유료 iBook은 VPP를 통해 구매한 iBooks를
나타냅니다.

배포 규칙을 지정하거나 VPP 정보를 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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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필요한 경우 iBooks를 배달 그룹에 할당하고 배포 일정을 설정합니다.

또한 구성 > 배달 그룹의 미디어 탭에서도 배달 그룹에 iBooks를 할당할 수 있습니다. XenMobile은 현재 필수 서적 배포만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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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배포 상태를 보려면 관리 > 장치의 미디어 탭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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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
구성 > 미디어 페이지에서 서적을 선택하고 삭제를 클릭하면 XenMobile이 목록에서 해당 서적을 제거합니다. 그러나 VPP에서 서적
을 제거하지 않은 경우 XenMobile이 다음에 VPP와 동기화되면 해당 서적이 목록에 다시 표시됩니다. 목록에서 서적을 제거해도 장치
에서 서적이 삭제되지는 않습니다.

iBooks는 이 샘플에 표시된 것과 같이 사용자 장치에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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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소스 배포
Feb 21, 20 18

장치 구성 및 관리에는 일반적으로 XenMobile 콘솔에서 리소스(정책, 앱 및 미디어) 및 동작을 만들고 배달 그룹을 사용하여 패
키징하는 단계가 포함됩니다. XenMobile이 배달 그룹의 리소스 및 동작을 장치로 푸시하는 순서를 배포 순서라고 합니다. 이 문
서에서 설명하는 내용:
배달 그룹 추가, 관리 및 배포
배달 그룹에서 리소스 및 작업의 배포 순서 변경
XenMobile은 사용자가 중복 또는 충돌하는 정책이 있는 여러 배달 그룹에 속한 경우에 배포 순서를 결정합니다.
배달 그룹은 정책, 앱, 미디어 및 동작 조합을 배포하는 대상 장치의 사용자 범주를 지정합니다. 일반적으로 회사, 국가, 부서, 사
무실 주소, 직함과 같은 사용자의 특성에 따라 특정 배달 그룹에 사용자를 포함시킵니다. 배달 그룹을 통해 누가 어떤 리소스를
어떤 경우에 이용할 수 있는지를 보다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배달 그룹은 모든 사용자에게 배포하거나 좀더 구체적으
로 정의된 그룹의 사용자에게 배포할 수 있습니다.
배달 그룹에 배포한다는 것은 지원되는 iOS 및 Windows 장치의 모든 사용자에게 푸시 알림을 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사용자는 배달 그룹에 속해 있어야 XenMobile에 다시 연결됩니다. 이 방법을 통해 장치를 재평가하고 정책, 앱, 미디어 및 동작
을 배포할 수 있습니다. Android 장치 사용자: 이미 연결된 경우 즉시 리소스를 받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예약 정책에 기
반하여 다음에 연결할 때 리소스를 받습니다.
XenMobile을 설치하고 구성하면 기본 AllUsers 배달 그룹이 만들어집니다. 여기에는 모든 로컬 사용자와 Active Directory 사용
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AllUsers 그룹은 삭제할 수 없지만 일부 사용자에게 리소스를 푸시하지 않으려는 경우 이 그룹을 사용
하지 않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배포 순서
배포 순서는 XenMobile이 장치에 리소스를 푸시하는 순서입니다. 배포 순서는 MDM 모드에서만 지원됩니다.
배포 순서를 결정할 때 XenMobile은 정책, 앱, 미디어, 동작 및 배달 그룹에 배포 규칙 및 배포 일정과 같은 필터와 제어 조건을
적용합니다. 배달 그룹을 추가하기 전에 배포 목표를 고려하여 이 섹션의 내용을 검토하십시오.
배포 순서와 관련된 주요 개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배포 순서: XenMobile이 장치에 리소스(정책, 앱 및 미디어) 및 동작을 푸시하는 순서입니다. 약관 및 소프트웨어 인벤토리와
같은 일부 정책의 배포 순서는 다른 리소스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동작이 배포되는 순서는 다른 리소스에 영향을 주지 않
으므로 XenMobile이 리소스를 배포할 때 해당 위치가 무시됩니다.
배포 규칙: XenMobile은 장치 속성에 지정된 배포 규칙을 사용하여 정책, 앱, 미디어, 동작 및 배달 그룹을 필터링합니다. 예를
들어, 도메인 이름이 특정 값과 일치하는 경우 배포 패키지를 푸시하도록 배포 규칙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배포 일정: XenMobile은 정책, 앱, 미디어 및 동작에 지정된 배포 일정을 사용하여 해당 항목의 배포를 제어합니다. 배포가 특
정 날짜 및 시간에 즉시 이루어지거나 배포 조건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 표에는 다양한 개체 및 리소스 유형에 대한 필터 및 제어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배포 규칙은 장치 속성에 기반합니다.
개체/리소스

장치 플랫폼

배포 규칙

배포 일정

사용자/그룹

장치 정책

예

예

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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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예

예

예

-

미디어

예

예

예

-

동작

-

예

예

-

배달 그룹

-

예

-

예

일반적인 환경에서는 단일 사용자에게 여러 배달 그룹이 할당되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배달 그룹 내에서 중복된 개체가 존재합니다.
사용자에게 할당된 여러 배달 그룹에서 특정 정책이 서로 다르게 구성됩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XenMobile은 특정 장치에 배달하거나 관련 작업을 수행해야 하는 모든 개체의 배포 순서를 계산합
니다. 계산 단계는 장치 플랫폼에 독립적입니다.
계산 단계:
1. 사용자, 그룹 및 배포 규칙의 필터에 기반하여 특정 사용자의 모든 배달 그룹을 결정합니다.
2. 선택된 배달 그룹 내의 모든 리소스(정책, 앱, 미디어 및 동작)의 순서 지정된 목록을 만듭니다. 목록은 장치 플랫폼, 배포 규칙
및 배포 일정의 필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순서 지정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습니다.
a. 사용자 정의 배포 순서가 있는 배달 그룹의 리소스를 사용자 정의 배포 순서가 없는 배달 그룹의 리소스보다 먼저 배치합니
다. 이렇게 배치하는 이유는 이러한 단계 다음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b. 배달 그룹 간에 순서가 동일한 경우에는 배달 그룹 이름에 따라 배달 그룹 리소스 순서를 지정합니다. 예를 들어, 배달 그룹
A의 리소스를 배달 그룹 B의 리소스보다 먼저 배치합니다.
c. 정렬할 때는 배달 그룹 리소스에 사용자 정의 배포 순서가 지정된 경우 해당 순서를 유지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리소스
이름으로 배달 그룹 내 리소스를 정렬합니다.
d. 동일한 리소스가 두 번 이상 나타나는 경우 중복된 리소스를 제거합니다.
사용자 정의 순서가 있는 리소스는 사용자 정의 순서가 없는 리소스보다 먼저 배포됩니다. 하나의 리소스가 사용자에게 할당된
여러 배달 그룹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위의 단계에 나온 것처럼 계산 알고리즘은 중복된 리소스를 제거하고 이 목록에 있는 첫
번째 리소스만 제공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중복된 리소스를 제거함으로써 XenMobile은 XenMobile 관리자가 정의한 순서를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두 개의 배달 그룹이 있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배달 그룹, 계정 관리자 1: 리소스 순서가 지정되지 않습니다. 정책 WiFi 및 암호를 포함합니다.
배달 그룹, 계정 관리자 2: 리소스 순서가 지정됩니다. 정책 연결 예약, 제한, 암호, WiFi를 포함합니다. 이 상태에서 암호 정책
을 WiFi 정책보다 먼저 배달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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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알고리즘이 이름으로만 배포 그룹 순서를 지정한 경우 XenMobile은 배달 그룹 계정 관리자 1부터 시작하여 WiFi, 암호, 연
결 예약, 제한 순서로 배포를 수행합니다. 계정 관리자 2 배달 그룹의 암호 및 WiFi 두 가지는 중복되므로 무시됩니다.
하지만 계정 관리자 2 그룹에는 관리자가 지정한 배포 순서가 있습니다. 따라서 계산 알고리즘은 계정 관리자 2 배달 그룹의 리
소스를 다른 배달 그룹의 리소스보다 높은 순서로 목록에 배치합니다. 따라서 XenMobile은 연결 예약, 제한, 암호, WiFi 순서로
정책을 배포합니다. 계정 관리자 1 배달 그룹의 WiFi 및 암호 정책은 중복되므로 무시됩니다. 이처럼 계산 알고리즘은
XenMobile 관리자가 지정한 순서를 따릅니다.

배달 그룹을 추가하려면
1. XenMobile 콘솔에서 구성 > 배달 그룹을 클릭합니다. 배달 그룹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2. 배달 그룹 페이지에서 추가를 클릭합니다. 배달 그룹 정보 페이지가 표시되면 다음 정보를 입력합니다.
이름: 배달 그룹을 설명하는 이름을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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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배달 그룹에 대한 선택적 설명을 입력합니다.
3. 다음을 클릭합니다. 사용자 할당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4. 다음 설정을 구성합니다.
도메인 선택: 목록에서 사용자를 선택할 도메인을 선택합니다.
사용자 그룹 포함: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사용자 그룹 목록에서 추가하려는 그룹을 클릭합니다. 선택한 그룹이 선택된 사용자 그룹 목록에 나타납니다.
검색을 클릭하여 선택된 도메인의 모든 사용자 그룹 목록을 봅니다.
검색 상자에 전체 또는 일부 그룹 이름을 입력한 다음 검색을 클릭하여 사용자 그룹의 목록을 제한합니다.
선택된 사용자 그룹 목록에서 사용자 그룹을 제거하려면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선택된 사용자 그룹 목록에서 제거할 각 그룹 옆에 있는 X를 클릭합니다.
검색을 클릭하여 선택된 도메인의 모든 사용자 그룹 목록을 봅니다. 목록을 스크롤하면서 제거할 각 그룹의 확인란
을 선택 취소합니다.
검색 상자에 전체 또는 일부 그룹 이름을 입력한 다음 검색을 클릭하여 사용자 그룹의 목록을 제한합니다. 목록을 스
크롤하면서 제거할 각 그룹의 확인란을 선택 취소합니다.
또는/및: 리소스를 배포하기 위해 사용자가 임의의 그룹에 있을 수 있는지(또는), 아니면 모든 그룹에 있어야 하는지(및)를 선
택합니다.
익명 사용자에게 배포: 배달 그룹의 인증되지 않은 사용자에게 배포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참고: 인증되지 않은 사용자는 인증하지 못했지만 XenMobile에 장치를 연결할 수 있도록 허용한 사용자입니다.

https://docs.citrix.com

© 1999-2017 Citrix Systems, Inc. All rights reserved.

p.848

5. 배포 규칙을 구성합니다.
a. 배포 규칙을 확장하고 다음 설정을 구성합니다. 기본적으로 기본 탭이 표시됩니다.
목록에서 어떤 경우에 정책을 배포할지 지정하는 옵션을 클릭합니다. 모든 조건이 충족된 경우 또는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된 경우 정책
을 배포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본 옵션은 모두입니다.
조건을 정의하려면 새 규칙을 클릭합니다.
목록에서 장치 소유권 및 BYOD 같은 조건을 클릭합니다.
조건을 추가하려면 새 규칙을 다시 클릭합니다. 원하는 만큼 많은 조건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b. 부울 옵션과 함께 규칙을 사용하려면 고급 탭을 클릭합니다. 기본 탭에서 선택한 조건이 표시됩니다.
c. 추가 고급 부울 논리를 사용하여 규칙을 결합하거나, 편집하거나,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는이나 아님을 클릭합니다.
규칙에 조건을 추가하려면 목록에서 규칙에 추가할 조건을 선택하고 오른쪽의 더하기 기호(+)를 클릭합니다.
언제든지 조건을 클릭하여 선택한 다음 편집을 클릭하여 조건을 변경하거나 삭제를 클릭하여 조건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조건을 추가하려면 새 규칙을 다시 클릭합니다.
d. 다음을 클릭합니다. 배달 그룹 리소스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필요한 경우 배달 그룹에 대한 정책, 앱 또는 동작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이 단계를 건너뛰려면 배달 그룹 아래에서 요약을 클릭하여 배달 그룹 구성의 요약을 봅니다.
참고: 리소스를 건너뛰려면 리소스(선택 사항) 아래에서 추가할 리소스를 클릭하고 해당 리소스에 대한 단계를 수행합니다.

선택적 리소스를 배달 그룹에 추가하려면
배달 그룹에 선택적 리소스를 추가하여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특정 정책 적용
필수 앱과 선택적 앱 제공
자동 작업 추가
콘텐츠 및 데이터에 대한 SSO(Single Sign-On)를 위해 ShareFile 사용
다음 섹션에서는 정책, 앱, 동작을 추가하는 방법과 ShareFile을 사용하도록 설정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배달 그룹에 이러한 리
소스 중 하나 이상 또는 모두를 추가하거나 추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리소스 추가를 건너뛰려면 요약을 클릭합니다.

정책 추가
1. 추가하려는 각 정책에 대해 다음을 수행합니다.
사용 가능한 정책 목록을 스크롤하면서 추가할 정책을 찾습니다.
또는 검색 상자에 전체 또는 일부 정책 이름을 입력한 다음 검색을 클릭하여 정책 목록을 제한합니다.
추가할 정책을 클릭하고 오른쪽의 상자로 끌어옵니다.
참고: 정책을 제거하려면 오른쪽 상자에서 정책 이름 옆에 있는 X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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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을 클릭합니다. 앱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일반적인 환경에서는 단일 사용자에게 여러 배달 그룹이 할당되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배달 그룹 내에서 중복된 개체가 존재합니다.
사용자에게 할당된 여러 배달 그룹에서 특정 정책이 서로 다르게 구성됩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XenMobile은 특정 장치에 배달하거나 관련 작업을 수행해야 하는 모든 개체의 배포 순서를 계산합
니다. 계산 단계는 장치 플랫폼에 독립적입니다.
계산 단계:

앱 추가
1. 추가하려는 각 앱에 대해 다음을 수행합니다.
사용 가능한 앱 목록을 스크롤하면서 추가할 앱을 찾습니다.
검색 상자에 전체 또는 일부 앱 이름을 입력한 다음 검색을 클릭하여 앱 목록을 제한합니다.
추가할 앱을 클릭하고 필수 앱 상자 또는 선택적 앱 상자로 끕니다.
필수로 표시된 앱의 경우 사용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곧바로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새 앱을 업로드하고 필수 앱으로 표시합니다.
사용자가 기존 앱을 필수 앱으로 표시합니다.
사용자가 필수 앱을 삭제합니다.
Secure Hub 업데이트가 제공됩니다.
기능을 사용하도록 설정하는 방법을 포함하여 필수 앱의 강제 배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필수 앱과 선택적 앱 정보를 참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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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시오.

앱을 제거하려면 오른쪽 상자에서 앱 이름 옆에 있는 X를 클릭합니다.
2. 다음을 클릭합니다. 미디어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미디어 추가
1. 추가할 각 서적에 대해 다음을 수행합니다.
사용 가능한 서적 목록을 스크롤하면서 추가할 서적을 찾습니다.
검색 상자에 전체 또는 일부 서적 이름을 입력한 다음 검색을 클릭하여 서적 목록을 제한합니다.
추가할 서적을 클릭하고 필수 서적 상자로 끌어옵니다.
일반적인 환경에서는 단일 사용자에게 여러 배달 그룹이 할당되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배달 그룹 내에서 중복된 개체가 존재합니다.
사용자에게 할당된 여러 배달 그룹에서 특정 정책이 서로 다르게 구성됩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XenMobile은 특정 장치에 배달하거나 관련 작업을 수행해야 하는 모든 개체의 배포 순서를 계산
합니다. 계산 단계는 장치 플랫폼에 독립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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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단계:

일반적인 환경에서는 단일 사용자에게 여러 배달 그룹이 할당되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배달 그룹 내에서 중복된 개체가 존재합니다.
사용자에게 할당된 여러 배달 그룹에서 특정 정책이 서로 다르게 구성됩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XenMobile은 특정 장치에 배달하거나 관련 작업을 수행해야 하는 모든 개체의 배포 순서를 계산
합니다. 계산 단계는 장치 플랫폼에 독립적입니다.
계산 단계:
필수로 표시된 서적의 경우 사용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곧바로 업데이트를 받습니다.
새 서적을 업로드하고 필수 앱으로 표시합니다.
기존 서적을 필수 서적으로 표시합니다.
사용자가 필수 서적을 삭제합니다.
Secure Hub 업데이트가 제공됩니다.
서적을 제거하려면 오른쪽 상자에서 서적 이름 옆에 있는 X를 클릭합니다.
2. 다음을 클릭합니다. 동작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동작 추가
1. 추가하려는 각 동작에 대해 다음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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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가능한 동작 목록을 스크롤하면서 추가할 동작을 찾습니다.
검색 상자에 전체 또는 일부 동작 이름을 입력한 다음 검색을 클릭하여 동작 목록을 제한합니다.
추가할 동작을 클릭하고 오른쪽 상자로 끌어옵니다.
참고: 동작을 제거하려면 오른쪽 상자에서 동작 이름 옆에 있는 X를 클릭합니다.

2. 다음을 클릭합니다. ShareFile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ShareFile 구성 적용
ShareFile 페이지는 XenMobile(구성 > ShareFile)에 ShareFile Enterprise를 사용하도록 구성했는지, 아니면 StorageZone 커넥
터를 사용하도록 구성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XenMobile에 ShareFile Enterprise를 사용하도록 구성한 경우 ShareFile 사용을 켜짐으로 설정하여 배달 그룹에 ShareFile 콘텐
츠 및 데이터에 대한 SSO(Single Sign-On) 액세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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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enMobile에 StorageZone 커넥터를 사용하도록 구성한 경우 배달 그룹에 포함할 StorageZone 커넥터를 선택합니다.

등록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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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설정을 구성합니다.
등록 프로필: 등록 프로필을 선택합니다. 등록 프로필을 만들려면 장치 등록 제한을 참조하십시오.
2. 다음을 클릭합니다. 요약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구성된 옵션 검토 및 배포 순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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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페이지에서 배달 그룹에 구성한 옵션을 검토하고 리소스의 배포 순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요약 페이지에 리소스가 범주
별로 표시됩니다. 요약 페이지에는 배포 순서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1. 뒤로를 클릭하여 이전 페이지로 돌아가서 구성에 필요한 조정을 수행합니다.
2. 배포 순서를 클릭하여 배포 순서를 확인하거나 재정렬합니다.
3. 저장을 클릭하여 배달 그룹을 저장합니다.

배포 순서를 변경하려면
1. 배포 순서 단추를 클릭합니다. 배포 순서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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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리소스를 클릭하고 배포할 위치로 끌어 옵니다. 배포 순서를 변경한 후 XenMobile은 목록의 위에서 아래로 리소스를 배포합
니다.
3. 저장을 클릭하여 배포 순서를 저장합니다.

배달 그룹을 편집하려면
기존 배달 그룹의 이름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른 설정을 업데이트하려면: 구성 > 배달 그룹으로 이동하고 편집할 그룹을 선
택한 후 편집을 클릭합니다.

AllUsers 배달 그룹을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도록 설정하려면

메모
AllUsers 배달 그룹만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1. 배달 그룹 페이지에서 AllUsers 옆에 있는 확인란을 선택하고 AllUsers가 포함된 줄을 클릭하여 AllUsers 배달 그룹을 선택합니
다. 다음 중 하나를 실행합니다.
참고: AllUsers를 선택한 방법에 따라 AllUsers 배달 그룹 위 또는 오른쪽에 사용 또는 사용 안 함 명령이 나타납니다.
AllUsers 배달 그룹을 사용하지 않도록 설정하려면 사용 안 함을 클릭합니다. 이 명령은 AllUsers를 사용하도록 설정된(기본값)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달 그룹 테이블의 사용 안 함 머리글 아래에 사용 안 함이 표시됩니다.
AllUsers 배달 그룹을 사용하도록 설정하려면 사용을 클릭합니다. 이 명령은 AllUsers를 사용하지 않도록 설정한 경우에만 사
용할 수 있습니다. 배달 그룹 테이블의 사용 안 함 머리글 아래에 사용 안 함이 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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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그룹에 배포하려면
배달 그룹에 배포한다는 것은 iOS, Windows Phone 및 Windows 태블릿 장치의 모든 사용자에게 푸시 알림을 보내는 것을 의미
합니다. 이러한 사용자는 배달 그룹에 속해 있어야 XenMobile에 다시 연결됩니다. 이 방법을 통해 장치를 재평가하고 앱, 정책
및 작업을 배포할 수 있습니다. 다른 플랫폼 장치의 사용자: 해당 장치가 이미 XenMobile에 연결된 경우 즉시 리소스를 받습니
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예약 정책에 기반하여 다음에 연결할 때 리소스를 받습니다.
참고: Android 장치에 있는 XenMobile Store의 업데이트 사용 가능 목록에 업데이트된 앱이 표시되게 하려면 먼저 앱 인벤토리
정책을 사용자 장치에 배포해야 합니다.
1. 배달 그룹 페이지에서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한 번에 둘 이상의 배달 그룹에 배포하려면 배포하려는 그룹 옆에 있는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하나의 배달 그룹에 배포하려면 해당 이름 옆의 확인란을 선택하거나 해당 이름이 포함된 줄을 클릭합니다.
2. 배포를 클릭합니다.
참고: 배달 그룹을 선택한 방법에 따라 배달 그룹 위 또는 오른쪽에 배포 명령이 나타납니다.
앱, 정책 및 동작을 배포할 그룹이 나열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배포를 클릭합니다. 장치 플랫폼과 예약 정책에 따라 선택한 그룹
에 앱, 정책 및 동작이 배포됩니다.
배달 그룹 페이지에서 다음 방법 중 하나로 배포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달 그룹의 상태 머리글 아래에 있는 배포 아이콘을 확인합니다. 배포가 실패한 경우 이 아이콘에 나타납니다.
배달 그룹이 포함된 줄을 클릭하여 설치됨, 보류 중 및 실패 배포를 나타내는 오버레이를 표시합니다.

배달 그룹을 삭제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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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
AllUsers 배달 그룹은 삭제할 수 없지만 일부 사용자에게 리소스를 푸시하지 않으려는 경우 이 그룹을 사용하지 않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
다.

1. 배달 그룹 페이지에서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한 번에 둘 이상의 배달 그룹을 삭제하려면 삭제하려는 그룹 옆에 있는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하나의 배달 그룹을 삭제하려면 해당 이름 옆의 확인란을 선택하거나 해당 이름이 포함된 줄을 클릭합니다.
2. 삭제를 클릭합니다. 삭제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참고: 단일 배달 그룹을 선택하는 방법에 따라 배달 그룹 위 또는 오른쪽에 삭제 명령이 나타납니다.
3. 삭제를 클릭합니다.

Important
이 동작은 실행 취소할 수 없습니다.

배달 그룹 테이블을 내보내려면
1. 배달 그룹 테이블 위에 있는 내보내기 단추를 클릭합니다. 배달 그룹 테이블에 있는 정보를 추출하여 .csv 파일로 변환합니다.
2. 브라우저의 일반적인 단계에 따라 .csv 파일을 열거나 저장합니다. 또한 작업을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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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크로
Feb 21, 20 18

XenMobile은 다음 항목의 텍스트 필드 내에 사용자 또는 장치 속성 데이터를 채우기 위한 방법으로 매크로를 제공합니다.
정책
알림
등록 템플릿
자동화된 동작
자격 증명 공급자 인증서 서명 요청
XenMobile은 매크로를 해당 사용자 또는 시스템 값으로 바꿉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 수천 명에 대해 단일 Exchange 프로필을 보유한 각 사용자의 사서함 값을 미리 채울 수 있습니다.

매크로 구문
매크로는 다음과 같은 형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type.PROPERT YNAME}
${type.PROPERT YNAME ['DEFAULT VALUE'] [ | FUNCT ION [(ARGUMENT 1, ARGUMENT 2)]}
달러 기호($) 뒤에 오는 모든 구문은 중괄호({ })로 묶습니다.
정규화된 속성 이름은 사용자 속성, 장치 속성 또는 사용자 지정 속성을 참조합니다.
정규화된 속성 이름은 접두사와 접두사 뒤에 오는 실제 속성 이름으로 구성됩니다.
사용자 속성은 ${user.[PROPERT YNAME] (prefix="user.")} 형식을 사용합니다.
장치 속성은 ${device.[PROPERT YNAME] (prefix="device.")} 형식을 사용합니다.
속성 이름은 대/소문자를 구분합니다.
함수는 제한된 목록 또는 함수를 정의하는 타사 참조에 대한 링크일 수 있습니다. 알림 메시지를 위한 이 매크로에는 함수 f irstnotnull이 포함됩니다.
장치 ${ﬁrstnotnull(device.T EL_NUMBER,device.serialNumber)}이(가) 차단되었습니다…
사용자 지정 매크로(사용자가 정의하는 속성)의 접두사는 ${custom}입니다. 접두사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정책의 텍스트 필드에 사용자 이름 값을 채우는 널리 사용되는 매크로 ${user.username}의 예제입니다. 이 매크로는 다수의 사용자가 사용하는 Exchange ActiveSync 프로필 및 기타 프로필을
구성할 때 유용합니다. 다음 예제에서는 Exchange 정책에서 매크로를 사용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사용자에 대한 매크로는 ${user.username}입니다. 전자 메일 주소에 대한 매크로는
${user.mail}입니다.

다음 예제에서는 인증서 서명 요청에 매크로를 사용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주체 이름에 대한 매크로는 CN=$user.username입니다. 주체 대체 이름의 값에 대한 매크로는
$user.userprincipalname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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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예제에서는 알림 템플릿에서 매크로를 사용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예제 템플릿은 HDX 응용 프로그램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장치 때문에 차단되었을 때 사용자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정의
합니다. 메시지에 대한 매크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Device ${ﬁrstnotnull(device.TEL_NUMBER,device.serialNumber)} no longer complies with the device policy and HDX applications will be blocked.

알림에 사용되는 매크로에 대한 더 많은 예제를 보려면 설정 > 알림 템플릿으로 이동하고 사전 정의된 템플릿을 선택한 다음 편집을 클릭하십시오.
다음 예제에서는 장치 이름 장치 정책의 매크로를 보여줍니다. 매크로, 매크로 조합 또는 매크로와 텍스트 조합을 입력하여 각 장치에 고유한 이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device.serialnumber}를 사용하여 장치 이름을 각 장치의 일련 번호로 설정합니다. 장치 이름에 사용자 이름을 포함하려면 ${device.serialnumber} ${ user.username }을 사용합니다. 장치 이름 장치
정책은 감독되는 iOS 및 macOS 장치에서 작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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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알림 템플릿에 대한 매크로
기본 알림 템플릿에서 사용할 수 있는 매크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account.SUPPORT _EMAIL}
${applicationName}
${enrollment.andriod.agent.download.url}
${enrollment.ios.agent.download.url}
${enrollment.pin}
${enrollment.url}
${enrollment.urls}
${enrollment.ios.url}
${enrollment.macos.url}
${enrollment.android.url}
${enrollment.ios.platform}
${enrollment.macos.platform}
${enrollment.android.platform}
${firstnotnull(device.T EL_NUMBER,device.serialNumber)}
${firstnotnull(device.T EL_NUMBER,user.mobile)}
${outofcompliance.reason(smg_block)}
${outofcompliance.reason(whitelist_blacklist_apps_name)}
${vpp.account}
${vpp.appname}
${vpp.url}
${zdmserver.hostPath}/enroll

특정 정책에 대한 매크로
장치 이름 장치 정책(iOS 및 macOS용)의 경우 장치 이름에 다음 매크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device.serialnumber}
${user.username}@example.com
${device.serialnumber}
${device.serialnumber}
${user.username}
${enrollment.pin}
${user.dnsroot}
웹 클립 장치 정책의 경우 URL에 다음 매크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webeas-url}
Samsung MDM 라이센스 키 장치 정책의 경우 ELM 라이센스 키에 다음 매크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lm.license.key}

기본 제공 장치 속성을 가져오는 매크로
표시 이름

매크로

장치 ID

$device.id

장치 IMEI

$device.imei

OS 제품군

$device.OSFamily

일련 번호

$device.serialNu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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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장치 속성에 대한 매크로
표시 이름

웹 요소

매크로

계정이 일시 중단되었습니까?

GOOGLE_AW_DIRECTORY_SUSPENDED

${device.GOOGLE_AW_DIRECTORY_SUSPENDED}

활성화 잠금 바이패스 코드

ACT IVAT ION_LOCK_BYPASS_CODE

${device.ACT IVAT ION_LOCK_BYPASS_CODE}

활성화 잠금이 사용됨

ACT IVAT ION_LOCK_ENABLED

${device.ACT IVAT ION_LOCK_ENABLED}

활성 iTunes 계정

ACT IVE_IT UNES

${device.ACT IVE_IT UNES}

MSP에 알려진 ActiveSync 장치

AS_DEVICE_KNOWN_BY_ZMSP

${device.AS_DEVICE_KNOWN_BY_ZMSP}

ActiveSync ID

EXCHANGE_ACT IVESYNC_ID

${device.EXCHANGE_ACT IVESYNC_ID}

관리자 사용 안 함

ADMIN_DISABLED

${device.ADMIN_DISABLED}

AIK가 있습니까?

WINDOWS_HAS_AIK_PRESENT

${device.WINDOWS_HAS_AIK_PRESENT }

Amazon MDM API 사용 가능

AMAZON_MDM

${device.AMAZON_MDM}

Android for Work 장치 ID

GOOGLE_AW_DEVICE_ID

${device.GOOGLE_AW_DEVICE_ID}

Android for Work에서 활성화된 장치?

GOOGLE_AW_ENABLED_DEVICE

${device.GOOGLE_AW_ENABLED_DEVICE}

Android for Work 설치 유형

GOOGLE_AW_INSTALL_T YPE

${device.GOOGLE_AW_INSTALL_T YPE}

스파이웨어 방지 프로그램 서명 상태

ANT I_SPYWARE_SIGNAT URE_STAT US

${device.ANT I_SPYWARE_SIGNAT URE_STAT US}

스파이웨어 방지 프로그램 상태

ANT I_SPYWARE_STAT US

${device.ANT I_SPYWARE_STAT US}

바이러스 백신 서명 상태

ANT I_VIRUS_SIGNAT URE_STAT US

${device.ANT I_VIRUS_SIGNAT URE_STAT US}

바이러스 백신 상태

ANT I_VIRUS_STAT US

${device.ANT I_VIRUS_STAT US}

ASM DEP 활성화 잠금 바이패스 코드

DEP_ACT IVAT ION_LOCK_BYPASS_CODE

${device.DEP_ACT IVAT ION_LOCK_BYPASS_CODE}

ASM DEP 에스크로 키

DEP_ESCROW_KEY

${device.DEP_ESCROW_KEY}

자산 태그

ASSET _TAG

${device.ASSET _TAG}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자동 확인

AutoCheckEnabled

${device.AutoCheckEnabled}

BackgroundDownloadEnabled

${device.BackgroundDownloadEnabled}

앱 업데이트 자동 설치

AutomaticAppInstallationEnabled

${device.AutomaticAppInstallationEnabled}

OS 업데이트 자동 설치

AutomaticOSInstallationEnabled

${device.AutomaticOSInstallationEnabled}

보안 업데이트 자동 설치

AutomaticSecurityUpdatesEnabled

${device.AutomaticSecurityUpdatesEnabled}

자동 업데이트 상태

AUTOUPDAT E_STAT US

${device.AUTOUPDAT E_STAT US}

사용 가능한 RAM

MEMORY_AVAILABLE

${device.MEMORY_AVAILABLE}

사용 가능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AVAILABLE_OS_UPDAT E_HUMAN_READABLE

${device.AVAILABLE_OS_UPDAT E_HUMAN_READABLE}

사용 가능한 스토리지 공간

FREEDISK

${device.FREEDISK}

백그라운드에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자동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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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업 배터리

BACKUP_BAT T ERY_PERCENT

${device.BACKUP_BAT T ERY_PERCENT }

기저대역 펌웨어 버전

MODEM_FIRMWARE_VERSION

${device.MODEM_FIRMWARE_VERSION}

배터리 충전

BAT T ERY_CHARGING_STAT US

${device.BAT T ERY_CHARGING_STAT US}

배터리 충전

BAT T ERY_CHARGING

${device.BAT T ERY_CHARGING}

배터리 잔량

BAT T ERY_EST IMAT ED_CHARGE_REMAINING

${device.BAT T ERY_EST IMAT ED_CHARGE_REMAINING}

배터리 런타임

BAT T ERY_RUNT IME

${device.BAT T ERY_RUNT IME}

배터리 상태

BAT T ERY_STAT US

${device.BAT T ERY_STAT US}

MSP에 알려진 BES 장치

BES_DEVICE_KNOWN_BY_ZMSP

${device.BES_DEVICE_KNOWN_BY_ZMSP}

BES PIN

BES_PIN

${device.BES_PIN}

BES 서버 에이전트 ID

AGENT _ID

${device.AGENT _ID}

BES 서버 이름

BES_SERVER

${device.BES_SERVER}

BES 서버 버전

BES_VERSION

${device.BES_VERSION}

BIOS 정보

BIOS_INFO

${device.BIOS_INFO}

Bit Locker 상태

WINDOWS_HAS_BIT _LOCKER_STAT US

${device.WINDOWS_HAS_BIT _LOCKER_STAT US}

Bluetooth MAC 주소

BLUETOOT H_MAC

${device.BLUETOOT H_MAC}

부팅 디버깅이 사용됩니까?

WINDOWS_HAS_BOOT _DEBUGGING_ENABLED

${device.WINDOWS_HAS_BOOT _DEBUGGING_ENABLED}

부팅 관리자 수정 목록 버전

WINDOWS_HAS_BOOT _MGR_REV_LIST _VERSION

${device.WINDOWS_HAS_BOOT _MGR_REV_LIST _VERSION}

이동 통신 사업자 코드

CARRIER_CODE

${device.CARRIER_CODE}

이동 통신 사업자 설정 버전

CARRIER_SET T INGS_VERSION

${device.CARRIER_SET T INGS_VERSION}

카탈로그 URL

CatalogURL

${device.CatalogURL}

셀룰러 고도

GPS_ALT IT UDE_FROM_CELLULAR

${device.GPS_ALT IT UDE_FROM_CELLULAR}

셀룰러 코스

GPS_COURSE_FROM_CELLULAR

${device.GPS_COURSE_FROM_CELLULAR}

셀룰러 수평 정확도

GPS_HORIZONTAL_ACCURACY_FROM_CELLULAR

${device.GPS_HORIZONTAL_ACCURACY_FROM_CELLULAR}

셀룰러 위도

GPS_LAT IT UDE_FROM_CELLULAR

${device.GPS_LAT IT UDE_FROM_CELLULAR}

셀룰러 경도

GPS_LONGIT UDE_FROM_CELLULAR

${device.GPS_LONGIT UDE_FROM_CELLULAR}

셀룰러 속도

GPS_SPEED_FROM_CELLULAR

${device.GPS_SPEED_FROM_CELLULAR}

셀룰러 기술

CELLULAR_T ECHNOLOGY

${device.CELLULAR_T ECHNOLOGY}

셀룰러 타임스탬프

GPS_T IMESTAMP_FROM_CELLULAR

${device.GPS_T IMESTAMP_FROM_CELLULAR}

셀룰러 수직 정확도

GPS_VERT ICAL_ACCURACY_FROM_CELLULAR

${device.GPS_VERT ICAL_ACCURACY_FROM_CELLULAR}

다음 로그인 시 암호를 변경하시겠습니까?

GOOGLE_AW_DIRECTORY_CHANGE_PASSWORD_NEXT _LOGIN

${device.GOOGLE_AW_DIRECTORY_CHANGE_PASSWORD_NEXT _LOG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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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이언트 장치 ID

CLIENT _DEVICE_ID

${device.CLIENT _DEVICE_ID}

클라우드 백업이 활성화됨

CLOUD_BACKUP_ENABLED

${device.CLOUD_BACKUP_ENABLED}

코드 무결성이 사용됩니까?

WINDOWS_HAS_CODE_INT EGRIT Y_ENABLED

${device.WINDOWS_HAS_CODE_INT EGRIT Y_ENABLED}

코드 무결성 수정 목록 버전

WINDOWS_HAS_CODE_INTGT Y_REV_LIST _VERSION

${device.WINDOWS_HAS_CODE_INTGT Y_REV_LIST _VERSION}

색

COLOR

${device.COLOR}

CPU 클럭 속도

CPU_CLOCK_SPEED

${device.CPU_CLOCK_SPEED}

CPU 유형

CPU_T YPE

${device.CPU_T YPE}

만든 시간

GOOGLE_AW_DIRECTORY_CREAT ION_T IME

${device.GOOGLE_AW_DIRECTORY_CREAT ION_T IME}

중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AVAILABLE_OS_UPDAT E_IS_CRIT ICAL

${device.AVAILABLE_OS_UPDAT E_IS_CRIT ICAL}

현재 이동 통신 사업자 네트워크

이동 통신 사업자

${device.CARRIER}

현재 모바일 국가 코드

CURRENT _MCC

${device.CURRENT _MCC}

현재 모바일 네트워크 코드

CURRENT _MNC

${device.CURRENT _MNC}

데이터 로밍 허용

DATA_ROAMING_ENABLED

${device.DATA_ROAMING_ENABLED}

마지막 iCloud 백업 날짜

LAST _CLOUD_BACKUP_DAT E

${device.LAST _CLOUD_BACKUP_DAT E}

기본 카탈로그

IsDefaultCatalog

${device.IsDefaultCatalog}

DEP 계정 이름

BULK_ENROLLMENT _DEP_ACCOUNT _NAME

${device.BULK_ENROLLMENT _DEP_ACCOUNT _NAME}

DEP 정책

WINDOWS_HAS_DEP_POLICY

${device.WINDOWS_HAS_DEP_POLICY}

DEP 프로필이 할당됨

PROFILE_ASSIGN_T IME

${device.PROFILE_ASSIGN_T IME}

DEP 프로필이 푸시됨

PROFILE_PUSH_T IME

${device.PROFILE_PUSH_T IME}

DEP 프로필이 제거됨

PROFILE_REMOVE_T IME

${device.PROFILE_REMOVE_T IME}

DEP 등록자

DEVICE_ASSIGNED_BY

${device.DEVICE_ASSIGNED_BY}

DEP 등록 날짜

DEVICE_ASSIGNED_DAT E

${device.DEVICE_ASSIGNED_DAT E}

설명

DESCRIPT ION

${device.DESCRIPT ION}

장치 모델

SYST EM_OEM

${device.SYST EM_OEM}

장치 이름

DEVICE_NAME

${device.DEVICE_NAME}

장치 유형

DEVICE_T YPE

${device.DEVICE_T YPE}

방해 금지가 활성화됨

DO_NOT _DIST URB

${device.DO_NOT _DIST URB}

ELAM 드라이버가 로드되었습니까?

WINDOWS_HAS_ELAM_DRIVER_LOADED

${device.WINDOWS_HAS_ELAM_DRIVER_LOADED}

암호화 규정 준수

ENCRYPT ION_COMPLIANCE

${device.ENCRYPT ION_COMPLIANCE}

ENROLLMENT _KEY_GENERAT ION_DAT E

ENROLLMENT _KEY_GENERAT ION_DAT E

${device.ENROLLMENT _KEY_GENERAT ION_DAT E}

엔터프라이즈 ID

ENT ERPRISEID

${device.ENT ERPRISE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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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스토리지 1: 사용 가능한 공간

EXT ERNAL_STORAGE1_FREE_SPACE

${device.EXT ERNAL_STORAGE1_FREE_SPACE}

외부 스토리지 1: 이름

EXT ERNAL_STORAGE1_NAME

${device.EXT ERNAL_STORAGE1_NAME}

외부 스토리지 1: 총 공간

EXT ERNAL_STORAGE1_TOTAL_SPACE

${device.EXT ERNAL_STORAGE1_TOTAL_SPACE}

외부 스토리지 2: 사용 가능한 공간

EXT ERNAL_STORAGE2_FREE_SPACE

${device.EXT ERNAL_STORAGE2_FREE_SPACE}

외부 스토리지 2: 이름

EXT ERNAL_STORAGE2_NAME

${device.EXT ERNAL_STORAGE2_NAME}

외부 스토리지 2: 총 공간

EXT ERNAL_STORAGE2_TOTAL_SPACE

${device.EXT ERNAL_STORAGE2_TOTAL_SPACE}

외부 스토리지가 암호화됨

EXT ERNAL_ENCRYPT ION

${device.EXT ERNAL_ENCRYPT ION}

FileVault 사용

IS_FILEVAULT _ENABLED

${device.IS_FILEVAULT _ENABLED}

방화벽 상태

DEVICE_FIREWALL_STAT US

${device.DEVICE_FIREWALL_STAT US}

방화벽 상태

FIREWALL_STAT US

${device.FIREWALL_STAT US}

펌웨어 버전

FIRMWARE_VERSION

${device.FIRMWARE_VERSION}

첫 번째 동기화

ZMSP_FIRST _SYNC

${device.ZMSP_FIRST _SYNC}

Google Directory 별칭

GOOGLE_AW_DIRECTORY_GOOGLE_ALIAS

${device.GOOGLE_AW_DIRECTORY_GOOGLE_ALIAS}

Google Directory 패밀리 이름

GOOGLE_AW_DIRECTORY_FAMILY_NAME

${device.GOOGLE_AW_DIRECTORY_FAMILY_NAME}

Google Directory 이름

GOOGLE_AW_DIRECTORY_NAME

${device.GOOGLE_AW_DIRECTORY_NAME}

Google Directory 기본 전자 메일

GOOGLE_AW_DIRECTORY_PRIMARY

${device.GOOGLE_AW_DIRECTORY_PRIMARY}

Google Directory 사용자 ID

GOOGLE_AW_DIRECTORY_USER_ID

${device.GOOGLE_AW_DIRECTORY_USER_ID}

GPS 고도

GPS_ALT IT UDE_FROM_GPS

${device.GPS_ALT IT UDE_FROM_GPS}

GPS 코스

GPS_COURSE_FROM_GPS

${device.GPS_COURSE_FROM_GPS}

GPS 수평 정확도

GPS_HORIZONTAL_ACCURACY_FROM_GPS

${device.GPS_HORIZONTAL_ACCURACY_FROM_GPS}

GPS 위도

GPS_LAT IT UDE_FROM_GPS

${device.GPS_LAT IT UDE_FROM_GPS}

GPS 경도

GPS_LONGIT UDE_FROM_GPS

${device.GPS_LONGIT UDE_FROM_GPS}

GPS 속도

GPS_SPEED_FROM_GPS

${device.GPS_SPEED_FROM_GPS}

GPS 타임스탬프

GPS_T IMESTAMP_FROM_GPS

${device.GPS_T IMESTAMP_FROM_GPS}

GPS 수직 정확도

GPS_VERT ICAL_ACCURACY_FROM_GPS

${device.GPS_VERT ICAL_ACCURACY_FROM_GPS}

하드웨어 장치 ID

HW_DEVICE_ID

${device.HW_DEVICE_ID}

하드웨어 암호화 기능

HARDWARE_ENCRYPT ION_CAPS

${device.HARDWARE_ENCRYPT ION_CAPS}

HAS_CONTAINER

HAS_CONTAINER

${device.HAS_CONTAINER}

IT UNES_STORE_ACCOUNT _HASH

${device.IT UNES_STORE_ACCOUNT _HASH}

SIM_CARRIER_NET WORK

${device.SIM_CARRIER_NET WORK}

현재 로그온되어 있는 iTunes 스토어 계정
의 해시
홈 이동 통신 사업자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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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모바일 국가 코드

SIM_MCC

${device.SIM_MCC}

홈 모바일 네트워크 코드

SIM_MNC

${device.SIM_MNC}

HTC API 버전

HTC_MDM_VERSION

${device.HTC_MDM_VERSION}

HTC MDM API 사용 가능

HTC_MDM

${device.HTC_MDM}

ICCID

ICCID

${device.ICCID}

ID

AS_DEVICE_IDENT IT Y

${device.AS_DEVICE_IDENT IT Y}

IMEI/MEID 번호

IMEI

${device.IMEI}

IMSI

SIM_ID

${device.SIM_ID}

내부 스토리지가 암호화됨

LOCAL_ENCRYPT ION

${device.LOCAL_ENCRYPT ION}

IP 위치

IP_LOCAT ION

${device.IP_LOCAT ION}

IPV4 주소

IP_ADDRESSV4

${device.IP_ADDRESSV4}

IPV6 주소

IP_ADDRESSV6

${device.IP_ADDRESSV6}

실행 시간

WINDOWS_HAS_ISSUED_AT

${device.WINDOWS_HAS_ISSUED_AT }

탈옥/루팅

ROOT _ACCESS

${device.ROOT _ACCESS}

커널 디버깅이 사용됩니까?

WINDOWS_HAS_OS_KERNEL_DEBUGGING_ENABLED

${device.WINDOWS_HAS_OS_KERNEL_DEBUGGING_ENABLED}

키오스크 모드

IS_KIOSK

${device.IS_KIOSK}

마지막으로 알려진 IP 주소

LAST _IP_ADDR

${device.LAST _IP_ADDR}

마지막 정책 업데이트 시간

LAST _POLICY_UPDAT E_T IME

${device.LAST _POLICY_UPDAT E_T IME}

마지막 검사 날짜

PreviousScanDate

${device.PreviousScanDate}

마지막 검사 결과

PreviousScanResult

${device.PreviousScanResult}

마지막으로 예약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AVAILABLE_OS_UPDAT E_INSTALL_LAST _AT T EMPT _T IME

${device.AVAILABLE_OS_UPDAT E_INSTALL_LAST _AT T EMPT _T IME}

AVAILABLE_OS_UPDAT E_INSTALL_FAIL_MSG

${device.AVAILABLE_OS_UPDAT E_INSTALL_FAIL_MSG}

AVAILABLE_OS_UPDAT E_INSTALL_STAT US

${device.AVAILABLE_OS_UPDAT E_INSTALL_STAT US}

마지막 동기화

ZMSP_LAST _SYNC

${device.ZMSP_LAST _SYNC}

로케이터 서비스 사용

DEVICE_LOCATOR

${device.DEVICE_LOCATOR}

MAC 주소

MAC_ADDRESS

${device.MAC_ADDRESS}

MAC 주소 네트워크 연결

MAC_NET WORK_CONNECT ION

${device.MAC_NET WORK_CONNECT ION}

MAC 주소 유형

MAC_ADDRESS_T YPE

${device.MAC_ADDRESS_T YPE}

사서함 설정

GOOGLE_AW_DIRECTORY_MAILBOX_SET UP

${device.GOOGLE_AW_DIRECTORY_MAILBOX_SET UP}

마지막으로 예약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실패 메시지
마지막으로 예약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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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배터리

MAIN_BAT T ERY_PERCENT

${device.MAIN_BAT T ERY_PERCENT }

MDM 분실 모드 활성화

IS_MDM_LOST _MODE_ENABLED

${device.IS_MDM_LOST _MODE_ENABLED}

MDX_SHARED_ENCRYPT ION_KEY

MDX_SHARED_ENCRYPT ION_KEY

${device.MDX_SHARED_ENCRYPT ION_KEY}

MEID

MEID

${device.MEID}

휴대폰 번호

T EL_NUMBER

${device.T EL_NUMBER}

모델 ID

MODEL_ID

${device.MODEL_ID}

모델 번호

MODEL_NUMBER

${device.MODEL_NUMBER}

네트워크 어댑터 유형

NET WORK_ADAPT ER_T YPE

${device.NET WORK_ADAPT ER_T YPE}

NitroDesk TouchDown이 설치됨

TOUCHDOWN_FIND

${device.TOUCHDOWN_FIND}

TOUCHDOWN_LICENSED_VIA_MDM

${device.TOUCHDOWN_LICENSED_VIA_MDM}

운영 체제 빌드

SYST EM_OS_BUILD

${device.SYST EM_OS_BUILD}

운영 체제 버전

OS_EDIT ION

${device.OS_EDIT ION}

운영 체제 언어(로캘)

SYST EM_LANGUAGE

${device.SYST EM_LANGUAGE}

운영 체제 버전

SYST EM_OS_VERSION

${device.SYST EM_OS_VERSION}

조직 주소

ORGANIZAT ION_ADDRESS

${device.ORGANIZAT ION_ADDRESS}

조직 전자 메일

ORGANIZAT ION_EMAIL

${device.ORGANIZAT ION_EMAIL}

조직 매직

ORGANIZAT ION_MAGIC

${device.ORGANIZAT ION_MAGIC}

조직 이름

ORGANIZAT ION_NAME

${device.ORGANIZAT ION_NAME}

조직 전화 번호

ORGANIZAT ION_PHONE

${device.ORGANIZAT ION_PHONE}

규정 위반

OUT _OF_COMPLIANCE

${device.OUT _OF_COMPLIANCE}

소유자

CORPORAT E_OWNED

${device.CORPORAT E_OWNED}

암호 규정 준수

PASSCODE_IS_COMPLIANT

${device.PASSCODE_IS_COMPLIANT }

구성을 준수하는 암호

PASSCODE_IS_COMPLIANT _WIT H_CFG

${device.PASSCODE_IS_COMPLIANT _WIT H_CFG}

현재 암호

PASSCODE_PRESENT

${device.PASSCODE_PRESENT }

PCR0

WINDOWS_HAS_PCR0

${device.WINDOWS_HAS_PCR0}

경계 위반

GPS_PERIMET ER_BREACH

${device.GPS_PERIMET ER_BREACH}

정기적인 확인

PerformPeriodicCheck

${device.PerformPeriodicCheck}

개인 핫스폿이 활성화됨

PERSONAL_HOT SPOT _ENABLED

${device.PERSONAL_HOT SPOT _ENABLED}

지오펜스의 PIN 코드

PIN_CODE_FOR_GEO_FENCE

${device.PIN_CODE_FOR_GEO_FENCE}

플랫폼

SYST EM_PLAT FORM

${device.SYST EM_PLAT FORM}

플랫폼 API 수준

API_LEVEL

${device.API_LEVEL}

NitroDesk TouchDown이 MDM을 통해 라
이센스 부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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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이름

POLICY_NAME

${device.POLICY_NAME}

기본 전화 번호

IDENT IT Y1_PHONENUMBER

${device.IDENT IT Y1_PHONENUMBER}

기본 SIM 이동 통신 사업자 운영자

IDENT IT Y1_CARRIER_NET WORK_OPERATOR

${device.IDENT IT Y1_CARRIER_NET WORK_OPERATOR}

기본 SIM ICCID

IDENT IT Y1_ICCID

${device.IDENT IT Y1_ICCID}

기본 SIM 카드 IMEI

IDENT IT Y1_IMEI

${device.IDENT IT Y1_IMEI}

기본 SIM 카드 IMSI

IDENT IT Y1_IMSI

${device.IDENT IT Y1_IMSI}

기본 SIM 카드 로밍

IDENT IT Y1_ROAMING

${device.IDENT IT Y1_ROAMING}

기본 SIM 로밍 규정 준수

IDENT IT Y1_ROAMING_COMPLIANCE

${device.IDENT IT Y1_ROAMING_COMPLIANCE}

제품 이름

PRODUCT _NAME

${device.PRODUCT _NAME}

게시자 장치 ID

PUBLISHER_DEVICE_ID

${device.PUBLISHER_DEVICE_ID}

재설정 횟수

WINDOWS_HAS_RESET _COUNT

${device.WINDOWS_HAS_RESET _COUNT }

다시 시작 횟수

WINDOWS_HAS_RESTART _COUNT

${device.WINDOWS_HAS_RESTART _COUNT }

안전 모드가 사용됩니까?

WINDOWS_HAS_SAFE_MODE

${device.WINDOWS_HAS_SAFE_MODE}

Samsung KNOX API 사용 가능

SAMSUNG_KNOX

${device.SAMSUNG_KNOX}

Samsung KNOX API 버전

SAMSUNG_KNOX_VERSION

${device.SAMSUNG_KNOX_VERSION}

Samsung KNOX 증명

SAMSUNG_KNOX_AT T EST ED

${device.SAMSUNG_KNOX_AT T EST ED}

Samsung KNOX 증명 업데이트 날짜

SAMSUNG_KNOX_AT T _UPDAT ED_T IME

${device.SAMSUNG_KNOX_AT T _UPDAT ED_T IME}

Samsung SAFE API 사용 가능

SAMSUNG_MDM

${device.SAMSUNG_MDM}

Samsung SAFE API 버전

SAMSUNG_MDM_VERSION

${device.SAMSUNG_MDM_VERSION}

SBCP 해시

WINDOWS_HAS_SBCP_HASH

${device.WINDOWS_HAS_SBCP_HASH}

화면: 높이

SCREEN_HEIGHT

${device.SCREEN_HEIGHT }

화면: 색상 수

SCREEN_NB_COLORS

${device.SCREEN_NB_COLORS}

화면: 크기

SCREEN_SIZE

${device.SCREEN_SIZE}

화면: 너비

SCREEN_WIDT H

${device.SCREEN_WIDT H}

화면: X축 해상도

SCREEN_XDPI

${device.SCREEN_XDPI}

화면: Y축 해상도

SCREEN_YDPI

${device.SCREEN_YDPI}

보조 전화 번호

IDENT IT Y2_PHONENUMBER

${device.IDENT IT Y2_PHONENUMBER}

보조 SIM 이동 통신 사업자 운영자

IDENT IT Y2_CARRIER_NET WORK_OPERATOR

${device.IDENT IT Y2_CARRIER_NET WORK_OPERATOR}

보조 SIM ICCID

IDENT IT Y2_ICCID

${device.IDENT IT Y2_ICCID}

보조 SIM 카드 IMEI

IDENT IT Y2_IMEI

${device.IDENT IT Y2_IME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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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 SIM 카드 IMSI

IDENT IT Y2_IMSI

${device.IDENT IT Y2_IMSI}

보조 SIM 카드 로밍

IDENT IT Y2_ROAMING

${device.IDENT IT Y2_ROAMING}

보조 SIM 로밍 규정 준수

IDENT IT Y2_ROAMING_COMPLIANCE

${device.IDENT IT Y2_ROAMING_COMPLIANCE}

보안 부팅이 사용됩니까?

WINDOWS_HAS_SECURE_BOOT _ENABLED

${device.WINDOWS_HAS_SECURE_BOOT _ENABLED}

보안 부팅 상태

SECURE_BOOT _STAT E

${device.SECURE_BOOT _STAT E}

SecureContainer 사용

DLP_ACT IVE

${device.DLP_ACT IVE}

보안 패치 수준

SYST EM_SECURIT Y_PATCH_LEVEL

${device.SYST EM_SECURIT Y_PATCH_LEVEL}

일련 번호

SERIAL_NUMBER

${device.SERIAL_NUMBER}

SMS 지원

IS_SMS_CAPABLE

${device.IS_SMS_CAPABLE}

Sony Enterprise API 사용 가능

SONY_MDM

${device.SONY_MDM}

Sony Enterprise API 버전

SONY_MDM_VERSION

${device.SONY_MDM_VERSION}

감독됨

SUPERVISED

${device.SUPERVISED}

일시 중단 이유

GOOGLE_AW_DIRECTORY_SUSPENT ION_REASON

${device.GOOGLE_AW_DIRECTORY_SUSPENT ION_REASON}

무단 변경된 상태

TAMPERED_STAT US

${device.TAMPERED_STAT US}

약관

T ERMS_AND_CONDIT IONS

${device.T ERMS_AND_CONDIT IONS}

약관에 동의하십니까?

GOOGLE_AW_DIRECTORY_AGREED_TO_T ERMS

${device.GOOGLE_AW_DIRECTORY_AGREED_TO_T ERMS}

테스트 서명이 사용됩니까?

WINDOWS_HAS_T EST _SIGNING_ENABLED

${device.WINDOWS_HAS_T EST _SIGNING_ENABLED}

총 RAM

MEMORY

${device.MEMORY}

총 스토리지 공간

TOTAL_DISK_SPACE

${device.TOTAL_DISK_SPACE}

T PM 버전

T PM_VERSION

${device.T PM_VERSION}

UDID

UDID

${device.UDID}

사용자 계정 제어 상태

UAC_STAT US

${device.UAC_STAT US}

사용자 에이전트

USER_AGENT

${device.USER_AGENT }

사용자 정의 #1

USER_DEFINED_1

${device.USER_DEFINED_1}

사용자 정의 #2

USER_DEFINED_2

${device.USER_DEFINED_2}

사용자 정의 #3

USER_DEFINED_3

${device.USER_DEFINED_3}

사용자 언어(로캘)

USER_LANGUAGE

${device.USER_LANGUAGE}

공급업체

VENDOR

${device.VENDOR}

음성 지원

IS_VOICE_CAPABLE

${device.IS_VOICE_CAPABLE}

음성 로밍 허용

VOICE_ROAMING_ENABLED

${device.VOICE_ROAMING_ENAB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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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SM이 사용됩니까?

WINDOWS_HAS_VSM_ENABLED

${device.WINDOWS_HAS_VSM_ENABLED}

WiFi MAC 주소

WIFI_MAC

${device.WIFI_MAC}

WINDOWS_ENROLLMENT _KEY

WINDOWS_ENROLLMENT _KEY

${device.WINDOWS_ENROLLMENT _KEY}

WinPE가 사용됩니까?

WINDOWS_HAS_WINPE

${device.WINDOWS_HAS_WINPE}

WNS 알림 상태

PROPERT Y_WNS_PUSH_STAT US

${device.PROPERT Y_WNS_PUSH_STAT US}

WNS 알림 URL

PROPERT Y_WNS_PUSH_URL

${device.PROPERT Y_WNS_PUSH_URL}

WNS 알림 URL 만료 날짜

PROPERT Y_WNS_PUSH_URL_EXPIRY

${device.PROPERT Y_WNS_PUSH_URL_EXPIRY}

XenMobile 에이전트 ID

ENROLLMENT _AGENT _ID

${device.ENROLLMENT _AGENT _ID}

XenMobile 에이전트 수정

EW_REVISION

${device.EW_REVISION}

XenMobile 에이전트 버전

EW_VERSION

${device.EW_VERSION}

Zebra API 사용 가능

ZEBRA_MDM

${device.ZEBRA_MDM}

Zebra MXMF 버전

ZEBRA_MDM_VERSION

${device.ZEBRA_MDM_VERSION}

Zebra 패치 버전

ZEBRA_PATCH_VERSION

${device.ZEBRA_PATCH_VERSION}

기본 제공 사용자 속성을 가져오는 매크로
표시 이름

매크로

domainname(도메인 이름 또는 기본 도메인)

${user.domainname}

loginname(사용자 이름 + 도메인 이름)

${user.loginname}

username(도메인이 있는 경우 도메인을 제외한 로그인 이름)

${user.username}

모든 사용자 속성에 대한 매크로
표시 이름

웹 요소

매크로

Active Directory 실패한 로그온 시도 횟수

badpwdcount

${user.badpwdcount}

ActiveSync 사용자 전자 메일

asuseremail

${user.asuseremail}

ASM 데이터 원본

asmpersonsource

${user.asmpersonsource}

ASM DEP 계정 이름

asmdepaccount

${user.asmdepaccount}

ASM 관리되는 Apple ID

asmpersonmanagedappleid

${user.asmpersonmanagedappleid}

ASM 암호 유형

asmpersonpasscodetype

${user.asmpersonpasscodetype}

ASM 사용자 ID

asmpersonid

${user.asmpersonid}

ASM 사용자 상태

asmpersonstatus

${user.asmpersonstatus}

ASM 사용자 직위

asmpersontitle

${user.asmpersontitle}

ASM 사용자 고유 ID

asmpersonuniqueid

${user.asmpersonuniqueid}

ASM 소스 시스템 ID

asmpersonsourcesystemid

${user.asmpersonsourcesystem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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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M 학생의 학년

asmpersongrade

${user.asmpersongrade}

BES 사용자 전자 메일

besuseremail

${user.besuseremail}

회사

company

${user.company}

회사 이름

companyname

${user.companyname}

국가

c

${user.c}

부서

department

${user.department}

설명

description

${user.description}

사용하지 않는 사용자

disableduser

${user.disableduser}

표시 이름

displayname

${user.displayname}

고유 이름

distinguishedname

${user.distinguishedname}

도메인 이름

domainname

${user.domainname}

전자 메일

mail

${user.mail}

이름

givenname

${user.givenname}

집 주소

homestreetaddress

${user.homestreetaddress}

집 구/군/시

homecity

${user.homecity}

집 국가

homecountry

${user.homecountry}

집 팩스

homefax

${user.homefax}

집 전화

homephone

${user.homephone}

집 시/도/지역

homestate

${user.homestate}

집 우편 번호

homezip

${user.homezip}

IP 전화

ipphone

${user.ipphone}

중간 이니셜

middleinitial

${user.middleinitial}

중간 이름

middlename

${user.middlename}

모바일

mobile

${user.mobile}

이름

cn

${user.cn}

사무실 주소

physicaldeliveryofﬁcename

${user.physicaldeliveryofﬁcename}

사무실 구/군/시

l

${user.l}

사무실 팩스 번호

facsimiletelephonenumber

${user.facsimiletelephonenumber}

사무실 시/도

st

${user.st}

사무실 세부 주소

ofﬁcestreetaddress

${user.ofﬁcestreetaddress}

사무실 전화 번호

telephonenumber

${user.telephonenu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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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우편 번호

postalcode

${user.postalcode}

사서함

postofﬁcebox

${user.postofﬁcebox}

호출기

pager

${user.pager}

주 그룹 ID

primarygroupid

${user.primarygroupid}

SAM 계정

samaccountname

${user.samaccountname}

세부 주소

streetaddress

${user.streetaddress}

성

sn

${user.sn}

직위

title

${user.title}

사용자 로그온 이름

userprincipalname

${user.userprincipal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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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된 동작
Feb 21, 20 18

XenMobile에서 이벤트, 사용자 또는 장치 속성 또는 사용자 장치의 앱 존재에 대한 반응을 프로그래밍하는 자동화 동작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동화 동작을 만드는 경우 사용자 장치가 XenMobile에 연결할 때 동작의 트리거에 따른 효과를 설정할 수 있습니
다. 이벤트가 트리거되면 더 심각한 동작이 수행되기 전에 문제를 수정하도록 사용자에게 알림을 보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전에 블랙리스트에 추가한 앱(예: Words with Friends)을 감지하려면 사용자 장치에서 Words with Friends가 감지
될 때 사용자 장치를 규정 위반으로 설정하는 트리거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동작은 이어서 사용자에게 앱을 제거하여 장치를
규정 준수 상태로 되돌리라는 알림을 보냅니다. 장치를 선택적으로 초기화하는 것과 같은 더 심각한 동작을 수행하기 전에 사용
자가 준수 상태로 돌아가야 하는 시간 제한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장치가 규정을 위반한 후 사용자가 장치를 수정하여 규정 준수 상태로 돌아간 경우, 관리자는 장치를 규정 준수 상태로
재설정하는 패키지를 배포하도록 정책을 구성해야 합니다.
자동으로 발생하도록 설정하는 효과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장치를 전체적으로 또는 선택적으로 초기화
장치를 규정 위반으로 설정
장치 해지
더 심각한 조치가 취해지기 전에 문제를 수정하도록 사용자에게 알림 전송
이 문서에서는 XenMobile에서 자동화 동작을 추가, 편집 및 필터링하는 방법과 MAM 전용 모드에 대한 앱 잠금 및 앱 초기화 동
작을 구성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메모
사용자에게 알림을 보내려면 XenMobile이 메시지를 보낼 수 있도록 먼저 SMT P 및 SMS에 대한 설정에서 알림 서버를 구성해야 합니다.
XenMobile의 알림을 참조하십시오. 또한 계속하기 전에 사용하려는 모든 알림 템플릿을 설정합니다. 알림 템플릿 설정에 대한 자세한 내
용은 XenMobile에서 알림 템플릿을 만들거나 업데이트하려면을 참조하십시오.

1. XenMobile 콘솔에서 구성 > 동작을 클릭합니다. 동작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2. 동작 페이지에서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추가를 클릭하여 새 동작을 추가합니다.
기존 동작을 선택하여 편집하거나 삭제합니다. 사용할 옵션을 클릭합니다.
참고: 동작 옆의 확인란을 선택하면 동작 목록 위에 옵션 메뉴가 나타납니다. 목록의 아무 위치를 클릭하면 목록 오른쪽에 옵션
메뉴가 나타납니다.
3. 동작 정보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4. 동작 정보 페이지에서 다음 정보를 입력하거나 수정합니다.
이름: 동작을 고유하게 식별하는 이름을 입력합니다. 이것은 필수 필드입니다.
설명: 동작의 의미를 설명합니다.
5. 다음을 클릭합니다. 동작 세부 정보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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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다음 예제는 이벤트 트리거를 설정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다른 트리거를 선택할 경우 여기에 표시된 것과 다른 옵션이
표시됩니다.

6. 동작 세부 정보 페이지에서 다음 정보를 입력하거나 수정합니다.
트리거 목록에서 이 동작에 대한 이벤트 트리거 유형을 클릭합니다. 각 트리거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벤트: 미리 정의된 이벤트에 반응합니다.
장치 속성: MDM 모드에서 수집된 장치의 장치 특성을 확인하고 반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장치 속성 이름 및 값을 참조
하십시오.
사용자 속성: 일반적으로 Active Directory의 사용자 특성에 반응합니다.
설치된 앱 이름: 설치되는 앱에 반응합니다. MAM 전용 모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장치에서 앱 인벤토리 정책을 사용하
도록 설정해야 합니다. 앱 인벤토리 정책은 모든 플랫폼에서 기본적으로 사용하도록 설정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앱 인벤토
리 장치 정책을 추가하려면을 참조하십시오.
7. 다음 목록에서 트리거에 대한 응답을 클릭합니다.
8. 작업 목록에서 트리거 조건이 충족될 때 수행할 동작을 클릭합니다. 알림 보내기를 제외하고 사용자가 트리거를 야기한 문제
를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을 선택합니다. 해당 시간 내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선택한 동작이 수행됩니다. 동작의 정의는 보안
동작을 참조하십시오.
알림 보내기를 선택하는 경우 이 절차의 나머지 부분에 설명된 알림 보내기 동작을 참조하십시오.
9. 다음 목록에서 알림에 사용할 템플릿을 선택합니다. 해당 알림 유형에 대한 템플릿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선택한 이벤트와
관련된 알림 템플릿이 나타납니다. 해당하는 템플릿이 없는 경우에는 "이 이벤트 유형에 대한 템플릿이 없습니다"라는 메시지
와 함께 템플릿 구성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설정에서 알림 템플릿을 사용하여 템플릿을 만듭니다.
참고: 사용자에게 알림을 보내려면 XenMobile이 메시지를 보낼 수 있도록 먼저 SMT P 및 SMS에 대한 설정에서 알림 서버를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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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해야 합니다. XenMobile의 알림을 참조하십시오. 또한 계속하기 전에 사용하려는 모든 알림 템플릿을 설정합니다. 알림 템플
릿 설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XenMobile에서 알림 템플릿을 만들거나 업데이트하려면을 참조하십시오.

참고: 템플릿을 선택한 후 알림 메시지 미리 보기를 클릭하여 알림을 미리 볼 수 있습니다.

10. 다음 필드에서 동작을 수행하기 전의 지연을 일, 시간 또는 분으로 설정하고 사용자가 트리거를 야기한 문제를 해결하기 전
까지 동작을 반복할 간격을 설정합니다.

11. 요약에서 의도한 자동화 동작이 만들어졌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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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동작 세부 정보를 구성한 후 각 플랫폼에 대한 배포 규칙을 개별적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선택한 각 플랫폼
에 대한 13단계를 완료합니다.
13. 배포 규칙을 구성합니다.
배포 규칙을 확장합니다. 기본적으로 기본 탭이 표시됩니다.
목록에서 옵션을 클릭하여 동작을 배포할 시기를 결정합니다.
1. 모든 조건이 충족되거나 일부 조건이 충족될 때 동작을 배포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본 옵션은 모두입니다.
2. 조건을 정의하려면 새 규칙을 클릭합니다.
3. 목록에서 장치 소유권 및 BYOD 같은 조건을 클릭합니다.
4. 조건을 더 추가하려면 새 규칙을 다시 클릭합니다. 원하는 만큼 많은 조건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고급 탭을 클릭하여 규칙을 부울 옵션과 결합합니다.
기본 탭에서 선택한 조건이 표시됩니다.
추가 고급 부울 논리를 사용하여 규칙을 결합하거나, 편집하거나, 추가할 수 있습니다.
1. 그리고, 또는이나 아님을 클릭합니다.
2. 표시되는 목록에서 규칙에 추가할 조건을 선택한 후 오른쪽의 더하기 기호(+)를 클릭하여 규칙에 조건을 추가합니다.
언제든지 조건을 클릭하여 선택한 다음 편집을 클릭하여 조건을 변경하거나 삭제를 클릭하여 조건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3. 조건을 더 추가하려면 새 규칙을 다시 클릭합니다.
이 예제에서 장치 소유권은 BYOD이고 장치 로컬 암호화는 True여야 하며, 장치는 암호 규정을 준수해야 하고 장치 모바일 국가 코드
는 Andorra만 될 수 없습니다.

14. 동작에 대한 플랫폼 배포 규칙을 구성한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동작 할당 페이지가 나타나면 여기에서 배달 그룹에 동작을
할당합니다. 이 단계는 선택 사항입니다.
15. 배달 그룹 선택 옆에서 정책을 할당할 배달 그룹을 입력하여 찾거나 목록에서 그룹을 하나 이상 선택합니다. 선택한 그룹이
오른쪽의 앱 할당을 받을 배달 그룹 목록에 나타납니다.
16. 배포 일정을 확장하고 다음 설정을 구성합니다.
배포 옆에서 켜짐을 클릭하여 배포를 예약하거나 꺼짐을 클릭하여 배포를 차단합니다. 기본 옵션은 켜짐입니다. 꺼짐을 선택
하는 경우 다른 옵션을 구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배포 일정 옆에서 지금 또는 나중에를 클릭합니다. 기본 옵션은 지금입니다.
나중에를 클릭하는 경우 달력 아이콘을 클릭하고 배포 날짜와 시간을 선택합니다.
배포 조건 옆에서 모든 연결에서를 클릭하거나 이전 배포가 실패한 경우에만을 클릭합니다. 기본 옵션은 모든 연결에서입니
다.
상시 연결에 대해 배포 옆에서 켜짐 또는 꺼짐을 클릭합니다. 기본 옵션은 꺼짐입니다.
참고: 이 옵션은 설정 > 서버 속성에서 백그라운드 배포 키 예약을 구성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iOS 장치에는 상시 연결 옵션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참고: 구성한 배포 일정은 모든 플랫폼에 대해 동일합니다. 변경 사항은 모든 플랫폼에 적용되지만 상시 연결에 대해 배포를 선
택한 경우 iOS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17. 다음을 클릭합니다. 요약 페이지가 나타나고 여기서 동작 구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8. 저장 을 클릭하여 작업을 저장합니다.

MAM 전용 모드에 대한 앱 잠금 및 앱 초기화 동작
XenMobile 콘솔에 나열된 모든 4개 범주의 트리거(이벤트, 장치 속성, 사용자 속성 및 설치된 앱 이름)에 대한 응답으로 장치의
앱을 초기화하거나 잠글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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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앱 초기화 또는 앱 잠금을 구성하려면
1. XenMobile 콘솔에서 구성 > 동작을 클릭합니다.
2. 동작 페이지에서 추가를 클릭합니다.
3. 동작 정보 페이지에서 동작 이름과 선택적 설명을 입력합니다.
4. 동작 세부 정보 페이지에서 원하는 트리거를 선택합니다.
5. 동작에서 동작을 선택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다음 조건을 유의하십시오.
트리거 유형이 이벤트이고 값이 Active Directory에서 사용하지 않도록 설정된 사용자인 경우 앱 초기화 및 앱 잠금 동작이 표
시되지 않습니다.
트리거 유형이 장치 속성이고 값이 MDM 분실 모드 활성화인 경우 다음 동작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장치를 선택적으로 초기화
장치를 완전히 초기화
장치 해지
각 옵션에 대해 1시간이 지연이 자동으로 설정되지만 지연 기간을 분, 시간 또는 일 단위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연은 가능한
경우 동작을 수행하기 전에 사용자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합니다. RBAC를 사용하여 역할 구성의 항목에서 앱 초
기화 및 앱 잠금 동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메모
트리거를 이벤트로 설정하는 경우 반복 간격은 자동으로 최소 1시간으로 설정됩니다. 알림을 수신하려면 장치에서 정책 새로 고침을 수
행하여 서버와 동기화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장치는 사용자가 로그온하거나 Secure Hub를 통해 수동으로 정책을 새로 고칠 때 서버와
동기화됩니다.
Active Directory 데이터베이스가 XenMobile과 동기화될 수 있도록 동작이 수행되기 전에 약 1시간의 추가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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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배포 규칙을 구성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7. 배달 그룹 할당 및 배포 일정을 구성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8. 저장을 클릭합니다.
앱 잠금 또는 앱 초기화 상태를 확인하려면
1. 관리 > 장치로 이동하고 장치를 클릭한 후 자세히 표시를 클릭합니다.

2. 장치 앱 초기화 및 장치 앱 잠금으로 스크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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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가 초기화되면 PIN 코드를 입력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사용자가 코드를 잊은 경우 장치 세부 정보에서 코드를 조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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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링 및 지원
Feb 21, 20 18

XenMobile 대시보드 및 XenMobile 지원 페이지를 사용하여 XenMobile Server를 모니터링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XenMobile 지원 페이지를 사용하여 지원 관련 정보 및 도구에 액세스합니다.
온-프레미스 XenMobile Server의 경우 XenMobile CLI에서도 동작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명령줄 인터페이스 옵
션을 참조하십시오.
XenMobile 콘솔에서 오른쪽 위 모서리의 렌치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문제 해결 및 지원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XenMobile 지원 페이지를 사용하여 다음을 수행합니다.
진단 액세스
지원 번들 만들기(온-프레미스 설치에만 해당)
Citrix 제품 설명서 및 Knowledge Center에 대한 링크 액세스
로그 작업 액세스
고급 구성 옵션 사용
도구 및 유틸리티 집합 액세스
또한 XenMobile 콘솔 대시보드에 액세스하여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를 사용하면 위젯을 통해 신속하게 문
제점과 성공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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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시보드는 일반적으로 XenMobile 콘솔에 로그온할 때 처음 나타나는 페이지입니다. 콘솔의 다른 곳에서 대시보드에 액세스하
려면 분석을 클릭합니다. 페이지의 레이아웃을 편집하고 나타나는 위젯을 편집하려면 대시보드에서 사용자 지정을 클릭합니
다.
내 대시보드: 최대 네 개의 대시보드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시보드를 개별적으로 편집하고 저장된 대시보드를 선택
하여 각 대시보드를 볼 수 있습니다.
레이아웃 스타일: 이 행에서는 대시보드에 표시되는 위젯 수와 위젯 배치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위젯 선택: 대시보드에 표시할 정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알림: 왼쪽의 숫자 위에 있는 확인란을 선택하여 위젯 위에 알림 표시줄을 추가합니다. 이 표시줄에는 규격 장치, 비활성 장
치 및 지난 24시간 동안 초기화되거나 등록된 장치의 수가 표시됩니다.
장치(플랫폼 기준): 플랫폼별로 관리되는 장치와 관리되지 않는 장치의 수를 표시합니다.
장치(이동 통신 사업자 기준): 이동 통신 사업자별로 관리되는 장치와 관리되지 않는 장치의 수를 표시합니다. 각 표시줄을
클릭하여 플랫폼별 분석을 볼 수 있습니다.
관리되는 장치(플랫폼 기준): 플랫폼별로 관리되는 장치의 수를 표시합니다.
관리되지 않는 장치(플랫폼 기준): 플랫폼별로 관리되지 않는 장치의 수를 표시합니다. 이 차트에 나타나는 장치는 에이전
트가 설치되어 있지만 권한이 해지되었거나 초기화되었을 수 있습니다.
장치(ActiveSync Gateway 상태 기준): ActiveSync Gateway 상태별로 그룹화된 장치 수를 표시합니다. 정보에는 차단됨,
허용됨 또는 알 수 없음 상태가 표시됩니다. 각 표시줄을 클릭하여 플랫폼별로 데이터를 분류할 수 있습니다.
장치(소유권 기준): 소유권 상태별로 그룹화된 장치 수를 표시합니다. 정보에는 회사 소유, 직원 소유 또는 알 수 없는 소유
권 상태가 표시됩니다.
Android TouchDown 라이센스 상태: T ouchDown 라이센스가 있는 장치의 수를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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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한 배달 그룹 배포: 패키지당 실패한 배포의 총 수를 표시합니다. 배포에 실패한 패키지만 나타납니다.
장치(차단된 이유 기준): ActiveSync에 의해 차단된 장치의 수를 표시합니다.
설치된 앱: 앱 정보의 그래프에 대한 앱 이름을 입력합니다.
VPP 앱 라이센스 사용 현황: Apple Volume Purchase Program 앱에 대한 라이센스 사용 현황 통계를 표시합니다.
각 위젯에서 개별 부분을 클릭하여 자세한 정보를 드릴다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작 드롭다운을 클릭하여 정보를 .csv 파일로 내보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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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번들의 데이터 익명화
Feb 21, 20 18

XenMobile에서 지원 번들을 만드는 경우 중요한 사용자, 서버 및 네트워크 데이터가 기본적으로 익명으로 만들어집니다. 익명
화 및 익명화 취소 페이지에서 이 동작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를 익명화할 때 XenMobile이 저장하는 매핑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도 있습니다. Citrix 지원에서 데이터의 익명화를 취소하고 특정 사용자 또는 장치의 문제를 찾기 위해 이 파일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XenMobile 콘솔에서 오른쪽 위 모서리의 렌치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지원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2. 지원 페이지에서 고급 아래에 있는 익명화 및 익명화 취소를 클릭합니다. 익명화 및 익명화 취소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3. 지원 번들 익명화에서 데이터를 익명화할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기본값은 켜짐입니다.
4. 익명화 취소 옆에서 익명화 취소 파일 다운로드를 클릭하여 문제 진단을 위해 특정 장치 또는 사용자 정보가 필요할 경우
Citrix 지원에 보낼 매핑 파일을 다운로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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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확인
Feb 21, 20 18

XenMobile 지원 페이지에서 NetScaler Gateway 및 기타 서버/위치에 대한 XenMobile 연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XenMobile 연결 확인 수행
1. XenMobile 콘솔에서 오른쪽 위 모서리의 렌치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지원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2. 진단 아래에서 XenMobile 연결 확인을 클릭합니다. XenMobile 연결 확인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XenMobile 환경에 클러스
터된 노드가 포함되는 경우 모든 노드가 표시됩니다.

2. 연결 테스트에 포함할 서버를 선택한 후 연결 테스트를 클릭합니다. 테스트 결과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3. 테스트 결과 테이블에서 서버를 선택하여 해당 서버에 대한 자세한 결과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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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Scaler Gateway 연결 확인 수행
1. 지원 페이지의 진단 아래에서 NetScaler Gateway 연결 확인을 클릭합니다. NetScaler Gateway 연결 확인 페이지가 나타
납니다. NetScaler Gateway 서버를 추가하지 않은 경우 테이블은 비어 있습니다.

2. 추가를 클릭합니다. NetScaler Gateway 서버 추가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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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NetScaler Gateway 관리 IP에서 테스트하려는 NetScaler Gateway가 실행되는 서버의 관리 IP 주소를 입력합니다.
참고: 이전에 이미 추가된 NetScaler Gateway 서버에 대한 연결 확인을 수행하는 경우 해당 IP 주소가 제공됩니다.
4. 이 NetScaler Gateway의 관리자 자격 증명을 입력합니다.
참고: 이전에 이미 추가된 NetScaler Gateway 서버에 대한 연결 확인을 수행하는 경우 해당 사용자 이름이 제공됩니다.
5. 추가를 클릭합니다. NetScaler Gateway가 NetScaler Gateway 연결 확인 페이지의 테이블에 추가됩니다.
6. NetScaler Gateway 서버를 선택한 후에 연결 테스트를 클릭합니다. 테스트 결과 테이블에 결과가 표시됩니다.
7. 테스트 결과 테이블에서 서버를 선택하여 해당 서버에 대한 자세한 결과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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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환경 개선 프로그램
Feb 21, 20 18

Citrix CEIP(사용자 환경 개선 프로그램)는 XenMobile에서 익명의 구성 및 사용 현황 데이터를 수집하여 Citrix에 보냅니다. 이 데
이터는 Citrix가 XenMobile의 품질, 안정성 및 성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CEIP 참여는 전적으로 자발적입니다.
XenMobile을 처음 설치하거나 업데이트를 설치할 때 CEIP 참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참여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주 단위로 데
이터가 수집되며 성능 및 사용 현황 데이터는 매 시간 수집됩니다. 데이터는 디스크에 저장되고 HT T PS를 통해 안전하게 Citrix
로 매주 전송됩니다. XenMobile 콘솔에서 CEIP 참여 여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CEIP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bout the Citrix
Customer Experience Improvement Program (CEIP)(Citrix CEIP(사용자 환경 개선 프로그램)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CEIP 참여 선택
XenMobile을 처음 설치하거나 업데이트를 수행하면 참여할지를 묻는 다음 대화 상자가 표시됩니다.

CEIP 참여 설정 변경
1. CEIP 참여 설정을 변경하려면 XenMobile 콘솔에서 오른쪽 위 모서리의 기어 아이콘을 클릭하여 설정 페이지를 엽니다.
2. 서버에서 환경 개선 프로그램을 클릭합니다. 사용자 환경 개선 프로그램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표시되는 정확한 페이지는 현
재 CEIP 참여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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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재 CEIP에 참여 중이고 참여를 중지하려는 경우 참여 중지를 클릭합니다.
4. 현재 CEIP에 참여하고 있지 않고 참여를 시작하려는 경우 참여 시작을 클릭합니다.
5. 저장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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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
Feb 21, 20 18

XenMobile에서 생성하는 로그 출력을 사용자 지정하도록 로그 설정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클러스터된 XenMobile 서버가 있는
경우 XenMobile 콘솔에서 로그 설정을 구성하면 해당 설정이 클러스터의 다른 모든 서버와 공유됩니다.
1. XenMobile 콘솔에서 오른쪽 위 모서리의 렌치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지원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2. 로그 작업 아래에서 로그 설정을 클릭합니다. 로그 설정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로그 설정 페이지에서 다음과 같은 옵션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로그 크기. 이 옵션을 사용하여 로그 파일의 크기와 데이터베이스에 유지되는 최대 로그 백업 파일 수를 제어합니다. 로그 크
기는 XenMobile에서 지원하는 각 로그(디버그 로그, 관리자 작업 로그 및 사용자 작업 로그)에 적용됩니다.
로그 수준. 이 옵션을 사용하여 로그 수준을 변경하거나 설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지정 로거. 이 옵션을 사용하여 사용자 지정 로거를 만듭니다. 사용자 지정 로그에는 클래스 이름과 로그 수준이 필요
합니다.

로그 크기 옵션을 구성하려면
1. 로그 설정 페이지에서 로그 크기를 확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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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 설정을 구성합니다.
디버그 로그 파일 크기(MB): 목록에서 5MB에서 20MB 사이의 크기를 클릭하여 디버그 파일의 최대 크기를 변경합니다. 기
본 파일 크기는 10MB입니다.
디버그 백업 파일의 최대 수: 목록에서 서버가 유지하는 디버그 파일의 최대 수를 클릭합니다. 기본적으로 XenMobile은 서버
에 50개의 백업 파일을 유지합니다.
관리자 작업 로그 파일 크기(MB): 목록에서 5MB에서 20MB 사이의 크기를 클릭하여 관리자 작업 로그 파일의 최대 크기를
변경합니다. 기본 파일 크기는 10MB입니다.
관리자 작업 백업 파일의 최대 수: 목록에서 서버가 유지하는 관리자 작업 파일의 최대 수를 클릭합니다. 기본적으로
XenMobile은 서버에 300개의 백업 파일을 유지합니다.
사용자 작업 로그 파일 크기(MB): 목록에서 5MB에서 20MB 사이의 크기를 클릭하여 사용자 작업 로그 파일의 최대 크기를
변경합니다. 기본 파일 크기는 10MB입니다.
사용자 작업 백업 파일의 최대 수: 목록에서 서버가 유지하는 사용자 작업 파일의 최대 수를 클릭합니다. 기본적으로
XenMobile은 서버에 300개의 백업 파일을 유지합니다.

로그 수준 옵션을 구성하려면
로그 수준을 사용하여 XenMobile이 로그에서 수집하는 정보의 유형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례에 대해 동일한 수준을 설
정하거나 개별 사례를 특정 수준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1. 로그 설정 페이지에서 로그 수준을 확장합니다. 모든 로그 클래스의 테이블이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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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원하는 클래스 옆에 있는 확인란을 클릭한 다음 수준 설정을 클릭하여 해당 클래스의 로그 수준을 변경합니다.
모두 편집을 클릭하여 로그 수준 변경 내용을 테이블의 모든 클래스에 적용합니다.
로그 수준을 설정하고 XenMobile 서버를 다시 부팅할 때 로그 수준 설정을 유지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로그 수준 설정 대
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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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스 이름: 모든 클래스의 로그 수준을 변경할 때에는 이 필드에 '모두'가 표시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개별 클래스 이
름이 표시됩니다. 이 필드는 편집할 수 없습니다.
하위 클래스 이름: 모든 클래스의 로그 수준을 변경할 때에는 이 필드에 '모두'가 표시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개별 클래
스의 하위 클래스 이름이 표시됩니다. 이 필드는 편집할 수 없습니다.
로그 수준: 목록에서 로그 수준을 클릭합니다. 지원되는 로그 수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심각
오류
경고
정보
디버그
추적
꺼짐
포함된 로거: 모든 클래스의 로그 수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 필드가 비어 있지만 개별 클래스의 경우에는 현재 구성된 로
거가 표시됩니다. 이 필드는 편집할 수 없습니다.
설정 유지: 서버를 다시 부팅할 때 로그 수준 설정을 유지하려면 이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이 확인란을 선택하지 않으면 서버
를 다시 부팅할 때 로그 수준 설정이 기본값으로 되돌아갑니다.
3. 설정을 클릭하여 변경 내용을 커밋합니다.

사용자 지정 로거를 추가하려면
1. 로그 설정 페이지에서 사용자 지정 로거를 확장합니다. 사용자 지정 로거 테이블이 나타납니다. 사용자 지정 로거를 추가하
지 않은 경우에는 테이블이 비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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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가를 클릭합니다. 사용자 지정 로거 추가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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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 설정을 구성합니다.
클래스 이름: 이 필드에는 사용자 지정이 표시됩니다. 이 필드는 편집할 수 없습니다.
로그 수준: 목록에서 로그 수준을 클릭합니다. 지원되는 로그 수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심각
오류
경고
정보
디버그
추적
꺼짐
포함된 로거: 사용자 지정 로거에 포함시키려는 특정 로거를 입력하거나 모든 로거를 포함시키려면 필드를 비워 둡니다.
4. 추가를 클릭합니다. 사용자 지정 로거가 사용자 지정 로거 테이블에 추가됩니다.

사용자 지정 로거를 삭제하려면
1. 로그 설정 페이지에서 사용자 지정 로거를 확장합니다.
2. 삭제할 사용자 지정 로거를 선택합니다.
3. 삭제를 클릭합니다. 사용자 지정 로거를 삭제할지 묻는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확인을 클릭합니다.
중요: 이 작업은 실행 취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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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서비스 공급자
Feb 21, 20 18

XenMobile에서 모바일 서비스 공급자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BlackBerry 및 Exchange ActiveSync 장치를 쿼리하고 작업을 실
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직에 1,000명의 사용자가 있고 각 사용자가 하나 이상의 장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용자에게 관리를 위해
XenMobile에 장치를 등록해야 한다고 알린 후 XenMobile 콘솔에 사용자가 등록한 장치 수가 나타납니다. 이 설정을 구성하면
Exchange Server에 연결한 장치 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으로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특정 사용자가 장치를 등록해야 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change Server에 연결하는 사용자 장치에 데이터 초기화와 같은 명령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1. XenMobile 콘솔에서 오른쪽 위 모서리의 기어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설정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2. 서버 아래에서 모바일 서비스 공급자를 클릭합니다. 모바일 서비스 공급자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3. 다음 설정을 구성합니다.
웹 서비스 URL: 웹 서비스의 URL을 입력합니다(예: http://XmmServer/services/xdmservice)
사용자 이름: domain\admin 형식으로 사용자 이름을 입력합니다.
암호: 암호를 입력합니다.
BlackBerry 및 ActiveSync 장치 연결 자동 업데이트: 장치 연결을 자동으로 업데이트할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기본값은 꺼
짐입니다.
연결 테스트를 클릭하여 연결을 확인합니다.
4. 저장을 클릭합니다.

https://docs.citri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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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Feb 21, 20 18

XenMobile은 앱 및 장치 배포를 분석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미리 정의된 보고서를 제공합니다. 각 보고서는 표와 차트로 표시
됩니다. 열을 기준으로 표를 정렬하고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차트의 특정 요소를 선택하여 더 자세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앱 배포 총 시도 횟수: 사용자가 자신의 장치에 설치하려고 시도한 배포된 앱을 나열합니다.
플랫폼별 앱: 앱과 앱 버전을 장치 플랫폼 및 버전별로 나열합니다.
유형별 앱: 버전, 유형 및 범주별로 앱을 나열합니다.
장치 등록: 등록된 모든 장치를 나열합니다.
장치 및 앱: 관리되는 앱을 실행 중인 장치를 나열합니다.
비활성 장치: XenMobile Server 속성 device.inactivity.days.threshold로 지정된 일 수 동안 활동이 없었던 장치의 목록입니다.
탈옥/루팅 장치: 탈옥 iOS 장치 및 루팅 Android 장치를 나열합니다.
약관: 약관 계약에 동의 및 거부한 사용자를 나열합니다. 차트 일부를 선택하여 더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상위 10개 앱: 배포에 실패한 앱을 10개까지 나열합니다.
장치 및 사용자의 블랙리스트 앱: 사용자의 장치에 있는 블랙리스트 앱을 나열합니다.
각 표의 데이터를 .csv 형식으로 내보낼 수 있으며 Microsoft Excel과 같은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열 수 있습니다. 각 보고서의 차
트를 PDF 형식으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보고서를 생성하려면:
1. XenMobile 콘솔에서 분석 > 보고를 클릭합니다. 보고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2. 생성할 보고서를 클릭합니다.

https://docs.citri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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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의 더 상세한 정보를 보려면:
자세히 볼 차트 부분을 클릭하면 상세 정보가 표시됩니다.

표 열을 정렬, 필터링 또는 검색하려면 열 머리글을 클릭합니다.

https://docs.citri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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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를 날짜로 필터링하려면:
열 머리글을 클릭하면 필터 설정이 표시됩니다.

필터 조건에서 보고되는 날짜를 제한할 방법을 선택합니다.

https://docs.citri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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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선택기를 사용하여 날짜를 지정합니다.

날짜 필터가 있는 열이 다음 예제처럼 표시됩니다.

https://docs.citri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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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터를 제거하려면 열 머리글을 클릭한 다음 필터 제거를 클릭합니다.

차트 또는 표를 내보내려면:
차트를 PDF 형식으로 내보내려면 작업> PDF로 그래프 내보내기를 클릭합니다.
표 데이터를 CSV 형식으로 내보내려면 작업 > CVS로 데이터 내보내기를 클릭합니다.

https://docs.citri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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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ortant
SQL Server를 사용하여 사용자 지정 보고서를 만들 수 있지만 이 방법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Citrix는 스키마를 게시하지 않으며 알림 없
이 스키마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의 보고를 사용하기로 결정한 경우 읽기 전용 계정을 사용하여 SQL 쿼리를 실행해야 합니다. 여
러 조인이 포함되어 실행에 시간이 다소 걸리는 쿼리는 그 시간 동안 XenMobile Server 성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https://docs.citri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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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MP 모니터링
Feb 21, 20 18

XenMobile Server에서 SNMP 모니터링을 사용하도록 설정하여 모니터링 시스템이 XenMobile 노드를 쿼리하고 노드의 정보를
가져오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쿼리에는 프로세서 로드, 로드 평균, 메모리 사용 현황 및 연결 같은 매개 변수가 사용됩니다. 인
증 및 암호화 사양을 비롯하여 SNMP v3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RFC 3414에 대한 공식 SNMP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사전 요구 사항
다음 T PC 포트를 구성합니다.
포트 161(UDP). UDP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SNMP 트래픽에 사용됩니다. 원본은 SNMP 관리자이고 대상은 XenMobile입니
다.
포트 162(UDP). XenMobile의 SNMP 트랩 알림을 SNMP 관리자로 보내는 데 사용됩니다. 원본은 XenMobile이고 대상은
SNMP 관리자입니다.
XenMobile 포트 구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포트 요구 사항을 참조하십시오.
SNMP를 포함하는 온-프레미스 XenMobile 배포의 아키텍처 다이어그램은 Reference Architecture for On-Premises
Deployments(온-프레미스 배포를 위한 참조 아키텍처)를 참조하십시오.
SNMP를 설정하는 일반적인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용자 추가. 사용자는 트랩을 수신하고 XenMobile Server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권한을 상속합니다.
2. 트랩을 수신할 SNMP 관리자 추가. 트랩은 XenMobile 노드가 사용자 정의된 최대 임계값을 초과할 경우 XenMobile에서 생
성되는 알림입니다.
3. XenMobile과 상호 작용하도록 SNMP 관리자 구성. XenMobile Server는 특정 MIB(관리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여 작
업을 수행합니다. MIB는 XenMobile 콘솔의 설정 > SNMP 구성 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합니다. 그런 다음 MIB 가져오기 도구를
사용하여 SNMP 관리자로 MIB를 가져옵니다.
참고: 모든 SNMP 관리자에는 자체 MIB 가져오기 도구가 있습니다.
4. 트랩 사용. XenMobile 콘솔에서 트랩을 사용하도록 설정하고 환경의 요구 사항에 따라 간격 및 임계값을 정의합니다.
5. 타사 SNMP 관리자에서 트랩 보기. 트랩을 보려면 SNMP 관리자를 확인합니다. 그러나 일부 관리자의 경우 관리자 외부에서
도 알림을 사용하도록 설정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자 메일에 알림을 표시하도록 구성할 수 있습니다.
XenMobile에서 생성할 수 있는 트랩은 다음과 같습니다.
트랩 이름

모니터링 OID(개체 ID)

설명

프로세서 로드

.1.3.6.1.2.1.25.3.3.1.2

사용자 정의된 간격마다 시스템의 CPU 로드를 모니터링
합니다. 로드가 사용자 지정 임계값을 초과하면
XenMobile이 SNMP 트랩을 생성합니다.

1분 동안의 로드 평균

.1.3.6.1.4.1.2021.10.1.5.1

사용자 정의된 간격마다 1분 동안 평균 시스템 로드를 모
니터링합니다. 로드 평균이 사용자 지정 임계값을 초과하
면 XenMobile이 SNMP 트랩을 생성합니다.

5분 동안의 로드 평균

https://docs.citrix.com

.1.3.6.1.4.1.2021.10.1.5.2

사용자 정의된 간격마다 5분 동안 평균 시스템 로드를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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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터링합니다. 로드 평균이 사용자 지정 임계값을 초과하
면 XenMobile이 SNMP 트랩을 생성합니다.

15분 동안의 로드 평균

.1.3.6.1.4.1.2021.10.1.5.3

사용자 정의된 모든 간격마다 15분 동안 평균 시스템 로
드를 모니터링합니다. 로드 평균이 사용자 지정 임계값을
초과하면 XenMobile이 SNMP 트랩을 생성합니다.

사용 가능한 총 메모리

.1.3.6.1.4.1.2021.4.11

사용자 정의된 모든 간격마다 사용 가능한 메모리를 모니
터링합니다. 사용 가능한 메모리가 사용자 지정 임계값을
초과하면 XenMobile이 SNMP 트랩을 생성합니다.
참고: 사용 가능한 총 메모리에는 RAM과 스왑 메모리(가
상 메모리)가 모두 포함됩니다.
총 스왑 메모리를 검색하려면 SNMP OID
.1.3.6.1.4.1.2021.4.3을 사용하여 쿼리할 수 있습니다.
사용 가능한 스왑 메모리를 검색하려면 SNMP OID
.1.3.6.1.4.1.2021.4.4를 사용하여 쿼리할 수 있습니다.

사용된 총 디스크 스토

.1.3.6.1.4.1.2021.9.1.9.1

리지

사용자 정의된 모든 간격마다 시스템 디스크 스토리지를
모니터링합니다. 디스크 스토리지가 사용자 지정 임계값
을 초과하면 XenMobile이 SNMP 트랩을 생성합니다.

Java 힙 메모리 사용 현

.1.3.6.1.4.1.3845.5.1.2.4.0

사용자 정의된 모든 간격마다 XenMobile의 JVM(Java
Virtual Machine) 힙 메모리 사용 현황을 모니터링합니다.

황

사용 현황이 사용자 지정 임계값을 초과하면 XenMobile
이 SNMP 트랩을 생성합니다.

Java Metaspace 사용

.1.3.6.1.4.1.3845.5.1.2.5.0

사용자 정의된 모든 간격마다 XenMobile의 Java
Metaspace 사용 현황을 모니터링합니다. 사용 현황이

현황

임계값을 초과하면 XenMobile이 SNMP 트랩을 생성합
니다.

LDAP 연결

.1.3.6.1.4.1.3845.5.1.1.18.1.0

사용자 정의된 모든 간격마다 LDAP 서버와 XenMobile
노드 사이의 연결을 모니터링합니다. 연결에 실패하면
XenMobile이 SNMP 트랩을 생성합니다.

DNS 연결

.1.3.6.1.4.1.3845.5.1.1.18.2.0

사용자 정의된 모든 간격마다 DNS 서버와 XenMobile 노
드 사이의 연결을 모니터링합니다. 연결에 실패하면
XenMobile이 SNMP 트랩을 생성합니다.

Google 스토어 서버
연결

https://docs.citrix.com

.1.3.6.1.4.1.3845.5.1.1.18.3.0

사용자 정의된 모든 간격마다 Google 스토어 서버와
XenMobile 노드 사이의 연결을 모니터링합니다. 연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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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하면 XenMobile이 SNMP 트랩을 생성합니다.

Windows Phone 스토

.1.3.6.1.4.1.3845.5.1.1.18.4.0

사용자 정의된 모든 간격마다 Windows Phone 스토어
서버와 XenMobile 노드 사이의 연결을 모니터링합니다.

어 연결

연결에 실패하면 XenMobile이 SNMP 트랩을 생성합니
다.

Windows Tab 스토어

.1.3.6.1.4.1.3845.5.1.1.18.5.0

사용자 정의된 모든 간격마다 Windows Tab 스토어 서버
와 XenMobile 노드 사이의 연결을 모니터링합니다. 연결

연결

에 실패하면 XenMobile이 SNMP 트랩을 생성합니다.

Windows 보안 토큰

.1.3.6.1.4.1.3845.5.1.1.18.6.0

사용자 정의된 모든 간격마다 Windows 보안 토큰 서버
와 XenMobile 노드 사이의 연결을 모니터링합니다. 연결

서버 연결

에 실패하면 XenMobile이 SNMP 트랩을 생성합니다.

Windows 알림 서버

.1.3.6.1.4.1.3845.5.1.1.18.7.0

사용자 정의된 모든 간격마다 Windows 알림 서버와
XenMobile 노드 사이의 연결을 모니터링합니다. 연결에

연결

실패하면 XenMobile이 SNMP 트랩을 생성합니다.

APNs(Apple 푸시 알림

.1.3.6.1.4.1.3845.5.1.1.18.8.0

서버) 연결

사용자 정의된 모든 간격마다 APNs와 XenMobile 노드
사이의 연결을 모니터링합니다. 연결에 실패하면
XenMobile이 SNMP 트랩을 생성합니다.

Apple 피드백 서버 연

.1.3.6.1.4.1.3845.5.1.1.18.9.0

사용자 정의된 모든 간격마다 Apple 피드백 서버와
XenMobile 노드 사이의 연결을 모니터링합니다. 연결에

결

실패하면 XenMobile이 SNMP 트랩을 생성합니다.

Apple Store 서버 연결

.1.3.6.1.4.1.3845.5.1.1.18.10.0

사용자 정의된 모든 간격마다 Apple Store 서버와
XenMobile 노드 사이의 연결을 모니터링합니다. 연결에
실패하면 XenMobile이 SNMP 트랩을 생성합니다.

XenMobile 데이터베

.1.3.6.1.4.1.3845.5.1.1.18.11.0

사용자 정의된 모든 간격마다 XenMobile 데이터베이스
와 XenMobile 노드 사이의 연결을 모니터링합니다. 연결

이스 연결

에 실패하면 XenMobile이 SNMP 트랩을 생성합니다.

Google Cloud

.1.3.6.1.4.1.3845.5.1.1.18.12.0

Messaging 서버 연결

사용자 정의된 모든 간격마다 Google Cloud Messaging
서버와 XenMobile 노드 사이의 연결을 모니터링합니다.
연결에 실패하면 XenMobile이 SNMP 트랩을 생성합니
다.

Citrix 라이센스 서버
연결

https://docs.citrix.com

.1.3.6.1.4.1.3845.5.1.1.18.13.0

사용자 정의된 모든 간격마다 Citrix 라이센스 서버와
XenMobile 노드 사이의 연결을 모니터링합니다. 연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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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하면 XenMobile이 SNMP 트랩을 생성합니다.

NetScaler Gateway

.1.3.6.1.4.1.3845.5.1.1.18.15.0

사용자 정의된 모든 간격마다 NetScaler Gateway와
XenMobile 노드 사이의 연결을 모니터링합니다. 연결에

연결

실패하면 XenMobile이 SNMP 트랩을 생성합니다.

XenMobile 노드 간 연

.1.3.6.1.4.1.3845.5.1.1.18.16.0

결

사용자 정의된 모든 간격마다 XenMobile 클러스터 노드
사이의 연결을 모니터링합니다. 연결에 실패하면
XenMobile이 SNMP 트랩을 생성합니다.

XenMobile Tomcat 노

.1.3.6.1.4.1.3845.5.1.1.18.17.0

사용자 정의된 모든 간격마다 XenMobile Tomcat 노드
서비스와 XenMobile 노드 사이의 연결을 모니터링합니

드 서비스 연결

다. 연결에 실패하면 XenMobile이 SNMP 트랩을 생성합
니다.

SNMP 임계값을 구성할 때 최상의 서버 성능을 유지하려면 다음 요인을 고려하십시오.
호출 빈도
수집할 트랩 데이터와 임계값 확인
노드 간 통신 메커니즘
연결 확인 빈도
확인 중 실패에 대한 시간 초과

SNMP 사용자를 추가하려면
SNMP 사용자는 SNMP 관리자와 상호 작용하고 트랩을 수신합니다.
1. XenMobile 콘솔에서 오른쪽 위 모서리의 기어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설정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2. 모니터링에서 SNMP 구성을 클릭합니다. SNMP 구성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https://docs.citri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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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NMP 모니터링 사용자에서 추가를 클릭합니다.
4. SNMP 모니터링 사용자 추가 대화 상자에서 다음 설정을 구성합니다.

사용자 이름: SNMP 관리자에 로그온할 때 사용되는 사용자 이름입니다. 영숫자, 밑줄 및 하이픈을 사용할 수 있지만 공백과 다
른 특수 문자는 사용자 이름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참고: "xmsmonitor"는 XenMobile의 내부 사용을 위해 예약된 이름이므로 사용자 이름으로 추가할 수 없습니다.
인증 프로토콜:
SHA(권장)
MD5
인증 암호: 8~18자의 암호를 입력합니다. 영숫자와 특수 문자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개인 정보 프로토콜:
DES
AES 128(권장)
개인 정보 암호: 8~18자의 암호를 입력합니다. 영숫자와 특수 문자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https://docs.citri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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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MP 관리자를 추가하려면
1. SNMP 관리자에서 추가를 클릭합니다.
2. SNMP 관리자 추가 대화 상자에서 다음 설정을 구성합니다.

서버 IP 주소: SNMP 관리자의 IP 주소를 입력합니다.
포트: 필요한 경우 포트 번호를 변경합니다. 기본값은 162입니다.
SNMP 사용자 이름: 관리자에 액세스할 수 있는 사용자 이름을 선택합니다.

SNMP 트랩을 사용하고 구성하려면
환경에 적합한 트랩 설정을 확인하려면 확장성 및 성능을 참조하십시오. 예를 들어 1분 동안 XenMobile 로드 평균을 모니터링
하려면 1분 동안의 로드 평균을 사용하도록 설정하고 임계값을 입력합니다. XenMobile Server의 1분 동안의 로드 평균이 지정
된 임계값을 초과하면 구성된 SNMP 관리자에서 트랩을 수신합니다.
1. 개별 트랩을 사용하려면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매개 변수 옆의 확인란을 선택하고 사용을 클릭합니다.
목록의 모든 트랩을 사용하려면 맨 위의 확인란을 선택하고 사용을 클릭합니다.
2. 트랩을 편집하려면 매개 변수를 선택하고 편집을 클릭합니다.
3. SNMP 트랩 세부 정보 편집 대화 상자에서 개별 트랩의 임계값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https://docs.citri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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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itor Name(모니터 이름): 트랩의 이름입니다. 이 필드는 편집할 수 없습니다.
간격(초): 60~86400(24시간) 범위의 값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계값: 다음 트랩의 임계값만 변경할 수 있습니다.
프로세서 로드
1분 동안의 로드 평균
5분 동안의 로드 평균
15분 동안의 로드 평균
사용 가능한 총 메모리
사용된 총 디스크 스토리지
Java 힙 메모리 사용 현황
Java Metaspace 사용 현황
상태: 트랩에 SNMP 모니터링을 사용하려면 켜짐을 선택합니다. 모니터링을 사용하지 않으려면 꺼짐을 선택합니다.

https://docs.citri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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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번들
Feb 21, 20 18

Citrix에 문제를 보고하거나 문제를 해결하려면 지원 번들을 만듭니다. 그런 다음 지원 번들을 CIS(Citrix Insight Services)에 업로
드합니다.
기본적으로 지원 번들에는 다음 파일에 대한 최대 100개의 백업 아카이브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파일의 기본 파일 크기는
10MB입니다.
DebugLogFile.log
AdminAuditLogFile.log
UserAuditLogFile.log
HibernateStats.log
지원 번들에 이러한 각 범주에 대한 100개의 로그 아카이브 파일이 포함되는 경우 로그 파일이 롤오버됩니다. 로그 파일의 최대
수를 이보다 작게 구성하면 XenMobile이 해당 노드의 추가 로그 파일을 즉시 삭제합니다. 로그 파일 수를 구성하려면 문제 해결
및 지원 > 로그 설정으로 이동합니다.
지원 번들을 만들려면:
1. XenMobile 콘솔에서 오른쪽 맨 위의 렌치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지원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2. 지원 페이지에서 지원 번들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지원 번들 만들기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XenMobile 환경에 클러스터된 노
드가 포함되는 경우 모든 노드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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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XenMobile용 지원 번들 확인란이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4. XenMobile 환경에 클러스터된 노드가 포함되는 경우 다음을 위한 지원 번들에서 모든 노드를 선택하거나 데이터를 가져올
노드 조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5. 데이터베이스에서 포함에서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데이터 없음을 클릭합니다.
사용자 지정 데이터를 클릭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모든 옵션이 선택됩니다.
구성 데이터: 인증서 구성 및 장치 관리자 정책이 포함됩니다.
배달 그룹 데이터: 앱 유형 및 앱 배달 정책 세부 정보를 포함한 앱 배달 그룹 정보가 포함됩니다.
장치 및 사용자 정보: 장치 정책, 앱, 동작 및 배달 그룹이 포함됩니다.
모든 데이터를 클릭합니다.

메모
https://docs.citri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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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 및 사용자 정보 또는 모든 데이터를 선택하고 처음으로 지원 번들을 만든 경우 중요한 정보에 대한 고지 사항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
다. 고지 사항을 읽고 동의 또는 취소를 클릭합니다. 취소를 클릭하면 지원 번들을 Citrix에 업로드할 수 없습니다. 동의를 클릭하면 지원
번들을 Citrix에 업로드할 수 있으며 다음에 장치 또는 사용자 데이터가 포함된 지원 번들을 만들 때 고지 사항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6. 지원 데이터 익명화가 켜져 있습니다 옵션은 기본 설정이 데이터를 익명화하는 것임을 나타냅니다. 데이터 익명화는 중요한
사용자, 서버 및 네트워크 데이터가 지원 번들에서 익명으로 표시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설정을 변경하려면 익명화 및 익명화 취소를 클릭합니다. 데이터 익명화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지원 번들의 데이터 익명화를
참조하십시오.
7. NetScaler Gateway의 지원 번들을 포함하려면: NetScaler Gateway용 지원 번들 확인란을 선택하고 다음을 수행합니다.
a. 추가를 클릭합니다. NetScaler Gateway 서버 추가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b. NetScaler Gateway 관리 IP에 지원 번들 데이터를 가져올 NetScaler Gateway의 NetScaler 관리 IP 주소를 입력합니
다.
참고: 이미 추가된 NetScaler Gateway 서버에서 번들을 만드는 경우 IP 주소가 입력됩니다.

https://docs.citri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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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사용자 이름 및 암호에 NetScaler Gateway 실행 서버에 액세스하는 데 필요한 사용자 자격 증명을 입력합니다.
참고: 이미 추가된 NetScaler Gateway 서버에서 번들을 만드는 경우 사용자 이름이 입력됩니다.
7. 추가를 클릭합니다. 새 NetScaler Gateway 지원 번들이 테이블에 추가됩니다.
8. NetScaler Gateway 지원 번들을 추가하려면 7단계를 반복합니다.
9.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지원 번들이 만들어지고 두 개의 새 단추인 CIS에 업로드 및 클라이언트에 다운로드가 나타납니다.

Citrix Insight Services에 지원 번들 업로드
지원 번들을 만든 후 번들을 CIS(Citrix Insight Services)에 업로드하거나 컴퓨터에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는 CIS에
번들을 업로드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CIS에 업로드하려면 My Citrix ID와 암호가 필요합니다.
1. 지원 번들 만들기 페이지에서 CIS에 업로드를 클릭합니다. CIS(Citrix Insight Services)에 업로드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2. 사용자 이름에 My Citrix ID를 입력합니다.
3. 암호에 My Citrix 암호를 입력합니다.
4. 이 번들을 기존 서비스 요청 번호에 연결하려는 경우 SR#과 연결 확인란을 선택하고 표시되는 두 개의 새로운 필드에서 다음
을 수행합니다.
SR 번호에 이 번들을 연결할 8자리 서비스 요청 번호를 입력합니다.
SR 설명에 SR의 설명을 입력합니다.
5. 업로드를 클릭합니다.
CIS에 지원 번들을 업로드한 것이 처음이고 다른 제품을 통해 CIS에 계정을 만들지 않아 데이터 수집 및 개인 정보 계약에 동의
하지 않은 경우 다음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업로드를 시작하려면 계약에 동의해야 합니다. CIS에 계정이 있고 이전에 계약에
동의한 경우 지원 번들이 즉시 업로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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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계약을 읽고 동의 및 업로드를 클릭합니다. 지원 번들이 업로드됩니다.

컴퓨터에 지원 번들 다운로드
지원 번들을 만든 후 번들을 CIS에 업로드하거나 컴퓨터에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직접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우 지원 번들을
컴퓨터에 다운로드합니다.
지원 번들 만들기 페이지에서 클라이언트에 다운로드를 클릭합니다. 번들이 컴퓨터에 다운로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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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옵션 및 원격 지원
Feb 21, 20 18

사용자가 지원 담당자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전자 메일 주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장치에서 지원을 요청하면 전자
메일 주소가 표시됩니다.
또한 사용자가 장치에서 지원 센터로 로그를 보내는 방법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직접 또는 전자 메일을 사용하여 로그를 보내
도록 구성할 수 있습니다.
1. XenMobile 콘솔에서 오른쪽 위 모서리의 기어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설정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2. 클라이언트에서 클라이언트 지원을 클릭합니다. 클라이언트 지원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3. 다음 설정을 구성합니다.
지원 전자 메일(IT 지원 센터): IT 지원 센터 연락처의 전자 메일 주소를 입력합니다.
장치 로그를 IT 지원 센터에 보내기: 장치 로그를 직접 보낼지 아니면 전자 메일로 보낼지를 선택합니다. 기본값은 전자 메일
로입니다.
직접을 사용하면 ShareFile에 로그 저장에 대한 설정이 나타납니다. ShareFile에 로그 저장을 사용하는 경우 ShareFile로 직
접 로그가 전송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XenMobile로 전송된 다음 전자 메일을 통해 지원 센터로 전송됩니다. 또한 기본
적으로 사용하도록 설정되는 직접 보내기가 실패하면 전자 메일 사용 옵션이 나타납니다. 클라이언트 전자 메일을 사용하
여 서버 문제에 대한 로그를 전송하지 않으려면 이 옵션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옵션을 사용하지 않고 서
버 문제가 발생하면 로그가 전송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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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메일로를 사용하면 로그를 전송할 때 클라이언트 전자 메일이 항상 사용됩니다.
4. 저장을 클릭합니다.

원격 지원
온-프레미스 XenMobile Server 배포의 경우: 원격 지원을 사용하면 지원 센터 담당자가 관리되는 Windows CE 및 Android 모바
일 장치를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스크린캐스트는 Samsung KNOX 장치에서만 지원됩니다.
원격 지원은 XenMobile Service 고객에게 제공되지 않으며 클러스터링된 온-프레미스 XenMobile Server 배포에서 지원되지 않
습니다.
원격 제어 세션 중에:
사용자의 모바일 장치에 원격 제어 세션이 활성 상태임을 나타내는 아이콘이 표시됩니다.
원격 지원 사용자는 원격 지원 응용 프로그램 창과 원격 제어 창에서 제어되는 장치의 렌더링을 볼 수 있습니다.

원격 지원을 사용하여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장치에 원격으로 로그온하고 화면을 제어합니다. 사용자는 원격 지원 담당자가 화면을 탐색하는 것을 지켜볼 수 있으
며 이는 교육용으로도 유용합니다.
원격 장치를 실시간으로 탐색하고 복구합니다. 구성을 변경하고, 운영 체제 문제를 해결하고, 문제가 되는 앱 또는 프로세스
를 사용하지 않도록 설정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액세스를 원격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설정하고, 불법 프로세스를 중지하고, 앱 또는 맬웨어를 제거하여 위협이 다른
모바일 장치로 확산되기 전에 격리하고 억제합니다.
장치 벨소리를 원격으로 사용하도록 설정하고 전화를 걸어 사용자가 장치를 찾을 수 있도록 합니다. 사용자가 장치를 찾을 수
없는 경우 장치를 초기화하여 중요한 데이터가 손상되지 않도록 합니다.
또한 지원 담당자는 원격 지원을 사용하여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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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이상의 XenMobile 인스턴스 내에서 연결된 모든 장치 목록을 표시합니다.
장치 모델, 운영 체제 수준, IMEI(International Mobile Station Equipment Identity), 일련 번호, 메모리 및 배터리 상태, 연결
등을 비롯한 시스템 정보를 표시합니다.
XenMobile의 사용자 및 그룹을 표시합니다.
활성 프로세스를 표시 및 종료하고 모바일 장치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장치 작업 관리자를 실행합니다.
모바일 장치와 중앙 파일 서버 간의 양방향 파일 전송을 포함하는 원격 파일 전송을 실행합니다.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일괄 처리로 하나 이상의 모바일 장치에 다운로드하고 설치합니다.
장치에서 원격 레지스트리 키 설정을 구성합니다.
실시간 장치 화면 원격 제어를 사용하여 저 대역폭 셀룰러 네트워크에서 응답 시간을 최적화합니다.
대부분의 모바일 장치 브랜드 및 모델에 대한 장치 스킨을 표시합니다. 스킨 편집기를 표시하여 새 장치 모델을 추가하고 물
리적 키를 매핑합니다.
비디오 AVI 파일을 만드는 장치에서 일련의 상호 작용을 캡처하는 기능을 통해 장치 화면 캡처, 녹화 및 재생을 사용하도록 설
정합니다.
모바일 사용자와 지원 직원 간에 공유 화이트보드, VoIP 기반 음성 통신 및 채팅을 사용하여 라이브 모임을 수행합니다.

원격 지원 시스템 요구 사항
원격 지원 소프트웨어는 다음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Windows 기반 컴퓨터에 설치됩니다. 포트 요구 사항은 포트 요구 사항을
참조하십시오.
지원되는 플랫폼:
Intel Xeon/Pentium 4 -1GHz 워크스테이션급 이상
512MB RAM 이상
최소 100MB 디스크 여유 공간
지원되는 운영 체제:
Microsoft Windows 2003 Server Standard Edition 또는 Enterprise Edition SP1 이상
Microsoft Windows 2000 Professional SP4
Microsoft Windows XP SP2 이상
Microsoft Windows Vista SP1 이상
Microsoft Windows 10
Microsoft Windows 8
Microsoft Windows 7

원격 지원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려면
1. 원격 지원 설치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려면 XenMobile 10 다운로드 페이지로 이동하고 계정에 로그온합니다.
2. Tools(도구)를 확장한 후 XenMobile Remote Support v9를 다운로드합니다.
원격 지원 파일 이름은 XenMobileRemoteSupport-9.0.0.35265.exe입니다.
3. 원격 지원 설치 프로그램을 두 번 클릭한 후 설치 마법사의 지침을 따릅니다.
명령줄에서 원격 지원을 설치하려면:
다음 명령을 실행합니다.

RemoteSupport .exe /S
RemoteSupport 는 설치 프로그램의 이름입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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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enMobileRemoteSupport-9.0.0.35265.exe /S
원격 지원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때 다음 변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S: 기본 매개 변수를 사용하여 자동으로 원격 지원 소프트웨어를 설치합니다.
/D=dir: 사용자 지정 설치 디렉터리를 지정합니다.

원격 지원을 XenMobile에 연결하려면:
관리되는 장치에 대한 원격 지원 연결을 설정하려면 장치를 관리하는 하나 이상의 XenMobile Server에 원격 지원의 연결을 추
가해야 합니다. 이러한 연결은 Android 및 Windows Mobile/CE 장치에 대한 장치 정책인 터널 MDM 정책에서 정의한 앱 터널을
통해 실행됩니다. 원격 지원을 XenMobile에 연결하려면 먼저 앱 터널을 정의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앱 터널링 장치 정책을
참조하십시오.
1. 원격 지원 소프트웨어를 시작하고 XenMobile 자격 증명을 사용하여 로그온합니다.
2. Connection Manager(연결 관리자)에서 New(새로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3. Connection Conﬁguration(연결 구성) 대화 상자의 Server(서버) 탭에 다음 값을 입력합니다.
a. Conﬁguration name(구성 이름)에 구성 항목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b. Server IP address or name(서버 IP 주소 또는 이름)에 XenMobile Server의 IP 주소 또는 DNS 이름을 입력합니다.
c. Port(포트)에 XenMobile Server 구성에서 정의한 TCP 포트 번호를 입력합니다.
d. XenMobile이 다중 테넌트 배포에 포함되는 경우 Instance name(인스턴스 이름)에 인스턴스 이름을 입력합니다.
e. Tunnel(터널)에 터널 정책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https://docs.citrix.com

© 1999-2017 Citrix Systems, Inc. All rights reserved.

p.919

f. Connect to server using SSL Connection(SSL 연결을 사용하여 서버에 연결)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g. 원격 지원 응용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마다 구성된 XenMobile Server에 연결하려면 Auto reconnect to this server(이
서버에 자동으로 다시 연결)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4. Proxy(프록시) 탭에서 Use a http proxy server(http 프록시 서버 사용)를 선택하고 다음 정보를 입력합니다.
a. Proxy IP Address(프록시 IP 주소)에 프록시 서버의 IP 주소를 입력합니다.
b. Port(포트)에 프록시에서 사용하는 TCP 포트 번호를 입력합니다.
c. 프록시 서버에 트래픽 허용을 위한 인증이 필요한 경우 My proxy server requires authentication(내 프록시 서버에
인증 필요)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d. Username(사용자 이름)에 프록시 서버에서 인증할 사용자 이름을 입력합니다.
e. Password(암호)에 프록시 서버에서 인증할 암호를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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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User Authentication(사용자 인증) 탭에서 Remember my login and password(로그인 및 암호 저장) 확인란을 선택하고
자격 증명을 입력합니다.
6. OK(확인)를 클릭합니다.
XenMobile에 연결하려면 이전에 만든 연결을 두 번 클릭한 후 연결에 대해 구성한 사용자 이름과 암호를 입력합니다.

Samsung KNOX 장치에 대해 원격 지원을 사용하려면
XenMobile에서 Samsung KNOX 장치에 대한 원격 액세스를 제공하는 원격 지원 정책을 만듭니다. 두 가지 유형의 지원을 구성
할 수 있습니다.
기본: 장치에 대한 진단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스템 정보, 실행 중인 프로세스, 작업 관리자(메모리 및 CPU 사용
량), 설치된 소프트웨어 폴더 내용 등을 볼 수 있습니다.
프리미엄: 원격으로 장치 화면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창 색상을 제어하고, 지원 센터와 사용자 간의 VoIP 세션을 설
정하고, 지원 센터와 사용자 간의 채팅 세션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프리미엄 지원을 사용하려면 XenMobile 콘솔에서 Samsung MDM 라이센스 키 장치 정책을 구성해야 합니다. 이 정책을 구
성하는 경우 Samsung KNOX 플랫폼만 선택합니다. SAFE 플랫폼의 경우 Samsung 장치가 XenMobile에 등록될 때 ELM 키
가 자동으로 배포됩니다. 따라서 이 정책에는 Samsung SAFE 플랫폼을 선택하지 마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Samsung MDM 라
이센스 키를 참조하십시오.
원격 지원 정책 구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원격 지원 장치 정책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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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 지원 세션을 사용하려면
원격 지원을 시작하면 원격 지원 응용 프로그램 창의 왼쪽에 XenMobile 콘솔에서 정의한 XenMobile 사용자 그룹이 표시됩니
다. 기본적으로 현재 연결된 사용자를 포함하는 그룹만 표시됩니다. 사용자 항목 옆에서 각 사용자의 장치를 볼 수 있습니다.
1. 모든 사용자를 보려면 왼쪽 열에서 각 그룹을 확장합니다.
현재 XenMobile Server에 연결된 사용자는 녹색 아이콘으로 표시됩니다.
2. 현재 연결되지 않은 사용자를 포함한 모든 사용자를 표시하려면 View(보기)를 클릭하고 Non-connected devices(연결되지
않은 장치)를 선택합니다.
작은 녹색 아이콘이 없는 연결되지 않은 사용자가 표시됩니다.
XenMobile Server에 연결되었지만 사용자에게 할당되지 않은 장치는 익명 모드로 표시됩니다. 목록에 Anonymous(익명) 문자
열이 표시됩니다. 이러한 장치는 로그인한 사용자의 장치와 같은 방법으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장치를 제어하려면 장치 행을 클릭한 후 Control Device(장치 제어)를 클릭하여 장치를 선택합니다. Remote Control(원격 제
어) 창에 장치 렌더링이 나타납니다. 제어되는 장치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상호 작용할 수 있습니다.
주 창 또는 개별적인 부동 창에서 색상 제어를 포함하여 장치 화면을 제어합니다.
지원 센터와 사용자 간의 VoIP 세션을 설정합니다. VoIP 설정을 구성합니다.
사용자와의 채팅 세션을 설정합니다.
장치 작업 관리자에 액세스하여 메모리 사용량, CPU 사용량 및 실행 중인 앱과 같은 항목을 관리합니다.
모바일 장치의 로컬 디렉터리를 탐색합니다. 파일을 전송합니다.
Windows 모바일 장치의 장치 레지스트리를 편집합니다.
장치 시스템 정보 및 설치된 모든 소프트웨어를 표시합니다.
모바일 장치와 XenMobile Server의 연결 상태를 업데이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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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Log
Feb 21, 20 18

시스템 로그(syslog) 서버에 로그 파일을 보내도록 XenMobile Server(온-프레미스)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서버 호스트 이름 또는
IP 주소가 필요합니다.
Syslog는 장비에서 실행되는 감사 모듈과 원격 시스템에서 실행될 수 있는 서버라는 두 가지 구성 요소가 있는 표준 로깅 프로토
콜입니다. Syslog 프로토콜에서는 데이터 전송에 UDP(User Datagram Protocol)를 사용합니다. 관리자 이벤트 및 사용자 이벤
트가 기록됩니다.
다음과 같은 유형의 정보를 수집하도록 서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XenMobile에서 수행한 동작의 레코드가 포함된 시스템 로그
XenMobile의 시스템 작업을 시간순으로 기록한 감사 로그
syslog 서버가 장비에서 수집하는 로그 정보는 메시지 형태로 로그 파일에 저장됩니다. 이러한 메시지에는 대개 다음과 같은 정
보가 포함됩니다.
로그 메시지를 생성한 장비의 IP 주소
타임스탬프
메시지 유형
이벤트와 관련된 로그 수준(중요, 오류, 알림, 경고, 정보, 디버그, 경보 또는 긴급)
메시지 정보
이 정보를 사용하여 경고 출처를 분석하고 필요한 경우 교정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메모
XenMobile 서비스(클라우드) 배포에서 Citrix는 온-프레미스 syslog 서버와의 syslog 통합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대신 XenMobile 콘솔의
지원 페이지에서 로그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이 작업을 수행하려면 시스템 로그를 얻을 수 있도록 모두 다운로드를 클릭해야 합니
다. 자세한 내용은 XenMobile의 로그 파일 보기 및 분석을 참조하십시오.

1. XenMobile 콘솔에서 오른쪽 위 모서리의 기어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설정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2. Syslog를 클릭합니다. Syslog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3. 다음 설정을 구성합니다.
서버: syslog 서버의 IP 주소 또는 FQDN(정규화된 도메인 이름)을 입력합니다.
포트: 포트 번호를 입력합니다. 기본적으로 포트는 514로 설정됩니다.
로깅할 정보: 시스템 로그 및 감사를 선택하거나 선택 취소합니다.
시스템 로그는 XenMobile에서 수행한 동작을 포함합니다.
감사 로그는 XenMobile의 시스템 작업을 시간순으로 기록한 레코드를 포함합니다.
XenMobile의 디버그 로그
4. 저장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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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enMobile의 로그 파일 보기 및 분석
Feb 21, 20 18

1. XenMobile 콘솔에서 오른쪽 위 모서리의 렌치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지원 페이지가 열립니다.
2. 로그 작업 아래에서 로그를 클릭합니다. 로그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개별 로그가 테이블에 표시됩니다.

3. 보려는 로그를 선택합니다.
디버그 로그 파일 오류 메시지, 서버 관련 동작 등 Citrix 지원에 대한 유용한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관리자 감사 로그 파일에는 XenMobile 콘솔 작업에 대한 감사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용자 감사 로그 파일에는 구성된 사용자와 관련된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4. 테이블 상단에 있는 모두 다운로드, 보기, 순환, 단일 로그 다운로드 또는 선택한 로그 삭제 동작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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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여러 개의 로그 파일을 선택하는 경우 모두 다운로드와 순환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XenMobile 서버를 클러스터링한 경우 연결된 서버에 대한 로그만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서버에 대한 로그를 보려면 다운로드
옵션 중 하나를 사용합니다.
5.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모두 다운로드: 시스템에 있는 모든 로그(디버그, 관리자 감사, 사용자 감사, 서버 로그 등)가 다운로드됩니다.
보기: 테이블 아래에 선택한 로그 내용이 표시됩니다.
순환: 현재 로그 파일이 보관되고 로그 항목을 캡처할 새 파일이 생성됩니다. 로그 파일을 보관하는 경우 대화 상자가 나타납
니다. 계속하려면 순환을 클릭합니다.
다운로드: 선택한 로그 파일 형식 하나만 다운로드되고 동일한 형식의 보관된 로그만 다운로드됩니다.
삭제: 선택한 로그 파일을 영구적으로 제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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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enMobile Analyzer 도구
Feb 21, 20 18

XenMobile Analyzer는 XenMobile의 구성 및 기타 기능 관련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 기반 도구
입니다. 이 도구는 XenMobile 환경 내의 장치 또는 사용자 등록 및 인증 문제를 검사합니다.
XenMobile Server를 가리키도록 도구를 구성하고 서버 배포 유형, 모바일 플랫폼, 인증 유형 및 사용자 자격 증명과 같은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러면 도구가 서버에 연결하고 환경을 검사하여 구성 문제를 확인합니다. XenMobile Analyzer에 의해 문제
가 검색되면 문제 해결을 위한 권장 사항이 제공됩니다.
이 문서의 내용:
XenMobile Analyzer 액세스 및 시작
환경 검사 수행
NetScaler 검사 수행
환경 검사 일정 추가
기타 정보 검사 수행
알려진 문제
수정된 문제
주요 기능
모든 XenMobile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 안전한 클라우드 기반의 마이크로 서비스입니다.
XenMobile 구성 문제를 해결하는 정확한 권장 사항입니다.
지원 요청을 줄이고 XenMobile 환경의 문제 해결을 가속화합니다.
XenMobile Server 릴리스에 대한 즉각적인 지원입니다.
일별 또는 주별로 상태 확인을 예약합니다.
NetScaler 구성을 확인합니다.
Secure Web 테스트를 통해 인트라넷 사이트 연결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Secure Mail 자동 검색 서비스를 확인합니다.
ShareFile SSO(Single Sign-On)를 확인합니다.
새로운 기능
NetScaler 구성 보고서에 권장 사항의 수를 나타내는 배지 알림이 표시됩니다. 권장 사항은 특정 NetScaler Gateway에 대한
Essential Configuration 확인을 기반으로 합니다.
테스트 환경 목록 페이지의 글로벌 탐색 모음 내에 있는 아이콘이 더 나은 사용자 환경을 위해 재정렬되었습니다.
다음 비디오는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탐색 변경 사항을 중점적으로 설명합니다.
Citrix XenMobile Analyzer: New Environment List UI(새로운 환경 목록 U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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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 비디오에는 오디오 사운드가 없습니다. 전체 화면 모드에서 가장 잘 보입니다.

XenMobile Analyzer 액세스 및 시작
사전 요구 사항
제품

지원되는 버전

XenMobile Server

10.3.0 이상

NetScaler Gateway

10.5 이상

Client Enrollment Simulation

iOS 및 Android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하여 XenMobile Analyzer에 액세스합니다.
XenMobile 콘솔에서 오른쪽 위 모서리의 렌치 아이콘을 클릭하여 문제 해결 및 지원 페이지를 엽니다.
https://xenmobiletools.citrix.com에서 My Citrix 자격 증명을 사용하여 도구에 액세스합니다. XenMobile Management
T ools 페이지에서 XenMobile Analyzer를 시작하려면 Analyze and Troubleshoot my XenMobile Environment(내
XenMobile 환경 분석 및 문제 해결)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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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enMobile Analyzer에는 분류 프로세스를 통해 지원 티켓의 수를 줄이도록 설계된 5개 옵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옵션을 사
용하면 모든 사용자의 비용을 낮출 수 있습니다.
옵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Environment Check(환경 검사) - 이 단계는 설정을 검사하여 문제를 확인하는 테스트를 안내합니다. 또한 장치, 사용자 등록
및 인증 문제에 대한 권장 사항 및 해결 방법도 제공합니다.
NetScaler Check(NetScaler 확인) - 이 단계는 NetScaler 구성의 XenMobile 배포 준비 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을 안내합니다.
Advanced Diagnostics(고급 진단) - 이 단계는 Citrix Insight Services를 사용하여 환경 검사에서 놓친 추가 문제를 찾는 방
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Secure Mail Readiness(Secure Mail 준비) - 이 단계는 XenMobile Exchange ActiveSync T est 응용 프로그램 다운로드를 위
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이 도구는 ActiveSync 서버 문제를 해결하여 XenMobile 환경에 배포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데 유용합
니다.
Server Connectivity Checks(서버 연결 확인) - 이 단계는 서버 연결을 테스트하는 데 필요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Contact Citrix support(Citrix 지원 문의) -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 이 단계의 링크를 통해 Citrix 지원 사례를 만
들 수 있는 사이트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각 옵션을 보다 자세히 설명합니다.

환경 검사 수행
1. XenMobile Analyzer에 로그온한 후 XenMobile Environment(XenMobile 환경)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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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dd Test Environment(테스트 환경 추가)를 클릭합니다.
3. 새 Add Test Environment(테스트 환경 추가) 대화 상자에서 다음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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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나중에 테스트를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되는 고유한 테스트 이름을 입력합니다.
b. FQDN, UPN login(UPN 로그인), Email(전자 메일) 또는 URL Invitation(URL 초대)에 서버 액세스에 사용되는 정
보를 입력합니다.
c. 사용자 지정 인스턴스를 사용하는 경우 Instance Name(인스턴스 이름)에 해당 값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d. Choose Platf orm(플랫폼 선택)에서 iOS 또는 Android를 테스트 플랫폼으로 선택합니다.
e. Advanced Deployment Options(고급 배포 옵션)을 확장하면 Deployment Mode(배포 모드) 목록에서
XenMobile 배포 모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용 가능한 옵션은 Enterprise (MDM + MAM)(엔터프라이즈(MDM
+ MAM)), App Management (MAM)(앱 관리(MAM)) 또는 Device Management (MDM)(장치 관리(MDM))입니
다.
d. Continue(계속)를 클릭합니다.
4. Test Options(테스트 옵션) 탭에서 다음 테스트 중 하나 이상을 선택하고 Continue(계속)를 클릭합니다.
a. Secure Web Connectivity(Secure Web 연결). 인트라넷 URL을 입력합니다. URL의 연결 가능성이 테스트됩니다. 이 테스트
는 Secure Web 앱에서 인트라넷 URL에 연결을 시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연결 문제를 감지합니다.
b. Secure Mail ADS. 사용자 전자 메일 ID를 입력합니다. 이 ID는 XenMobile 환경에서 Microsoft Exchange Server의 자동 검색
을 테스트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테스트는 Secure Mail Auto Discovery와 관련된 모든 문제를 감지합니다.
c. ShareFile SSO. 선택할 경우 XenMobile Analyzer는 ShareFile DNS 확인이 제대로 수행되는지 테스트합니다. 또한 도구는
ShareFile SSO(Single Sign-On)가 제공된 사용자 자격 증명과 호환되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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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서버 설정에 따라 User Credentials(사용자 자격 증명) 탭에 다른 필드가 표시될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필드는 Username(사용
자 이름), Username and Password(사용자 이름과 암호) 또는 Username, Password(사용자 이름, 암호) 및 Enrollment
PIN(등록 PIN)입니다.

6. Save & Run(저장 및 실행)을 클릭하여 테스트를 시작합니다.
진행률 알림이 나타납니다. 진행률 대화 상자를 열린 체로 두거나 대화 상자를 닫고 테스트 실행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통과한 테스트는 녹색으로 표시됩니다. 실패한 테스트는 빨간색으로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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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률 대화 상자를 닫으면 Environments List(환경 목록) 페이지로 돌아옵니다.

Results(결과) 페이지에 Test Details(테스트 세부 정보), Recommendations(권장 사항) 및 Results(결과)가 표시됩니다.
7. View Report(보고서 보기) 아이콘을 클릭하여 테스트 결과를 봅니다.
권장 사항에 Citrix 기술 자료 문서가 연결된 경우 해당 문서가 이 페이지에 나열됩니다.
8. Results(결과) 탭을 클릭하여 결과와 함께 도구가 수행한 개별 범주 및 테스트를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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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보고서를 다운로드하려면 Download Report(보고서 다운로드)를 클릭합니다.
b. 테스트 환경 목록으로 돌아가려면 Environment Check(환경 검사)를 클릭합니다.
c. 동일한 테스트로 돌아가려면 Run Again(다시 실행)을 클릭합니다.
d. 다른 테스트로 돌아가려면 Test Environments(환경 테스트)로 이동하고 테스트를 선택한 후 Start Test(테스트 시
작)를 클릭합니다.
e. 다른 XenMobile Analyzer 옵션을 선택하려면 Go To XenMobile Analyzer Checks(XenMobile Analyzer 검사로 이
동)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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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Test Environments(환경 테스트) 페이지에서 테스트를 복사하고 편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테스트를 선택하고
More(더 보기)를 클릭한 다음 Duplicate and Edit(복제 및 편집)를 클릭합니다.
선택한 테스트의 복사본이 만들어지고 Add Test Environment(테스트 환경 추가) 페이지가 열리면 새 테스트를 수정할 수 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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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검사 일정 추가
예약된 일정에 자동으로 테스트가 실행되고 결과가 구성된 사용자 목록으로 전송되도록 테스트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1. Environment List(환경 목록) 페이지에서 일정을 설정할 환경을 선택하고 Add Schedule(일정 추가)을 클릭합니다.

2. Add Schedule(일정 추가) 창에 예약된 테스트 실행을 위한 자격 증명이 XenMobile Analyzer에 저장된다는 경고 메시
지가 표시됩니다. 예약된 테스트를 실행할 때는 액세스 권한이 제한된 계정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I Agree(동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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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하여 계속합니다.

3. 테스트 실행을 위한 Username(사용자 이름) 및 Password(암호)를 입력합니다.

4. 테스트를 실행할 일정을 구성합니다. 드롭다운에서 Daily(매일) 또는 Weekly(매주)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테스트를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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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할 시간과 표준 시간대를 선택합니다. 날짜 선택기를 사용하여 예약된 테스트의 실행을 중지할 날짜를 선택하거나 테스
트를 무기한 실행하도록 비워 둡니다. 보고서를 받을 전자 메일 주소 목록을 쉼표로 구분하여 입력합니다. Save(저장)를
클릭합니다.

5. 테스트 왼쪽의 시계 기호는 일정이 구성되었음을 나타냅니다. 테스트를 선택하는 경우 Edit Schedule(일정 편집)을 클
릭하여 테스트를 실행할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6. 이 창에서 테스트 실행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맨 위의 스위치를 클릭하여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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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면 Save(저장)를 클릭합니다.

NetScaler 검사 수행
1. XenMobile Analyzer에 로그온한 후 NetScaler Conﬁguration(NetScaler 구성)을 클릭합니다.

2. NetScaler 인스턴스에서 최신 ns.conf 파일을 업로드합니다. 파일을 업로드 상자에 끌어다 놓거나 Browse(찾아보기)를
클릭하고 ns.conf 파일을 검색하여 추가할 수 있습니다. 최신 ns.conf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Support Knowledge Center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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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
XenMobile Analyzer는 ns.conf 파일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확인이 완료된 후 보고서를 보고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3. Run Check(확인 실행)를 클릭합니다.

XenMobile Analyzer는 두 가지 유형의 구성 확인을 실행합니다.
Essential Checks(필수 사항 확인)는 성공적인 XenMobile 배포에 중요한 구성 요소를 찾습니다.
Advanced Checks(고급 확인)는 XenMobile 배포에 중요하지 않지만 보완적인 역할을 하는 구성 요소를 찾습니다.
4. NetScaler의 필수 사항 및 고급 확인에 대한 권장 사항을 보려면 View Report(보고서 보기)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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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ﬁguration Report(구성 보고서)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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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
XenMobile Analyzer는 NetScaler 마법사를 통해 구성한 게이트웨이 서버를 지원합니다. NetScaler Gateway 인스턴스에는 항상
‘_XM_*name-provided-by-user-when-deploying’ 제목 규칙이 적용됩니다.

필수 구성 확인이 통과되면 종합적인 상태는 성공입니다.
필수 구성 확인이 실패하면 Recommendations(권장 사항) 표에 Policy(정책), Details(세부 정보) 및 Results (Action Required)
(결과(필수 조치))가 나열됩니다.
고급 구성 확인이 실패하면 Recommendations(권장 사항) 표에 Policy(정책), Details(세부 정보) 및 Results (Action
Recommended)(결과(권장 조치))가 나열됩니다.

구성 보고서 내의 알림 배지는 NetScaler 마법사를 통해 구성된 게이트웨이 서버와 사용자가 구성한 게이트웨이에 대한
Essential Conﬁguration 확인의 권장 사항 수를 나타냅니다.
Conﬁguration Report(구성 보고서) 페이지에서 다음 옵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a. 세부 정보를 보려면 Essential Conﬁguration Checks/Advanced Conﬁguration Checks(필수 구성 확인/고급 구성
확인)(또는 펼침 아이콘)를 클릭합니다.
b. 다른 NetScaler 구성 확인을 실행하려면 Run another test(다른 테스트 실행)를 클릭합니다.
c. 다른 문제 해결 및 분석 도구를 보려면 Go to XenMobile Analyzer Checks(XenMobile Analyzer 확인으로 이동)를
클릭합니다.
d. 결과 보고서를 다운로드하려면 Download report and ns.conf ﬁle bundle(보고서 및 ns.conf 파일 번들 다운로
드)을 클릭하거나 Email report and ns.conf bundle(보고서 및 ns.conf 번들 전자 메일 보내기)에 전자 메일 주소를 입
력합니다. 그런 다음 Send(보내기)를 클릭합니다.

기타 정보 검사 수행
XenMobile Analyzer의 환경 검사 단계와 직접 상호 작용하여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지만 다른 옵션은 정보를 제공하는 용도입
니다. 이러한 각 옵션은 XenMobile 환경이 올바르게 설정되었는지 확인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다른 지원 도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Advanced Diagnostics(고급 진단): 환경의 정보를 수집한 후 Citrix Insight Services에 업로드하는 데 필요한 지침을 제공합
니다. 이 도구는 데이터를 분석하고 권장 해결 방법이 포함된 맞춤형 보고서를 제공합니다.
Secure Mail Readiness(Secure Mail 준비) - XenMobile Exchange ActiveSync T est 응용 프로그램 다운로드를 위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이 응용 프로그램은 ActiveSync 서버 문제를 해결하여 XenMobile 환경에 배포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응용 프
로그램이 실행되면 보고서를 보거나 다른 사용자와 공유할 수 있습니다.
Server Connectivity Checks(서버 연결 확인): XenMobile 서버, 인증 서버 및 ShareFile 서버에 대한 연결을 확인하는 지침
을 제공합니다.
Contact Citrix support(Citrix 지원 문의): 다른 모든 방법에서 실패한 경우 Citrix 지원을 통해 지원 티켓을 만들 수 있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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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진 문제
다음은 XenMobile Analyzer의 알려진 문제입니다.
Secure Web 연결 검사를 수행할 때 텍스트 상자에 여러 URL을 입력할 수 없습니다.
Secure Hub의 공유 장치 인증 기능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Secure Web 테스트는 입력된 URL에 대한 연결만 확인하며 해당하는 사이트에 대한 인증은 확인하지 않습니다.

수정된 문제
다음은 XenMobile Analyzer와 관련하여 해결된 문제입니다.
등록 초대를 사용하여 검사를 수행할 때 테스트에 통과하지만 등록 초대가 상환되지 않습니다.

https://docs.citrix.com

© 1999-2017 Citrix Systems, Inc. All rights reserved.

p.944

REST API
Feb 21, 20 18

XenMobile REST API를 사용하여 XenMobile 콘솔을 통해 표시되는 서비스를 호출할 수 있습니다. 모든 REST 클라이언트를 사
용하여 REST 서비스를 호출할 수 있습니다. API를 사용하면 XenMobile 콘솔에 로그온하지 않고 서비스를 호출할 수 있습니다.
현재 사용 가능한 전체 API 집합을 보려면 REST 서비스에 대한 XenMobile 공용 API PDF를 다운로드하십시오.

REST API 액세스에 필요한 권한
REST API에 액세스하려면 다음 권한 중 하나가 필요합니다.
공용 API 액세스 권한은 역할 기반 액세스 구성의 일부로 설정됩니다. 역할 기반 액세스 설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RBAC를
사용하여 역할 구성을 참조하십시오.
슈퍼 사용자 권한

REST API 서비스를 호출하려면
REST 클라이언트 또는 CURL 명령을 사용하여 REST API 서비스를 호출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예제에서는 Chrome용 Advanced
REST 클라이언트를 사용합니다.

메모
다음 예제에서 호스트 이름 및 포트 번호를 환경에 맞게 변경하십시오.

로그인
URL: https://:/xenmobile/api/v1/authentication/login
요청: { "login":"administrator", "password":"password" }
메서드 형식: POST
콘텐츠 형식: application/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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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정보
XenMobile REST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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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enMobile Mail Manager 10.x
Feb 21, 20 18

XenMobile Mail Manager는 다음과 같이 XenMobile의 기능을 확장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EAS(Exchange Active Sync) 장치에 대한 동적 액세스 제어. EAS 장치는 Exchange 서비스에 대한 액세스가 자동으로 허용 또는 차단될 수
있습니다.
XenMobile이 Exchange에서 제공하는 EAS 장치 파트너 관계 정보에 액세스하는 기능.
XenMobile이 모바일 장치에 대한 EAS 초기화를 수행하는 기능.
XenMobile이 Blackberry 장치에 대한 정보에 액세스하고 초기화 및 ResetPassword 같은 제어 작업을 수행하는 기능.
XenMobile Mail Manager를 다운로드하려면 Citrix.com에서 XenMobile 10 Server(XenMobile 10 서버) 아래에 있는 Server Components(서버
구성 요소) 섹션으로 이동합니다.
이 문서에는 다음 섹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버전 10.1의 새로운 기능
수정된 문제
아키텍처
시스템 요구 사항 및 사전 요구 사항
XenMobile Mail Manager의 사전 요구 사항
Office 365 Exchange에 대한 요구 사항
설치 및 구성
ActiveSync ID를 사용하여 전자 메일 정책 적용
액세스 제어 규칙
장치 모니터링
문제 해결 및 진단
문제 해결 도구

버전 10.1의 새로운 기능
액세스 규칙
Rule Analysis(규칙 분석) 창에는 선택할 경우 충돌, 재정의, 중복 또는 보완 규칙만 표시되는 확인란이 있습니다.
XenMobile 배포에서 구성된 각 Microsoft Exchange 환경에 대해 기본 액세스 권한(허용, 차단 또는 변경 안 됨) 및 ActiveSync 명령 모드
(PowerShell 또는 시뮬레이션)가 별도로 설정됩니다.
스냅샷
스냅샷 기록에 표시되는 최대 스냅샷 수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주 스냅샷 생성 중 무시할 오류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주 스냅샷에서 무시 가능한 것으로 구성되지 않은 오류가 반환될 경우 스냅샷 결과가 삭
제됩니다.
오류를 무시 가능한 것으로 구성하려면 XML 편집기를 사용하여 conﬁg.xml 파일을 편집합니다.
Exchange Server가 Office 365인 경우
/ConfigRoot/EnvironmentBridge/AccessLayer/SpecialistsDefaults/PowerShells/PowerShell[@id='ExchangeOnline']/IgnorableErrors 노
드로 이동하여 하위 요소로 일치시킬 텍스트를 기존 오류 하위 요소와 동일한 형식으로 추가합니다. 정규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change Server가 온-프레미스인 경우
/ConfigRoot/EnvironmentBridge/AccessLayer/SpecialistsDefaults/PowerShells/PowerShell[@id='ExchangeColocated']/IgnorableErrors
노드로 이동하여 하위 요소로 일치시킬 텍스트를 기존 오류 하위 요소와 동일한 형식으로 추가합니다. 정규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둘 이상의 Exchange 환경이 구성된 경우 /ConfigRoot/EnvironmentBridge/AccessLayer/Environments/Environment[@id='ID
Corresponding to the desired Exchange environment']/ExchangeServer/Specialists/PowerShell 노드로 이동합니다. 무시할 각 오류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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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IgnorableErrors 하위 노드를 PowerShell 노드에 추가합니다. CDAT A 섹션에 포함된 일치하는 텍스트를 사용하여 IgnorableErrors 노드
에 오류 하위 노드를 추가합니다. 정규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conﬁg.xml을 저장하고 XenMobile Mail Manager 서비스를 다시 시작합니다.
PowerShell 및 Exchange
이제 XenMobile Mail Manager가 연결된 Exchange 버전에 따라 사용할 cmdlet을 동적으로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Exchange 2010의 경우
Get-ActiveSyncDevice가 사용되고, Exchange 2013 및 Exchange 2016의 경우 Get-MobileDevice가 사용됩니다.
Exchange 구성
XenMobile Mail Manager 서비스를 다시 시작하지 않고 Exchange Server 구성을 편집 및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Exchange 환경 요약 탭에 추가된 두 개의 새 열에 각 환경의 명령 모드(PowerShell 또는 시뮬레이션)와 액세스 모드(허용, 차단 또는 변경 안됨)
가 표시됩니다.
문제 해결 및 진단
Support\PowerShell 폴더에 문제 해결을 위한 일련의 PowerShell 유틸리티가 있습니다.
콘솔의 구성 창에 있는 연결 테스트 단추를 사용하여 Exchange 서비스에 대한 연결을 테스트하면 서비스에서 사용되는 모든 읽기 전용
cmdlet이 실행되고, 구성된 사용자의 Exchange Server에 대한 RBAC 권한 테스트가 실행되며, 색으로 구분된 오류 또는 경고(경고는 파랑-노
랑, 오류는 빨강-주황)가 표시됩니다.
새로운 문제 해결 도구는 오류 상태와 잠재적 오류 영역을 감지하는 사용자 사서함/장치에 대한 심층 분석과 사용자에 대한 심층 RBAC 분석을
수행합니다. 모든 cdmlet의 원시 출력을 텍스트 파일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지원 시나리오에서는 콘솔에서 진단 확인란을 선택하여 XenMobile Mail Manager로 관리되는 모든 장치에 있는 모든 사서함에 대한 모든 속
성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제 지원 시나리오에서 추적 수준 로깅이 지원됩니다.
인증
XenMobile Mail Manager는 온-프레미스 배포에 대한 기본 인증을 지원합니다. 따라서 XenMobile Mail Manager 서버가 Exchange Server가
있는 도메인의 구성원이 아닌 경우에도 XenMobile Mail Manager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정된 문제
액세스 규칙
XenMobile Mail Manager는 AD(Active Directory) 그룹에 1000명이 넘는 사용자가 포함된 경우를 비롯하여 AD 그룹의 모든 사용자에게 로컬
액세스 제어 규칙을 적용합니다. 이전에는 XenMobile Mail Manager가 AD 그룹에 있는 첫 1000명의 사용자에게만 로컬 액세스 제어 규칙을
적용했습니다. [#548705]
1000명 이상의 사용자가 포함된 Active Directory 그룹을 쿼리할 때 XenMobile Mail Manager 콘솔이 응답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CXM-11729]
더 이상 LDAP 구성 창에 잘못된 인증 모드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CXM-5556]
스냅샷
사용자 이름에 아포스트로피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더 이상 부 스냅샷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617549]
파이프라인이 사용되지 않는(XenMobile Mail Manager 콘솔의 구성 창에서 Disable Pipelining(파이프라인 사용 안 함) 옵션이 선택됨) 지원 시
나리오에서, 온-프레미스 Exchange 환경에서 주 스냅샷에 더 이상 오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586083]
파이프라인이 사용되지 않는(XenMobile Mail Manager 콘솔의 구성 창에서 Disable Pipelining(파이프라인 사용 안 함) 옵션이 선택됨) 지원 시
나리오에서, 환경에 전체 스냅샷을 구성했든 부분 스냅샷을 구성했든 관계없이 전체 스냅샷용 데이터가 수집되는 문제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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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니다. 이제 환경에 전체 스냅샷을 구성한 경우에만 전체 스냅샷에 대한 데이터가 수집됩니다. [# 586092]
초기 설치 후 첫 번째 주 스냅샷에 오류가 발생하여 XenMobile Mail Manager 서비스를 다시 시작할 때까지 XenMobile Mail Manager가 다른
주 스냅샷을 실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더 이상 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CXM-5536]

아키텍처
다음 다이어그램에서는 XenMobile Mail Manager의 주요 구성 요소를 보여 줍니다. 자세한 참조 아키텍처 다이어그램을 보려면 XenMobile
배포 안내서 문서인 Reference Architecture for On-Premises Deployments(온-프레미스 배포를 위한 참조 아키텍처)를 참조하십시오.

세 가지 주요 구성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Exchange ActiveSync 액세스 제어 관리. XenMobile과 통신하여 XenMobile에서 Exchange ActiveSync 정책을 검색하고 이 정책을 로컬
로 정의된 정책과 병합하여 Exchange에 대한 액세스가 허용 또는 거부되어야 하는 Exchange ActiveSync 장치를 결정합니다. 로컬 정책을
통해 Active Directory 그룹, 사용자, 장치 유형 또는 장치 사용자 에이전트(일반적으로 모바일 플랫폼 버전)별로 액세스 제어를 허용하도록
정책 규칙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원격 PowerShell 관리. 원격 PowerShell 명령을 예약하고 호출하여 Exchange ActiveSync Access Control Management에서 작성된 정책
을 시행합니다. 주기적으로 Exchange ActiveSync 데이터베이스의 스냅샷을 생성하여 변경되었거나 새로운 Exchange ActiveSync 장치를
감지합니다.
모바일 서비스 공급자. XenMobile이 Exchange ActiveSync 및/또는 Blackberry 장치를 쿼리하고 이러한 장치에 대한 초기화 같은 제어 작업
을 실행할 수 있도록 웹 서비스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시스템 요구 사항 및 사전 요구 사항
XenMobile Mail Manager를 사용하려면 다음과 같은 최소 시스템 요구 사항이 필요합니다.
Windows Server 2012 R2, Windows Server 2008 R2(영어 기반 서버여야 함)
Microsoft SQL Server 2016, SQL Server 2012, SQL Server 2012 Express LocalDB 또는 SQL Server Express 2008
Microsoft .NET Framework 4.5
Blackberry Enterprise Service, 버전 5(선택 사항)
Microsof t Exchange Server의 지원되는 최소 버전
Microsoft Office 365
Exchange Server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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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change Server 2013
Exchange Server 2010 SP2
장치 전자 메일 클라이언트
일부 전자 메일 클라이언트는 한 장치에 대해 동일한 ActiveSync ID를 일관되게 반환하지 않습니다. XenMobile Mail Manager에서는 각 장치
에 고유한 ActiveSync ID를 사용하도록 요구하므로 각 장치에 대해 동일한 고유 ActiveSync ID를 일관되게 생성하는 전자 메일 클라이언트만
지원됩니다. 다음과 같은 전자 메일 클라이언트는 Citrix의 테스트에서 오류 없이 실행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HT C 기본 전자 메일 클라이언트
Samsung 기본 전자 메일 클라이언트
iOS 기본 전자 메일 클라이언트
스마트폰에 대한 T ouchdown

XenMobile Mail Manager의 사전 요구 사항
Windows Management Framework가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PowerShell V5, V4, V3
PowerShell 실행 정책이 Set-ExecutionPolicy RemoteSigned를 통해 RemoteSigned로 설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XenMobile Mail Manager를 실행하는 컴퓨터와 원격 Exchange Server 사이에 T CP 포트 80이 열려 있어야 합니다.
Exchange를 실행하는 온-프레미스 컴퓨터의 요구 사항
권한. Exchange 구성 UI에 지정된 자격 증명으로 Exchange Server에 연결할 수 있고 다음 Exchange 관련 PowerShell cmdlet을 실행할 수 있
는 전체 권한이 이 자격 증명에 있어야 합니다.
Exchange Server 2010 SP2의 경우:
Get-CASMailbox
Set-CASMailbox
Get-Mailbox
Get-ActiveSyncDevice
Get-ActiveSyncDeviceStatistics
Clear-ActiveSyncDevice
Get-ExchangeServer
Get-ManagementRole
Get-ManagementRoleAssignment
Exchange Server 2013 및 Exchange Server 2016의 경우:
Get-CASMailbox
Set-CASMailbox
Get-Mailbox
Get-MobileDevice
Get-MobileDeviceStatistics
Clear-MobileDevice
Get-ExchangeServer
Get-ManagementRole
Get-ManagementRoleAssignment
XenMobile Mail Manager가 전체 포리스트를 보도록 구성된 경우 Set-AdServerSettings -ViewEntireForest $true를 실행할 수 있는 권
한이 부여되어 있어야 합니다.
제공된 자격 증명에 원격 셸을 통해 Exchange Server에 연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Exchange를 설치한 사용자가 이
권한을 갖습니다.
Microsoft T echNet 문서 about_Remote_Requirements에 따라 원격 연결을 설정하고 원격 명령을 실행하려면 원격 컴퓨터 관리자인 사
용자에 해당하는 자격 증명이 있어야 합니다. 이 블로그 포스트 You Don't Have to Be An Administrator to Run Remote PowerShell
Commands(원격 PowerShell 명령을 실행하기 위해 관리자일 필요가 없음)에 따라 Set-PSSessionConfiguration을 사용하여 관리 요구 사
항을 제거할 수 있지만 이 명령의 특정 사항에 대한 지원과 논의는 이 문서의 범위를 벗어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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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 T P를 통해 원격 PowerShell 요청을 지원하도록 Exchange Server를 구성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Exchange Server에서 PowerShell 명
령인 WinRM QuickConfig를 실행하는 관리자이면 됩니다.
Exchange에는 많은 제한 정책이 있습니다. 정책 중 하나는 사용자당 허용되는 동시 PowerShell 연결 수를 제어합니다. Exchange 2010의
경우 사용자당 허용되는 동시 연결 수의 기본값은 18입니다. 연결 제한에 도달하면, XenMobile Mail Manager에서 Exchange Server에 연결
할 수 없습니다. PowerShell을 통해 허용되는 최대 동시 연결 수를 변경하는 방법이 있지만 이 문서의 범위를 벗어나 있습니다. 관심 있는 경
우 PowerShell을 통한 원격 관리와 관련된 Exchange 제한 정책에 대해 알아보십시오.

Of ﬁce 365 Exchange에 대한 요구 사항
권한. Exchange 구성 UI에 지정된 자격 증명으로 Office 365에 연결할 수 있고 다음 Exchange 관련 PowerShell cmdlet을 실행할 수 있는
전체 권한이 이 자격 증명에 있어야 합니다.
Get-CASMailbox
Set-CASMailbox
Get-Mailbox
Get-MobileDevice
Get-MobileDeviceStatistics
Clear-MobileDevice
Get-ExchangeServer
Get-ManagementRole
Get-ManagementRoleAssignment
권한. 제공된 자격 증명에 원격 셸을 통해 Office 365 서버에 연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Office 365 온라인 관리자
에게는 필수 권한이 있습니다.
제한 정책. Exchange에는 많은 제한 정책이 있습니다. 정책 중 하나는 사용자당 허용되는 동시 PowerShell 연결 수를 제어합니다. Office
365의 경우 사용자당 허용되는 동시 연결 수의 기본값은 3입니다. 연결 제한에 도달하면, XenMobile Mail Manager에서 Exchange Server
에 연결할 수 없습니다. PowerShell을 통해 허용되는 최대 동시 연결 수를 변경하는 방법이 있지만 이 문서의 범위를 벗어나 있습니다. 관심
있는 경우 PowerShell을 통한 원격 관리와 관련된 Exchange 제한 정책에 대해 알아보십시오.

설치 및 구성
1. XmmSetup.msi 파일을 클릭한 후 설치 프로그램의 메시지에 따라 XenMobile Mail Manager를 설치합니다.

2. 설정 마법사의 마지막 화면에서 Launch the Conﬁgure utility(구성 유틸리티 실행)를 선택한 상태로 둡니다. 또는 시작 메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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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enMobile Mail Manager를 엽니다.

3. 다음 데이터베이스 속성을 구성합니다.
a. Conﬁgure(구성) > Database(데이터베이스) 탭을 선택합니다.
b. SQL Server의 이름을 입력합니다(기본값은 localhost).
c. 데이터베이스를 기본 CitrixXmm으로 유지합니다.
4. SQL에 사용된 다음 인증 모드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Sql. 유효한 SQL 사용자의 사용자 이름과 암호를 입력합니다.
Windows Integrated(Windows 통합). 이 옵션을 선택하는 경우 XenMobile Mail Manager 서비스의 로그온 자격 증명을 SQL Server 액
세스 권한이 있는 Windows 계정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려면 제어판 > 관리 도구 > 서비스를 열고 XenMobile Mail Manager 서비
스 항목을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한 후 로그온 탭을 클릭합니다.
참고: BlackBerry 데이터베이스 연결에 Windows 통합을 선택하는 경우 여기서 지정하는 Windows 계정에 BlackBerry 데이터베이스 액세
스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5. Test Connectivity(연결 테스트)를 클릭하여 SQL Server에 연결되는지 확인한 후 Save(저장)를 클릭합니다.
6. 서비스를 다시 시작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Yes(예)를 클릭합니다.

7. 하나 이상의 Exchange Server를 구성합니다.
a. 단일 Exchange 환경을 관리하는 경우 단일 서버만 지정하면 됩니다. 여러 Exchange 환경을 관리하는 경우 각 Exchange 환경에 하나의
Exchange Server를 지정해야 합니다.
b. Conﬁgure(구성) > Exchange 탭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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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Add(추가)를 클릭합니다.
d. Exchange Server 환경을 On Premise(온-프레미스) 또는 Of ﬁce 365 중에서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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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On Premise(온-프레미스)를 선택하는 경우 원격 PowerShell 명령에 사용할 Exchange Server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f. Requirements(요구 사항) 섹션에 명시된 대로 적절한 Exchange Server 권한이 있는 Windows ID의 사용자 이름을 입력합니다.
g. 사용자의 Password(암호)를 입력합니다.
h. 주 스냅샷을 실행할 일정을 선택합니다. 주 스냅샷은 모든 Exchange ActiveSync 파트너 관계를 검색합니다.
i. 부 스냅샷을 실행할 일정을 선택합니다. 부 스냅샷은 새로 생성된 Exchange ActiveSync 파트너 관계를 검색합니다.
j. 스냅샷 유형을 Deep(전체) 또는 Shallow(단순) 중에서 선택합니다. 단순 스냅샷은 일반적으로 훨씬 빠르며 XenMobile Mail Manager의
Exchange ActiveSync 액세스 제어 기능을 수행하기에 충분합니다. 전체 스냅샷은 더 긴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ActiveSync에 대해 모바일
서비스 공급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필요합니다(XenMobile에서 관리되지 않는 장치를 쿼리할 수 있음).
k. Allow(허용), Block(차단) 또는 Unchanged(변경되지 않음) 중에서 기본 액세스 권한을 선택합니다. 기본 액세스 권한은 명시적인
XenMobile 또는 로컬 규칙에 의해 식별되지 않은 모든 장치를 어떻게 처리할지를 제어합니다. 허용를 선택하는 경우 이러한 모든 장치에 대한
ActiveSync 액세스가 허용됩니다. 차단을 선택하는 경우 액세스가 거부되며 변경되지 않음을 선택하면 변경이 수행되지 않습니다.
l. ActiveSync 명령 모드로 PowerShell 또는 Simulation(시뮬레이션)을 선택합니다.
PowerShell 모드에서 XenMobile Mail Manager는 PowerShell 명령을 실행하여 원하는 액세스 제어를 수행합니다.
시뮬레이션 모드에서 XenMobile Mail Manager는 PowerShell 명령을 실행하지 않지만 의도한 명령 및 의도한 결과를 데이터베이스에 기
록합니다. 시뮬레이션 모드에서 사용자는 Monitor(모니터) 탭을 사용하여 PowerShell 모드를 사용할 경우 일어나는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m. View Entire Forest(전체 포리스트 보기)를 선택하여 Exchange 환경의 전체 Active Directory 포리스트를 보도록 XenMobile Mail
Manager를 구성합니다.
n. Kerberos 또는 Basic(기본) 중에서 인증 프로토콜을 선택합니다. XenMobile Mail Manager는 온-프레미스 배포에 대한 기본 인증을 지원
합니다. 따라서 XenMobile Mail Manager 서버가 Exchange Server가 있는 도메인의 구성원이 아닌 경우에도 XenMobile Mail Manager를 사
용할 수 있습니다.
o. Test Connectivity(연결 테스트)를 클릭하여 Exchange Server에 연결되는지 확인한 후 Save(저장)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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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서비스를 다시 시작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Yes(예)를 클릭합니다.
8. 액세스 규칙을 구성합니다.
a. Conﬁgure(구성) > Access Rules(액세스 규칙) 탭을 선택합니다.
b. XDM Rules(XDM 규칙) 탭을 클릭합니다.

c. Add(추가)를 클릭합니다.

d. XenMobile 서버 규칙의 이름을 입력합니다(예: XdmH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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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XenMobile 서버를 가리키도록 URL 문자열을 수정합니다. 예를 들어 서버 이름이 XdmHost이고 인스턴스 이름이 zdm인 경우
http://XdmHostName/zdm/services/MagConﬁgService를 입력합니다.
f. 권한이 있는 서버 사용자를 입력합니다.
g. 사용자의 암호를 입력합니다.
h. Baseline Interval(기준 간격), Delta Interval(델타 간격) 및 T imeout values(시간 초과 값)를 기본값으로 유지합니다.
i. Test Connectivity(연결 테스트)를 클릭하여 서버 연결을 확인한 후 OK(확인)를 클릭합니다.
참고: Disabled(사용 안 함) 확인란이 선택된 경우 XenMobile 메일 서비스가 XenMobile 서버에서 정책을 수집하지 않습니다.
9. Local Rules(로컬 규칙) 탭을 클릭합니다.
a. Active Directory 그룹에서 작동하는 로컬 규칙을 구성하려는 경우 Conﬁgure LDAP(LDAP 구성)를 클릭한 후 LDAP 연결 속성을 구성합

니다.

b. ActiveSync Device ID(ActiveSync 장치 ID), Device Type(장치 유형), AD Group(AD 그룹), User(사용자) 또는 장치 UserAgent를 기준으로
로컬 규칙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목록에서 해당하는 유형을 선택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XenMobile Mail Manager 액세스 제어 규칙을 참조하
십시오.
c. 텍스트 상자에 텍스트 또는 텍스트 부분을 입력합니다. 필요한 경우 쿼리 단추를 클릭하여 부분과 일치하는 엔터티를 봅니다.
참고: Group(그룹) 유형이 아닌 다른 모든 유형은 스냅샷에서 검색된 장치에 기반합니다. 따라서 스냅샷을 시작하고 완료하지 않은 경우 엔
터티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d. 텍스트 값을 선택한 후 Allow(허용) 또는 Deny(거부)를 클릭하여 오른쪽의 Rule List(규칙 목록) 창에 추가합니다. Rule List(규칙 목록)
창 오른쪽의 단추를 사용하여 규칙 순서를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규칙은 지정된 사용자 및 장치에 대해 규칙이 표시된 순서로 평가
되고 순서가 높은 규칙(최상위 규칙에 가까운 규칙)에 대한 일치 항목이 검색되면 다음 규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그 순서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모든 iPad 장치를 허용하는 규칙과 사용자 "Matt"를 차단하는 후속 규칙이 있는 경우 "iPad" 규칙이 "Matt" 규칙보다 적용 우선 순위가
높으므로 Matt의 iPad가 허용됩니다.
e. 규칙 목록 내의 규칙을 분석하여 잠재적 재정의, 충돌 또는 보조 구성을 찾으려면 Analyze(분석)를 클릭하고 Save(저장)를 클릭합니다.
10. 모바일 서비스 공급자를 구성합니다.
참고: 모바일 서비스 공급자는 선택 사항이며 모바일 서비스 공급자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관리되지 않는 장치를 쿼리하도록 XenMobile을
구성한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a. Conﬁgure(구성) > MSP 탭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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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모바일 서비스 공급자 서비스에 대한 Service Transport(서비스 전송) 유형을 HT T P 또는 HT T PS로 설정합니다.
c. 모바일 서비스 공급자 서비스에 대한 서비스 포트(일반적으로 80 또는 443)를 설정합니다.
참고: 포트 443을 사용하는 경우 IIS에서 포트에 바인딩된 SSL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d. 다음을 설정합니다. Authorization Group(인증 그룹) 또는 User(사용자) 이 설정은 XenMobile에서 모바일 서비스 공급자 서비스에 연
결할 수 있는 사용자 또는 사용자 집합을 설정합니다.
e. ActiveSync 쿼리를 사용할지 여부를 설정합니다.
참고: XenMobile 서버에 대해 ActiveSync 쿼리를 사용하는 경우 하나 이상의 Exchange Server에 대한 스냅샷 유형을 Deep(전체)으로 설정해
야 합니다. 이 경우 스냅샷 생성 시 성능이 크게 저하될 수 있습니다.
f. 기본적으로 정규식 Secure Mail.*와 일치하는 ActiveSync 장치는 XenMobile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이 동작을 변경하려면 Filter
ActiveSync(ActiveSync 필터링) 필드를 필요에 따라 변경합니다.
참고: 비워 두면 모든 장치가 XenMobile에 전달됩니다.
g. Save(저장)를 클릭합니다.
11. 필요한 경우 하나 이상의 BES(BlackBerry Enterprise Server)를 구성합니다.
a. Add(추가)를 클릭합니다.
b. BES SQL Server의 서버 이름을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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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BES 관리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베이스 이름을 입력합니다.
d. 인증 모드를 선택합니다. Windows 통합 인증을 선택하는 경우 XenMobile Mail Manager 서비스의 사용자 계정이 BES SQL Server에 연
결할 때 사용되는 계정입니다.
참고: XenMobile Mail Manager 데이터베이스 연결에도 Windows 통합을 선택하는 경우 여기에서 지정하는 Windows 계정에 XenMobile
Mail Manager 데이터베이스 액세스 권한도 있어야 합니다.
e. SQL authentication(SQL 인증)을 선택하는 경우 사용자 이름과 암호를 입력합니다.
f. Sync Schedule(동기화 일정)을 설정합니다. BES SQL Server에 연결할 때 사용되는 일정이며 모든 장치 업데이트를 확인합니다.
g. Test Connectivity(연결 테스트)를 클릭하여 SQL Server 연결을 확인합니다.
참고: Windows 통합을 선택하는 경우 XenMobile Mail Manager 서비스 사용자가 아닌 현재 로그온한 사용자를 사용하여 테스트가 수행되
므로 SQL 인증이 정확히 테스트되지 않습니다.
h. XenMobile에서 BlackBerry 장치의 원격 초기화 및/또는 암호 재설정을 지원하려면 Enabled(사용)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BES FQDN(정규화된 도메인 이름)을 입력합니다.
관리 웹 서비스에 사용되는 BES 포트를 입력합니다.
BES 서비스에 필요한 정규화된 사용자 및 암호를 입력합니다.
Test Connectivity(연결 테스트)를 클릭하여 BES 연결을 테스트합니다.
Save(저장)를 클릭합니다.

ActiveSync ID를 사용하여 전자 메일 정책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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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전자 메일 정책에 따라 특정 장치가 회사 전자 메일을 사용하도록 승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정책을 준수하려면 직원이 그와 같은 장
치에서 회사 전자 메일에 액세스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XenMobile Mail Manager 및 XenMobile은 서로 연동되어 전자 메일 정책을 적용합
니다. XenMobile은 회사 전자 메일 액세스에 대한 정책을 설정하고 승인되지 않은 장치가 XenMobile에 등록하면 XenMobile Mail Manager가
정책을 적용합니다.
장치의 전자 메일 클라이언트는 장치를 고유하게 식별하는 데 사용되는 장치 ID(ActiveSync ID라고도 함)를 사용하여 자신을 Exchange
Server(또는 Ofﬁce 365)에 알립니다. Secure Hub는 유사한 식별자를 구하고 장치가 등록될 때 XenMobile에 해당 식별자를 보냅니다. 두 장치
ID를 비교하여 XenMobile Mail Manager는 특정 장치에 회사 전자 메일 액세스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 그림에서는
이 개념을 보여 줍니다.

XenMobile이 XenMobile Mail Manager에 장치가 Exchange에 게시한 ID와 다른 ActiveSync ID를 보내는 경우 XenMobile Mail Manager는
Exchange에서 장치로 수행할 작업을 지정할 수 없습니다.
일치하는 ActiveSync ID는 대부분의 플랫폼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합니다. 하지만 일부 Android 구현 환경에서 장치의 ActiveSync ID가 메일 클
라이언트가 Exchange에 알리는 ID와 다르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 문제를 완화하려면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Samsung SAFE 플랫폼에서는 XenMobile에서 장치 ActiveSync 구성을 푸시합니다.
다른 모든 Android 플랫폼에서는 XenMobile에서 T ouchdown 앱과 T ouchdown ActiveSync 구성을 모두 푸시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도 직원이 Android 장치에 Touchdown 이외의 전자 메일 클라이언트를 설치하는 것은 막을 수 없습니다. 회사 전자 메일 액
세스 정책이 제대로 적용되게 하려면 방어적인 보안 전략을 채택하고 정적 정책을 기본적으로 거부로 설정하여 전자 메일을 차단하도록
XenMobile Mail Manager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즉, 직원이 Android 장치에서 Touchdown 이외의 전자 메일 클라이언트를 구성하는 경우
ActiveSync ID 검색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해당 직원은 회사 전자 메일 액세스가 거부됩니다.

액세스 제어 규칙
XenMobile Mail Manager는 Exchange ActiveSync 장치에 대한 액세스 제어를 동적으로 구성하는 규칙 기반 접근 방식을 제공합니다.
XenMobile Mail Manager 액세스 제어 규칙은 일치하는 식과 원하는 액세스 상태(허용 또는 차단)의 두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지정된
Exchange ActiveSync 장치에 대해 규칙을 평가하여 규칙이 장치에 적용되는지 또는 장치와 일치하는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일치하는 식에
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규칙은 지정된 장치 유형의 모든 장치 또는 특정 Exchange ActiveSync 장치 ID 또는 특정 사용자의 모든
장치와 일치할 수 있습니다.
규칙 목록의 규칙을 추가, 제거 및 재정렬하는 동안 언제든지 취소 단추를 클릭하면 처음 규칙 목록을 열었을 때의 상태로 목록이 되돌려집니
다. 저장을 클릭하지 않고 구성 도구를 닫으면 이 창에서 수행한 변경 내용이 손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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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enMobile Mail Manager에는 로컬 규칙, XenMobile 서버 규칙(XDM 규칙이라고도 함) 및 기본 액세스 규칙의 세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로컬 규칙. 로컬 규칙은 우선 순위가 가장 높습니다. 로컬 규칙에 일치하는 장치가 있을 경우 규칙 평가가 중지됩니다. XenMobile 서버 규칙
또는 기본 액세스 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로컬 규칙은 Conﬁgure(구성) > Access Rules(액세스 규칙) > Local Rules(로컬 규칙) 탭을 통해
XenMobile Mail Manager에 로컬로 구성됩니다. 지원 일치는 지정된 Active Directory 그룹 내의 사용자 구성원 자격에 기반합니다. 지원 일치
는 다음 필드에 대한 정규식에 기반합니다.
ActiveSync Device ID(ActiveSync 장치 ID)
ActiveSync Device T ype(ActiveSync 장치 유형)
User Principal Name (UPN)(UPN(사용자 계정 이름))
ActiveSync User Agent(ActiveSync 사용자 에이전트)(일반적으로 장치 플랫폼 또는 전자 메일 클라이언트)
주 스냅샷이 완료되고 장치를 찾은 경우 일반 또는 정규식 규칙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주 스냅샷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정규식 규칙만 추가할
수 있습니다.
XenMobile 서버 규칙. XenMobile 서버 규칙은 관리되는 장치에 대한 규칙을 제공하는 XenMobile 서버에 대한 참조입니다. XenMobile 서버
는 XenMobile에 알려진 속성(예: 장치가 탈옥 장치인지 여부 또는 장치에 금지된 앱이 포함되었는지 여부)을 기반으로 장치를 허용 또는 차단
된 장치로 식별하는 간략한 규칙으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XenMobile은 이 간략한 규칙을 평가하고 허용 또는 차단된 ActiveSync 장치 ID 집
합을 생성한 다음 XenMobile Mail Manager에 전달합니다.
기본 액세스 규칙. 기본 액세스 규칙은 잠재적으로 모든 장치와 일치할 수 있고 항상 마지막에 평가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규칙은 지정된
장치가 로컬 또는 XenMoble 서버 규칙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기본 액세스 규칙의 원하는 액세스 상태가 장치의 원하는 액세스 상태를 결정하
는 광범위한 규칙입니다.
Def ault Access – Allow(기본 액세스 - 허용). 로컬 또는 XenMoble 서버 규칙과 일치하지 않는 모든 장치가 허용됩니다.
Def ault Access – Block(기본 액세스 - 차단). 로컬 또는 XenMoble 서버 규칙과 일치하지 않는 모든 장치가 차단됩니다.
Def ault Access - Unchanged(기본 액세스 - 변경되지 않음). 로컬 또는 XenMoble 서버 규칙과 일치하지 않는 모든 장치의 액세스 상태
가 XenMobile Mail Manager에 의해 수정되지 않습니다. 장치가 Exchange에 의해 격리 모드에 배치된 경우 아무런 동작도 수행되지 않습
니다. 예를 들어 장치를 격리 모드에서 제거하는 유일한 방법은 로컬 또는 XDM 규칙으로 격리를 명시적으로 재정의하는 것입니다.
규칙 평가 정보
Exchange가 XenMobile Mail Manager에 보고하는 각 장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높은 우선 순위에서 낮은 우선 순위로 규칙이 평가됩니다.
로컬 규칙
XenMobile 서버 규칙
기본 액세스 규칙
일치가 발견되면 평가가 중지됩니다. 예를 들어 로컬 규칙이 지정된 장치와 일치할 경우 XenMobile 서버 규칙 또는 기본 액세스 규칙으로 장
치가 평가되지 않습니다. 이는 지정된 규칙 유형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로컬 규칙 목록에 지정된 장치와 일치하는 규칙이 둘 이
상인 경우 첫 번째 일치가 발견되는 즉시 평가가 중지됩니다.
장치 속성이 변경되거나 장치가 추가 또는 제거되거나 규칙 자체가 변경될 경우 XenMobile Mail Manager가 현재 정의된 규칙 집합을 다시 평
가합니다. 주 스냅샷은 구성 가능한 간격으로 장치 속성 변경 및 제거를 확인합니다. 부 스냅샷은 구성 가능한 간격으로 새 장치를 확인합니다.
Exchange ActiveSync에도 액세스를 제어하는 규칙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규칙이 XenMobile Mail Manager의 컨텍스트에서 어떻게 작
동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change는 개별 면제, 장치 규칙 및 조직 설정의 세 가지 규칙 수준으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XenMobile Mail Manager는 개별 면제 목록에 영향을 주는 원격 PowerShell 요청을 프로그래밍 방식으로 실행하여 액세스 제어를 자동화합
니다. 개별 면제 목록은 지정된 사서함에 연결된 허용 또는 차단된 Exchange ActiveSync 장치 ID의 목록입니다. XenMobile Mail Manager를
배포하면 Exchange 내 면제 목록의 관리가 실질적으로 XenMobile Mail Manager에 이전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Microsoft 문서를 참조하십시
오.
분석은 동일한 필드에 여러 규칙이 정의된 경우 특히 유용합니다. 규칙 간의 관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분석은 규칙 필드의 관점에서 수
행됩니다. 예를 들어 ActiveSync 장치 ID, ActiveSync 장치 유형, 사용자, 사용자 에이전트 등 일치되는 필드에 기반한 그룹으로 규칙이 분석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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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용어:
재정의 규칙. 재정의는 둘 이상의 규칙이 동일한 장치에 적용될 수 있는 경우 발생합니다. 규칙은 목록의 우선 순위에 따라 평가되므로 적용
될 수 있는 마지막의 규칙 인스턴스가 평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충돌 규칙. 충돌은 둘 이상의 규칙이 동일한 장치에 적용될 수 있지만 액세스(허용/차단)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발생합니다. 충돌 규칙이 정
규식 규칙이 아닌 경우 충돌은 항상 암시적으로 재정의를 의미합니다.
보완 규칙. 보완은 둘 이상의 규칙이 정규식 규칙이어서 둘 이상의 정규식을 하나의 정규식 규칙으로 결합할 수 있는지, 또는 중복되는 기능
이 아닌지를 확인해야 할 때 발생합니다. 보완 규칙은 액세스(허용/차단)에서도 충돌할 수 있습니다.
주 규칙. 주 규칙은 대화 상자 안에서 클릭된 규칙입니다. 이 규칙은 실선 테두리로 표시됩니다. 또한 위 또는 아래를 가리키는 녹색 화살표
가 하나 또는 두 개 포함됩니다. 화살표가 위를 가리키는 경우 주 규칙 앞에 보조 규칙이 있음을 나타냅니다. 화살표가 아래를 가리키는 경우
주 규칙 뒤에 보조 규칙이 있음을 나타냅니다. 한 번에 하나의 주 규칙만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보조 규칙. 보조 규칙은 재정의, 충돌 또는 추가 관계를 통해 주 규칙과 관련됩니다. 이 규칙은 파선 테두리로 표시됩니다. 각 주 규칙에 대해
여러 개의 보조 규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밑줄이 표시된 항목을 클릭하면 항상 주 규칙의 관점에서 보조 규칙인 규칙이 강조 표시됩니다. 예
를 들어 보조 규칙은 주 규칙으로 재정의되고 주 규칙과 액세스에서 충돌하며 주 규칙을 보완합니다.
Rule Analysis(규칙 분석) 대화 상자에 표시되는 규칙 유형
충돌, 재정의 또는 보완 규칙이 없는 경우 Rule Analysis(규칙 분석)대화 상자에 밑줄로 표시된 항목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항목을 클릭해도 아
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선택된 항목이 일반적으로 모습으로 표시됩니다.
Rule Analysis(규칙 분석) 창에는 선택할 경우 충돌, 재정의, 중복 또는 보완 규칙만 표시되는 확인란이 있습니다.

재정의가 발생하는 경우 2개 이상의 규칙(주 규칙과 보조 규칙)에 밑줄이 표시됩니다. 우선 순위가 더 높은 규칙으로 재정의된 하나 이상의 보
조 규칙은 연한 글꼴로 표시됩니다. 재정의된 규칙을 클릭하면 해당 규칙을 재정의한 규칙을 볼 수 있습니다. 규칙이 주 규칙이 되거나 보조 규
칙이 되어 재정의된 규칙이 강조 표시되면 그 옆에 해당 규칙이 비활성 상태임을 나타내는 검정색 원이 표시됩니다. 예를 들어 규칙을 클릭하
기 전에 대화 상자는 다음과 같이 표시됩니다.

우선 순위가 가장 높은 규칙을 클릭하면 대화 상자가 다음과 같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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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예에서 정규식 규칙 WorkMail.*는 주 규칙(실선 테두리로 표시됨)이고 일반 규칙 workmailc633313818은 보조 규칙(파선 테두리로 표시됨)
입니다. 보조 규칙 옆의 검정색 점은 이 규칙보다 우선하는 더 높은 우선 순위의 정규식 규칙이 있어 해당 규칙이 비활성화(따라서 평가되지 않
음)되었음을 나타내는 시각적 표시입니다. 재정의된 규칙을 클릭한 후 대화 상자는 다음과 같이 표시됩니다.

앞의 예에서 정규식 규칙 WorkMail.*는 보조 규칙(파선 테두리로 표시됨)이고 일반 규칙 workmailc633313818은 주 규칙(실선 테두리로 표시
됨)입니다. 이 단순 예제에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더 복잡한 예제는 이 항목의 뒷부분에 나오는 복합식 예제를 참조하십시오. 여러 개의 규
칙이 정의된 시나리오에서 재정의된 규칙을 클릭하면 해당 규칙을 재정의한 규칙을 빠르게 식별할 수 있습니다.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2개 이상의 규칙(주 규칙과 보조 규칙)에 밑줄이 표시됩니다. 충돌하는 규칙은 빨간색 점으로 표시됩니다. 서로 충돌하
는 규칙은 둘 이상의 정규식이 정의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다른 모든 충돌 시나리오에서는 충돌이 발생하지 않으며 재정의만 발생합니다.
단순 예제에서 규칙 중 하나를 클릭하기 전의 대화 상자는 다음과 같이 표시됩니다.

두 정규식 규칙을 검사하면 첫 번째 규칙은 장치 ID에 "App"이 포함된 모든 장치를 허용하고, 두 번째 규칙은 장치 ID에 Appl이 포함된 모든 장
치를 거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규칙이 장치 ID에 Appl이 포함된 모든 장치를 거부하지만 허용 규칙의 우선 순위가 더 높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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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두 번째 규칙의 조건과 일치하는 장치가 거부되지 않습니다. 첫 번째 규칙을 클릭한 후 대화 상자는 다음과 같이 표시됩니다.

앞의 시나리오에서는 주 규칙(정규식 규칙 App.*)과 보조 규칙(정규식 규칙 Appl.*)이 모두 노란색으로 강조 표시됩니다. 이는 둘 이상의 정규
식 규칙이 단일의 일치 가능한 필드에 적용되어 중복성 문제 또는 보다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리는 시각적 경고입니다.
충돌과 재정의가 모두 발생하는 시나리오에서는 주 규칙(정규식 규칙 App.*)과 보조 규칙(정규식 규칙 Appl.*)이 노란색으로 강조 표시됩니다.
이는 둘 이상의 정규식 규칙이 단일의 일치 가능한 필드에 적용되어 중복성 문제 또는 보다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리는 시각적 경
고입니다.

앞의 예제에서 첫 번째 규칙(정규식 규칙 SAMSUNG.*)은 다음 규칙(일반 규칙 SAMSUNG-SM-G900A/101.40402)을 재정의할 뿐 아니라 액세
스(주 규칙은 허용을 지정하고 보조 규칙은 차단을 지정함)에서도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규칙(일반 규칙 SAMSUNG-SMG900A/101.40402)은 재정의되고 비활성화되었음을 나타내는 색이 연한 텍스트로 표시됩니다.
정규식 규칙을 클릭한 후 대화 상자는 다음과 같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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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규칙(정규식 규칙 SAMSUNG.*) 뒤에 액세스 상태가 하나 이상의 보조 규칙과 충돌함을 나타내는 빨간색 점이 표시됩니다. 보조 규칙(일반
규칙 SAMSUNG-SM-G900A/101.40402) 뒤에 액세스 상태가 주 규칙과 충돌함을 나타내는 빨간색 점과 재정의되고 비활성화되었음을 나타내
는 검정색 점이 표시됩니다.
2개 이상의 규칙(주 규칙과 보조 규칙)에 밑줄이 표시됩니다. 다른 규칙을 보완하는 규칙에는 정규식 규칙만 포함됩니다. 다른 규칙을 보완하
는 규칙은 노란색 오버레이로 표시됩니다. 단순 예제에서 규칙 중 하나를 클릭하기 전의 대화 상자는 다음과 같이 표시됩니다.

XenMobile Mail Manager의 ActiveSync 장치 ID 필드에 정규식 규칙인 두 규칙이 모두 적용된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규칙을 클릭
한 후 대화 상자는 다음과 같이 표시됩니다.

주 규칙(정규식 규칙 WorkMail.*)이 하나 이상의 추가 보조 규칙(정규식 규칙)이 있음을 나타내는 노란색 오버레이로 강조 표시됩니다. 보조 규
칙(정규식 규칙 SAMSUNG.*)이 XenMobile Mail Manager의 동일한 필드(ActiveSync 장치 ID 필드)에 이 규칙과 주 규칙(모두 정규식 규칙임)이
적용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노란색 오버레이로 강조 표시됩니다. 정규식은 겹치거나 겹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규식이 적절하게 작성되었는
지 여부는 직접 판단해야 합니다.
복합식의 예제
재정의, 충돌 또는 보완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은 많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의 예를 제공하기란 불가능합니다. 다음 예제에서는
하지 말아야 할 사항을 설명하고 규칙 분석의 시각적 구조가 제공하는 모든 기능을 설명합니다. 다음 그림에는 항목의 대부분에 밑줄이 표시
되어 있습니다. 문제의 규칙이 우선 순위가 더 높은 규칙으로 재정의되었음을 나타내는 연한 글꼴로 렌더링된 항목이 많습니다.

아이콘

으로 표시되는 정규식 규칙의 수도 목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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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의를 분석하는 방법
특정 규칙을 재정의한 규칙을 보려면 규칙을 클릭합니다.
예제 1: 이 예제에서는 zentrain01@zenprise.com이 재정의된 이유를 검사합니다.

주 규칙(AD 그룹 규칙 zenprise/T RAINING/ZenTraining B, 여기서 zentrain01@zenprise.com은 구성원임)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파란색으로 강조 표시되고 실선 테두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쪽을 가리키는 녹색 화살표가 있습니다(위에 보조 규칙이 있음을 나타냄).
각각 하나 이상의 보조 규칙과 액세스 상태가 충돌하고, 주 규칙으로 재정의되어 비활성화되었음을 나타내는 빨간색 원과 검정색 원이 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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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 스크롤하면 다음이 표시됩니다.

이 예에서는 정규식 규칙인 zen.*과 일반 규칙인 zentrain01@zenprise.com(zenprise/T RAINING/ZenTraining A)의 보조 규칙 2개가 주 규칙을
재정의합니다. 두 번째 보조 규칙에서는 Active Directory 그룹 규칙 ZenTraining A에 사용자 zentrain01@zenprise.com이 포함되고 Active
Directory 그룹 규칙 ZenTraining B에도 사용자 zentrain01@zenprise.com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보조 규칙이 주 규칙보다 우선 순위가 높기
때문에 주 규칙이 재정의되었습니다. 주 규칙의 액세스는 허용이고 두 보조 규칙의 액세스는 차단이므로 액세스가 충돌함을 나타내는 빨간색
원이 뒤에 표시됩니다.
예제 2: 이 예제에서는 ActiveSync 장치 ID가 069026593E0C4AEAB8DE7DD589ACED33인 장치가 재정의된 이유를 보여 줍니다.

주 규칙(일반 장치 ID 규칙 069026593E0C4AEAB8DE7DD589ACED33)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파란색으로 강조 표시되고 실선 테두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쪽을 가리키는 녹색 화살표가 있습니다(위에 보조 규칙이 있음을 나타냄).
주 규칙이 보조 규칙으로 재정의되어 비활성화되었음을 나타내는 검정색 원이 뒤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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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예에서는 단일의 보조 규칙이 주 규칙을 재정의합니다(정규식 ActiveSynce 장치 ID 규칙 3E.*). 정규식3E.*가
069026593E0C4AEAB8DE7DD589ACED33과 일치하므로 주 규칙이 평가되지 않습니다.
보완 및 충돌을 분석하는 방법
이 예에서 기본 규칙은 정규식 ActiveSync 장치 유형 규칙인 touch.*입니다.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정 규칙 필드(이 예에서는 ActiveSync 장치 유형)에 둘 이상의 정규식 규칙이 작동함을 나타내는 경고로 노란색 오버레이가 실선 테두리
와 함께 표시되어 있습니다.
각각 위쪽과 아래쪽을 가리키는 두 개의 화살표가 있습니다(우선 순위가 높은 보조 규칙과 우선 순위가 낮은 보조 규칙이 1개 이상 있음을
나타냄).
액세스 상태가 허용으로 설정되어 주 규칙의 액세스 상태인 차단과 충돌하는 보조 규칙이 1개 이상임을 나타내는 빨간색 원이 옆에 표시되
어 있습니다.
정규식 ActiveSync 장치 유형 규칙 SAM.* 및 정규식 ActiveSync 장치 유형 규칙 Andro.*의 보조 규칙 2개가 있습니다.
두 보조 규칙은 보조 규칙임을 나타내는 파선 테두리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두 보조 규칙에는 ActiveSync 장치 유형 규칙 필드에 보완적으로 적용됨을 나타내는 노란색 오버레이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시나리오에서는 정규식 규칙이 중복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규칙을 추가로 분석하는 방법
이 예제에서는 규칙 관계가 항상 주 규칙의 관점에서 파생된다는 점을 설명합니다. 앞의 예제에서는 값이 touch.*인 장치 유형의 규칙 필드에
적용되는 정규식 규칙을 클릭할 때를 보여줬습니다. 보조 규칙인 Andro.*를 클릭하면 다른 보조 규칙 집합이 강조 표시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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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예제는 규칙 관계에 포함된 재정의된 규칙을 보여 줍니다. 이 규칙은 일반 ActiveSync 장치 유형 규칙인 Android이며 재정의(연한 글꼴로 표
시되고 검정색 원이 표시됨)되었으며 주 규칙인 정규식 ActiveSync 장치 유형 규칙 Andro.*와 액세스 상태가 충돌합니다. 이 규칙은 클릭하기
전에 보조 규칙이었습니다. 앞의 예에서 일반 ActiveSync 장치 유형 규칙 Android는 보조 규칙으로 표시되지 않았습니다. 주 규칙(정규식
ActiveSync 장치 유형 규칙 touch.*)의 관점에서 주 규칙과 관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일반식 로컬 규칙을 구성하려면
1. Access Rules(액세스 규칙) 탭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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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Device ID(장치 ID) 목록에서 로컬 규칙을 만들 필드를 선택합니다.
3. 돋보기 아이콘을 클릭하여 선택한 필드의 모든 고유한 일치 항목을 표시합니다. 이 예제에서는 Device Type(장치 유형) 필드가 선택되었고
목록 상자 아래에 선택 항목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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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 목록 상자에서 항목 하나를 클릭한 후 다음 옵션 중 하나를 클릭합니다.
Allow(허용)을 클릭하면 일치하는 모든 장치의 ActiveSync 트래픽을 허용하도록 Exchange가 구성됩니다.
Deny(거부)을 클릭하면 일치하는 모든 장치의 ActiveSync 트래픽을 거부하도록 Exchange가 구성됩니다.
이 예에서는 장치 유형이 TouchDown인 모든 장치의 액세스가 거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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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식을 추가하려면
정규식 로컬 규칙은 옆에 표시되는

아이콘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정규식 규칙을 추가하려면 지정된 필드에 대한 결과 목록의 기존 값

을 사용하여 정규식 규칙을 작성하거나(주 스냅샷이 완료되어야 함) 원하는 정규식을 입력하면 됩니다.
기존 필드 값에서 정규식을 작성하려면
1. Access Rules(액세스 규칙) 탭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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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Device ID(장치 ID) 목록에서 정규식 로컬 규칙을 만들 필드를 선택합니다.
3. 돋보기 아이콘을 클릭하여 선택한 필드의 모든 고유한 일치 항목을 표시합니다. 이 예제에서는 Device Type(장치 유형) 필드가 선택되었고
목록 상자 아래에 선택 항목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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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 목록에서 항목 중 하나를 클릭합니다. 이 예제에서는 SAMSUNGSPHL720이 선택되었고 Device Type(장치 유형) 옆의 텍스트 상자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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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장치 유형 값에 "Samsung"이 포함된 모든 장치 유형을 허용하려면 다음 단계를 수행하여 정규식 규칙을 추가합니다.
a. 선택한 항목 텍스트 상자 안쪽을 클릭합니다.
b. 텍스트를 SAMSUNGSPHL720에서 SAMSUNG.*로 변경합니다.
c. regular expression(정규식) 확인란이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d. Allow(허용)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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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세스 규칙을 작성하려면
1. Local Rules(로컬 규칙) 탭을 클릭합니다.
2. 정규식을 입력하려면 장치 ID 목록과 선택한 항목 텍스트 상자를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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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치할 필드를 선택합니다. 이 예제에서는 Device T ype(장치 유형)을 사용합니다.
4. 정규식을 입력합니다. 이 예제에서는 samsung.* 를 입력합니다.
5. regular expression(정규식) 확인란이 선택되었는지 확인한 후 Allow(허용) 또는 Deny(거부)를 클릭합니다. 이 예제에서는 Allow(허용)를 선
택하므로 최종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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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를 찾으려면
정규식 확인란을 선택하면 지정된 식과 일치하는 특정 장치에 대한 검색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주 스냅샷을 성공적으로 완료한 경
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규식 규칙을 사용할 계획이 없는 경우에도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ctiveSync 장치 ID에
"workmail" 텍스트가 포함된 모든 장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다음 절차를 따르십시오.
1. Access Rules(액세스 규칙) 탭을 클릭합니다.
2. 장치 일치 필드가 Device ID(장치 ID)(기본값)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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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택한 항목 텍스트 상자(이전 그림에서 파란색으로 표시됨) 안쪽을 클릭한 후 workmail.*를 입력합니다.
4. regular expression(정규식) 확인란이 선택되었는지 확인한 후 돋보기 아이콘을 클릭하여 다음 그림에 표시된 것과 같이 일치하는 항목을 표
시합니다.

https://docs.citrix.com

© 1999-2017 Citrix Systems, Inc. All rights reserved.

p.978

개별 사용자, 장치 또는 장치 유형을 정적 규칙에 추가하려면
ActiveSync Devices(ActiveSync 장치) 탭에서 사용자, 장치 ID 또는 장치 유형에 기반한 정책 규칙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1. ActiveSync Devices(ActiveSync 장치) 탭을 클릭합니다.
2. 목록에서 사용자, 장치 또는 장치 유형을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하고 선택 항목을 허용 또는 거부할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다음 이미지는 user1을 선택한 경우의 Allow/Deny(허용/거부) 옵션을 보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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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 모니터링
XenMobile Mail Manager의 Monitor(모니터) 탭을 사용하면 검색된 Exchange ActiveSync 및 BlackBerry 장치와 자동화된 PowerShell 명령
의 실행 기록을 탐색할 수 있습니다. Monitor(모니터) 탭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개의 탭이 있습니다.
ActiveSync Devices(ActiveSync 장치):
Export(내보내기) 단추를 클릭하여 표시된 ActiveSync 장치 파트너 관계를 내보낼 수 있습니다.
User(사용자), Device ID(장치 ID) 또는 Type(유형) 열을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하고 적절한 허용 또는 차단 규칙 유형을 선택하여 로
컬(정적) 규칙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확장된 행을 축소하려면 Ctrl 키를 누른 채로 확장된 행을 클릭합니다.
Blackberry Devices(Blackberry 장치)
Automation History(자동화 기록)
Conﬁgure(구성) 탭에는 모든 스냅샷 기록이 표시됩니다. 스냅샷 기록은 스냅샷 생성 시점, 스냅샷 지속 기간, 검색된 장치 수 및 발생한 모든
오류를 보여 줍니다.
Exchange 탭에서 원하는 Exchange Server의 정보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MSP 탭에서 원하는 BlackBerry Server의 정보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문제 해결 및 진단
XenMobile Mail Manager는 오류 및 기타 작업 정보를 해당 로그 파일( \log\XmmWindowsService.log)에 기록합니다. XenMobile Mail
Manager는 또한 Windows 이벤트 로그에 중요한 이벤트를 기록합니다.

일반적인 오류
다음 목록에는 일반적인 오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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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enMobile Mail Manager 서비스가 시작되지 않음
로그 파일 및 Windows 이벤트 로그에서 오류를 확인합니다. 일반적인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XenMobile Mail Manager 서비스에서 SQL Server에 액세스할 수 없습니다. 원인은 다음 문제일 수 있습니다.
SQL Server 서비스가 실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인증에 실패했습니다.
Windows 통합 인증이 구성된 경우 XenMobile Mail Manager 서비스의 사용자 계정이 허용된 SQL 로그온이어야 합니다. XenMobile Mail
Manager 서비스의 계정은 기본적으로 로컬 시스템으로 설정되지만 로컬 관리자 권한이 없는 다른 계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SQL 인
증이 구성된 경우 SQL에서 SQL 로그온이 적절히 구성되어야 합니다.
MSP(모바일 서비스 공급자)에 대해 구성된 포트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시스템의 다른 프로세스에서 사용하지 않는 수신 포트를 선택해야
합니다.
XenMobile에서 MSP에 연결할 수 없음
XenMobile Mail Manager 콘솔의 구성> MSP 탭에서 MSP 서비스 포트 및 전송이 올바르게 구성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인증 그룹 또는 사용자
가 올바르게 설정되었는지 확인합니다.
HT T PS가 구성된 경우 유효한 SSL 서버 인증서가 설치되어야 합니다. IIS가 설치된 경우 IIS Manager를 사용하여 인증서를 설치할 수 있습니
다. IIS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http://msdn.microsoft.com/ko-kr/library/ms733791.aspx에서 인증서 설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십시
오.
XenMobile Mail Manager에는 MSP 서비스에 대한 연결을 테스트하는 유틸리티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MspTestServiceClient.exe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URL 및 자격 증명을 XenMobile에서 구성할 URL 및 자격 증명으로 설정한 후 연결 테스트를 클릭합니다. XenMobile 서
비스에서 실행하는 웹 서비스 요청이 시뮬레이션됩니다. HT T PS가 구성된 경우 서버의 실제 호스트 이름을 지정해야 합니다(SSL 인증서에 지
정된 이름).
참고: 연결 테스트를 사용하는 경우 하나 이상의 ActiveSyncDevice 레코드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테스트가 실패합니다.

문제 해결 도구
Support\PowerShell 폴더에 문제 해결을 위한 일련의 PowerShell 유틸리티가 있습니다.
문제 해결 도구는 사용자 사서함 및 장치를 심층 분석하여 오류 조건 및 잠재적 오류 영역을 감지하고 사용자에 대한 RBAC 분석을 수행합니

https://docs.citrix.com

© 1999-2017 Citrix Systems, Inc. All rights reserved.

p.981

다. 모든 cdmlet의 원시 출력을 텍스트 파일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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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enMobile NetScaler Connector
Feb 21, 20 18

XenMobile NetScaler Connector는 Exchange ActiveSync 프로토콜의 역방향 프록시 역할을 하는 NetScaler에 ActiveSync 클
라이언트의 장치 수준 인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인증은 XenMobile 내에서 정의된 정책의 조합과 XenMobile NetScaler
Connector에서 로컬로 정의된 규칙으로 제어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XenMobile의 ActiveSync Gateway를 참조하십시오.
자세한 참조 아키텍처 다이어그램을 보려면 XenMobile 배포 안내서 문서인 Reference Architecture for On-Premises
Deployments(온-프레미스 배포를 위한 참조 아키텍처)를 참조하십시오.
이 문서에는 다음 섹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XenMobile NetScaler Connector 모니터링
XenMobile NetScaler Connector로 ActiveSync 트래픽을 시뮬레이션하려면
XenMobile NetScaler Connector에 대한 필터 선택
XenMobile NetScaler Connector에 대한 연결을 구성하려면
XenMobile에서 정책을 가져오려면
XenMobile NetScaler Connector 정책 모드 구성
XenMobile NetScaler Connector 구성
XenMobile NetScaler Connector의 보안 모델 선택
XenMobile NetScaler Connector 관리
XenMobile NetScaler Connector 설치
XenMobile NetScaler Connector 시스템 요구 사항
XenMobile NetScaler Connector 배포

XenMobile NetScaler Connector 모니터링
XenMobile NetScaler Connector 구성 유틸리티는 Exchange Server를 통과하면서 Secure Mobile Gateway에 의해 허용 또는
차단된 모든 트래픽을 볼 수 있는 자세한 로깅을 제공합니다.
로그 탭을 사용하면 권한 부여를 위해 NetScaler가 XenMobile NetScaler Connector로 전달한 ActiveSync 요청의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XenMobile NetScaler Connector 웹 서비스가 실행 중인지 확인하려면 XenMobile NetScaler Connector 서버에서 브라우
저에 URL http:///services/ActiveSync/Version을 로드하면 됩니다. URL이 제품 버전을 문자열로 반환하면 웹 서비스가 응답하
는 상태입니다.

XenMobile NetScaler Connector로 ActiveSync 트래픽을 시뮬레이션하려면
XenMobile NetScaler Connector를 사용하여 정책과 관련된 ActiveSync 트래픽을 시뮬레이션할 수 있습니다. XenMobile
NetScaler Connector 구성 유틸리티에서 Simulations(시뮬레이션) 탭을 선택합니다. 결과에는 구성한 규칙에 따라 정책이 적
용되는 방식이 표시됩니다.

XenMobile NetScaler Connector에 대한 필터 선택
XenMobile NetScaler Connector 필터는 장치의 정책 위반 또는 속성 설정을 분석하여 작동합니다. 장치가 조건을 충족하면 장
치가 장치 목록에 배치됩니다. 이 장치 목록은 허용 목록이나 차단 목록이 아닙니다. 정의된 조건을 충족하는 장치의 목록입니
다. XenMobile 내에서 XenMobile NetScaler Connector에 사용 가능한 필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블랙리스트 앱. 블랙리스트 정책에 정의된 장치 목록 및 블랙리스트 앱의 존재 여부를 기준으로 장치를 허용하거나 거부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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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화이트리스트 앱만. 화이트리스트 정책에 정의된 장치 목록 및 화이트리스트 앱의 존재 여부를 기준으로 장치를 허용하거나
거부합니다.
관리되지 않는 장치. XenMobile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모든 장치의 장치 목록을 만듭니다. 모바일 응용 프로그램 게이트웨이
는 차단 모드에서 배포해야 합니다.
루팅된 Android/탈옥된 iOS 장치. 루팅된 것으로 플래그 지정된 모든 장치의 장치 목록을 만들고 루팅된 상태에 따라 허용
또는 거부합니다.
규정 위반 장치. 자체 내부 IT 규정 준수 조건을 충족하는 장치를 거부하거나 허용할 수 있습니다. 규정 준수는 규정 위반이라
는 장치 속성으로 정의된 임의의 설정이며, 이 속성은 T rue 또는 False일 수 있는 부울 플래그입니다. 이 속성은 수동으로 만들
어서 값을 설정하거나 장치가 특정 조건을 충족하거나 충족하지 않는 경우 자동화된 동작을 사용하여 장치에서 이 속성을 만
들 수 있습니다.
규정 위반 = True. 장치가 IT 부서에서 설정한 규정 표준 및 정책 정의를 충족하지 않는 경우 장치는 규정을 위반하는 것입
니다.
규정 위반 = False. 장치가 IT 부서에서 설정한 규정 표준 및 정책 정의를 충족하는 경우 장치는 규정을 준수하는 것입니
다.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암호. 장치에 암호가 없는 모든 장치의 장치 목록을 만듭니다.
해지된 상태. 모든 해지된 장치의 장치 목록을 만들고 해지된 상태를 기반으로 하여 허용 또는 거부합니다.
비활성 장치. 지정된 시간 동안 XenMobile과 통신하지 않아서 비활성 상태인 것으로 간주되는 장치의 장치 목록을 만들고 그
에 따라 장치를 허용 또는 거부합니다.
익명 장치. XenMobile에 등록되었지만 사용자의 ID를 알 수 없는 장치를 허용 또는 거부합니다. 예를 들어 등록은 되었지만
사용자의 Active Directory 암호가 만료된 사용자 또는 알 수 없는 자격 증명으로 등록된 사용자일 수 있습니다.
암시적 허용/거부. 다른 필터 규칙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모든 장치의 장치 목록을 만들고 해당 목록을 기반으로 허용 또는 거
부합니다. 암시적 허용/거부 옵션을 사용하면 장치 탭에서 XenMobile NetScaler Connector 상태가 활성화되고 장치에 대한
XenMobile NetScaler Connector 상태가 표시됩니다. 또한 암시적 허용/거부 옵션은 선택되지 않은 다른 모든 XenMobile
NetScaler Connector 필터도 제어합니다. 예를 들어 블랙리스트 앱은 XenMobile NetScaler Connector에 의해 거부(차단)되
지만 암시적 허용/거부 옵션이 허용으로 선택되었기 때문에 다른 모든 필터는 허용됩니다.

XenMobile NetScaler Connector에 대한 연결을 구성하려면
XenMobile NetScaler Connector는 Secure Web 서비스를 통해 XenMobile 및 다른 원격 구성 공급자와 통신합니다.
1. XenMobile NetScaler Connector 구성 유틸리티에서 Conf ig Providers(구성 공급자) 탭을 클릭한 다음 Add(추가)를 클릭합
니다.
2. Conf ig Providers(구성 공급자) 대화 상자의 Name(이름)에서 관리 권한이 있는 사용자 이름을 입력합니다. 이 이름은
XenMobile Server와의 기본 HT T P 인증에 사용됩니다.
3. Url에서 XenMobile GCS의 웹 주소를 입력합니다(일반적으로 https:/// instanceName/services/ MagConfigService 형식).
4.
5.
6.
7.
8.
9.
10.

11.

MagConfigService 이름은 대/소문자를 구분합니다.
Password(암호)에서 XenMobile 서버와의 기본 HT T P 인증에 사용될 암호를 입력합니다.
Managing Host(호스트 관리)에서 XenMobile NetScaler Connector를 설치한 서버 이름을 입력합니다.
Baseline Interval(기준 간격)에서 새로 고친 동적 규칙 집합을 Device Manager에서 가져올 기간을 지정합니다.
Delta interval(델타 간격)에서 동적 규칙의 업데이트를 가져올 기간을 지정합니다.
Request Timeout(요청 시간 초과)에서 서버 요청 시간 초과 간격을 지정합니다.
Conf ig Provider(구성 공급자)에서 구성 공급자 서버 인스턴스가 정책 구성을 제공하는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Events Enabled(이벤트 사용)에서는 장치가 차단되었을 때 XenMobile NetScaler Connector가 XenMobile에 알리도록 하
려면 이 옵션을 선택합니다. XenMobile 자동화된 동작에서 XenMobile NetScaler Connector 규칙을 사용하는 경우 이 옵션
이 필요합니다.
Save(저장)를 클릭한 다음 Test Connectivity(연결 테스트)를 클릭하여 게이트웨이와 구성 공급자의 연결을 테스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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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이 실패하면 로컬 방화벽 설정에서 연결이 허용되는지 확인하거나 관리자에게 문의하십시오.
12. 연결이 성공하면 Disabled(사용 안 함) 확인란을 선택 취소한 다음 Save(저장)를 클릭합니다.
새 구성 공급자를 추가하면 XenMobile NetScaler Connector는 공급자와 연결된 하나 이상의 정책을 자동으로 생성합니다. 이
러한 정책은 NewPolicyTemplate 섹션의 conﬁg\policyTemplates.xml에 포함된 템플릿 정의로 정의됩니다. 이 섹션 내에 정의된
각 정책 요소에 대해 새 정책이 생성됩니다.
운영자는 정책 요소가 스키마 정의를 준수하며 표준 대체 문자열(중괄호 안에 포함됨)을 수정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책 요소를 추
가, 제거 또는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공급자에 대한 새 그룹을 추가하고 새 그룹이 포함되도록 정책을 업데이트합니다.

XenMobile에서 정책을 가져오려면
1. XenMobile NetScaler Connector 구성 유틸리티에서 Conf ig Providers(구성 공급자) 탭을 클릭한 다음 Add(추가)를 클릭합
니다.
2. Conf ig Providers(구성 공급자) 대화 상자의 Name(이름)에서 XenMobile Server와의 기본 HT T P 인증에 사용되며 관리 권한
이 있는 사용자 이름을 입력합니다.
3. Url에서 XenMobile GCS(Gateway Configuration Service)의 웹 주소(일반적으로
https://xdmHost/xdm/services/MagConfigService 형식)를 입력합니다. MagConfigService 이름은 대/소문자를 구분합니다.
4. Password(암호)에서 XenMobile Server와의 기본 HT T P 인증에 사용되는 암호를 입력합니다.
5. Test Connectivity(연결 테스트)를 클릭하여 게이트웨이와 구성 공급자의 연결을 테스트합니다. 연결이 실패하면 로컬 방
화벽 설정에서 연결이 허용되는지 확인하거나 관리자에게 문의하십시오.
6. 연결이 성공하면 Disabled(사용 안 함) 확인란을 선택 취소한 다음 Save(저장)를 클릭합니다.
7. Managing Host(호스트 관리)에서 로컬 호스트 컴퓨터의 기본 DNS 이름을 그대로 둡니다. 이 설정은 다수의 Forefront
T MG(T hreat Management Gateway) 서버가 배열로 구성된 경우 XenMobile와의 통신을 조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설정을 저장한 후 GCS를 엽니다.

XenMobile NetScaler Connector 정책 모드 구성
XenMobile NetScaler Connector는 다음 여섯 가지 모드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Allow All(모두 허용). 이 정책 모드는 XenMobile NetScaler Connector를 통과하는 모든 트래픽에 대한 액세스를 허용합니
다. 다른 필터링 규칙은 사용되지 않습니다.
Deny All(모두 거부). 이 정책 모드는 XenMobile NetScaler Connector를 통과하는 모든 트래픽에 대한 액세스를 거부합니
다. 다른 필터링 규칙은 사용되지 않습니다.
Static Rules: Block Mode(정적 규칙: 차단 모드). 이 정책 모드는 끝에 암시적 거부 또는 차단 문이 있는 정적 규칙을 실행합
니다. XenMobile NetScaler Connector는 다른 필터 규칙을 통해 허용되지 않는 장치를 차단합니다.
Static Rules: Permit Mode(정적 규칙: 허용 모드). 이 정책 모드는 끝에 암시적 허용 문이 있는 정적 규칙을 실행합니다. 다
른 필터 규칙을 통해 차단 또는 거부되지 않는 장치는 XenMobile NetScaler Connector를 통해 허용됩니다.
Static + ZDM Rules: Block Mode(정적 + ZDM 규칙: 차단 모드). 이 정책 모드는 정적 규칙을 먼저 실행한 다음, 끝에 암시적
거부 또는 차단 문이 있는 XenMobile의 동적 규칙을 실행합니다. 장치는 정의된 필터 및 Device Manager 규칙에 기반하여
허용 또는 거부됩니다. 정의된 필터 및 규칙에 일치하지 않는 모든 장치는 차단됩니다.
Static + ZDM Rules: Permit Mode(정적 + ZDM 규칙: 허용 모드). 이 정책 모드는 정적 규칙을 먼저 실행한 다음, 끝에 암시
적 허용 문이 있는 XenMobile의 동적 규칙을 실행합니다. 장치는 정의된 필터 및 XenMobile 규칙에 기반하여 허용 또는 거부
됩니다. 정의된 필터 및 규칙에 일치하지 않는 모든 장치는 허용됩니다.
XenMobile NetScaler Connector는 XenMobile에서 수신된 iOS 및 Windows 기반 모바일 장치의 고유 ActiveSync ID를 기반으
로 하여 동적 규칙에 대한 허용 또는 거부를 처리합니다. Android 장치의 동작은 제조사에 따라 다르며 일부는 고유 ActiveSync
ID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XenMobile은 허용 또는 차단을 결정하기 위해 Android 장치의 사용자 ID 정보를 보냅니다.
그 결과 사용자에게 Android 장치가 하나인 경우에는 허용 및 차단이 정상적으로 작동합니다. 사용자에게 Android 장치가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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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경우에는 Android 장치를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장치가 허용됩니다. 알려진 장치의 경우 ActiveSyncID가 이러한 장
치를 정적으로 차단하도록 게이트웨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치 유형 또는 사용자 에이전트에 따라 차단하도록 게이트
웨이를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정책 모드를 지정하려면 SMG Controller Configuration 유틸리티에서 다음을 수행합니다.
1. Path Filters(경로 필터) 탭을 클릭하고 Add(추가)를 클릭합니다.
2. Path Properties(경로 속성) 대화 상자의 Policy(정책) 목록에서 정책 모드를 선택한 다음 Save(저장)를 클릭합니다.
구성 유틸리티의 Policies(정책) 탭에서 규칙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규칙은 XenMobile NetScaler Connector에서 위에서 아래
로 처리됩니다. 허용 정책에는 녹색 확인 표시가 나타납니다. 거부 정책은 선이 그어진 빨간색 원으로 표시됩니다. 화면을 새로
고쳐 최근 업데이트된 규칙을 보려면 Ref resh(새로 고침)를 클릭합니다. conﬁg.xml 파일에서 규칙 순서를 수정할 수도 있습니
다.
규칙을 테스트하려면 Simulator(시뮬레이터) 탭을 클릭합니다. 필드에 값을 지정합니다. 로그에서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Allow(허용) 또는 Block(차단)을 지정하는 결과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정적 규칙을 구성하려면
ActiveSync 연결 HT T P 요청의 ISAPI 필터링이 읽는 값이 포함된 정적 규칙을 입력합니다. 정적 규칙을 사용하면 XenMobile
NetScaler Connector가 다음 조건에 따라 트래픽을 허용하거나 차단할 수 있습니다.
User. XenMobile NetScaler Connector는 장치 등록 도중 캡처된 권한 부여된 사용자 값 및 이름 구조를 사용합니다. 이러한
구조는 일반적으로 LDAP를 통해 Active Directory에 연결된 XenMobile이 실행되는 서버가 참조하는 도메인\사용자 이름으
로 발견됩니다. XenMobile NetScaler Connector 구성 유틸리티 내의 로그 탭에 XenMobile NetScaler Connector를 통해 전
달되는 값이 표시됩니다. 값 구조를 구분해야 하거나 값 구조가 다른 경우 값이 전달됩니다.
Deviceid(ActiveSyncID). 연결된 장치의 ActiveSyncID라고도 합니다. 이 값은 일반적으로 XenMobile 콘솔의 특정 장치 속성
페이지 내에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값은 XenMobile NetScaler Connector 구성 유틸리티의 로그 탭에서 숨겨질 수도 있
습니다.
DeviceType. XenMobile NetScaler Connector는 장치가 iPhone, iPad 또는 기타 장치 유형 중 무엇인지 판별하고 이 조건에
따라 허용 또는 차단할 수 있습니다. 다른 값과 마찬가지로 XenMobile NetScaler Connector 구성 유틸리티는 ActiveSync 연
결을 처리 중인 모든 연결된 장치 유형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UserAgent. 사용되는 ActiveSync 클라이언트에 대한 정보가 포함됩니다. 대개의 경우 지정된 값은 모바일 장치 플랫폼의 특
정 운영 체제 빌드 및 버전에 해당합니다.
서버에서 실행되는 XenMobile NetScaler Connector 구성 유틸리티는 항상 정적 규칙을 관리합니다.
1. SMG Controller 구성 유틸리티에서 정적 규칙 탭을 클릭한 다음 추가를 클릭합니다.
2. 정적 규칙 속성 대화 상자에서 조건으로 사용할 값을 지정합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 이름(예: AllowedUser)을 입력한 다음 사
용 안 함 확인란을 선택 취소하여 액세스를 허용할 사용자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3. 저장을 클릭합니다.
이제 정적 규칙이 적용됩니다. 또한 정규식을 사용하여 값을 정의할 수 있지만 config.xml 파일에서 규칙 처리 모드를 사용하
도록 설정해야 합니다.
동적 규칙을 구성하려면
Device Manager의 장치 정책 및 속성은 동적 규칙을 정의하며 동적 XenMobile NetScaler Connector 필터를 트리거할 수 있습
니다. 이러한 필터는 정책 위반 또는 속성 설정의 존재 유무에 따라 트리거됩니다. XenMobile NetScaler Connector 필터는 장
치의 정책 위반 또는 속성 설정을 분석하여 작동합니다. 장치가 조건을 충족하면 장치가 장치 목록에 배치됩니다. 이 장치 목
록은 허용 목록이나 차단 목록이 아닙니다. 정의된 조건을 충족하는 장치의 목록입니다. 다음의 구성 옵션을 사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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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enMobile NetScaler Connector를 사용하여 장치 목록의 장치를 허용할지 또는 거부할지 정의할 수 있습니다.
참고: 이러한 동적 규칙은 XenMobile 콘솔에서 구성해야 합니다.
1. XenMobile 콘솔에서 오른쪽 위 모서리의 기어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설정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2. 서버 아래에서 ActiveSync Gateway를 클릭합니다. ActiveSync Gateway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3. Activate the f ollowing rules(다음 규칙 활성화)에서 활성화하려는 하나 이상의 규칙을 선택합니다.
4. Android만의 Android 도메인 사용자를 ActiveSync Gateway로 보내기에서 예를 클릭하여 XenMobile이 Android 장치 정보
를 Secure Mobile Gateway로 보냅니다. 이 옵션을 사용하도록 설정하면 XenMobile에 Android 장치 사용자에 대한 ActiveSync
식별자가 없는 경우 XenMobile이 Android 장치 정보를 XenMobile NetScaler Connector로 보냅니다.
XenMobile NetScaler Connector XML 파일을 편집하여 사용자 지정 정책을 구성하려면
XenMobile NetScaler Connector 구성 유틸리티 정책 탭의 기본 구성에서 기본 정책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용자 지정 정책을 만
들려면 XenMobile NetScaler Connector XML 구성 파일(conﬁg\conﬁg.xml)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1. 파일에서 PolicyList 섹션을 찾은 다음 새 정책 요소를 추가합니다.
2. 다른 정적 그룹이나 다른 GCP를 지원하기 위한 그룹과 같은 새 그룹도 필요한 경우 GroupList 섹션에 새 그룹 요소를 추가합
니다.
3. 필요한 경우 GroupRef 요소를 재정렬하여 기존 정책 내의 그룹 순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XenMobile NetScaler Connector XML 파일 구성
XenMobile NetScaler Connector는 XML 구성 파일을 사용하여 XenMobile NetScaler Connector의 작업을 지정합니다. 이 파
일은 다른 항목 중 그룹 파일과 HT T P 요청을 평가할 때 필터가 수행할 관련 동작을 지정합니다. 기본적으로 파일의 이름은
conﬁg.xml이며 ..\Program Files\Citrix\XenMobile NetScaler Connector\conﬁg\ 위치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GroupRef 노드
GroupRef 노드는 논리적 그룹 이름(기본적으로 AllowGroup 및 DenyGroup)을 정의합니다.
참고: GroupRefList 노드에 나타나는 GroupRef 노드의 순서는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GroupRef 노드의 ID 값은 특정 사용자 계정 또는 장치를 찾는 데 사용되는 구성원의 논리적 컨테이너 또는 컬렉션을 식별합니
다. 작업 특성은 컬렉션의 규칙에 일치하는 구성원을 어떤 방식으로 필터링하는지를 지정합니다. 예를 들어 AllowGroup 집합의
규칙과 일치하는 사용자 계정 또는 장치는 "통과"됩니다. 통과란 Exchange CAS에 대한 액세스가 허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DenyGroup 집합의 규칙과 일치하는 사용자 계정 또는 장치는 "거부"됩니다. 거부란 Exchange CAS에 대한 액세스가 허용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정 사용자 계정/장치 또는 조합이 두 그룹 모두의 규칙을 충족할 경우에는 우선권 규칙이 사용되어 요청의 결과가 도출됩니
다. 우선권은 conﬁg.xml 파일에서 위에서 아래로 GroupRef 노드의 순서를 따릅니다. GroupRef 노드는 우선 순위에 따라 순위
가 매겨집니다. 허용 그룹의 특정 조건에 대한 규칙은 거부 그룹의 동일 조건에 대한 규칙보다 항상 더 높은 우선 순위를 가집니
다.

그룹 노드
config.xml에서는 그룹 노드도 정의합니다. 이러한 노드는 논리적 컨테이너 AllowGroup 및 DenyGroup을 외부 XML 파일에 연
결합니다. 외부 파일에 저장된 항목이 필터 규칙의 기본을 구성합니다.
참고: 이 릴리스에서는 외부 XML 파일만 지원됩니다.
기본 설치는 구성에서 두 개의 XML 파일인 allow.xml 및 deny.xml을 구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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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enMobile NetScaler Connector 구성
속성 Active Sync 서비스 ID, 장치 유형, 사용자 에이전트(장치 운영 체제), 인증된 사용자 및 ActiveSync 명령을 기반으로
ActiveSync 요청을 선택적으로 차단 또는 허용하도록 XenMobile NetScaler Connector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기본 구성은 정적 및 동적 그룹의 조합을 지원합니다. SMG Controller Conﬁguration 유틸리티를 사용하여 정적 그룹을 유지합
니다. 정적 그룹은 지정된 사용자 에이전트를 사용하는 모든 장치와 같이 알려진 장치 범주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동적 그룹은 Gateway Conﬁguration Provider라고 하는 외부 소스에 의해 유지됩니다. XenMobile NetScaler Connector는 동
적 그룹에 주기적으로 연결합니다. XenMobile은 허용 및 차단된 장치 그룹과 사용자 그룹을 XenMobile NetScaler Connector
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동적 그룹은 Gateway Conﬁguration Provider라고 하는 외부 소스에 의해 유지되며 XenMobile NetScaler Connector가 주기적
으로 수집합니다. XenMobile은 허용 및 차단된 장치 그룹과 사용자 그룹을 XenMobile NetScaler Connector로 내보낼 수 있습
니다.
정책은 각 그룹마다 연관된 작업(허용 또는 차단)과 그룹 구성원 목록이 있는 순서 지정된 그룹 목록입니다. 정책에 포함될 수 있
는 그룹의 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일치 항목이 발견될 때 그룹의 작업이 수행되며 이후 그룹은 평가되지 않기 때문에 정책 내
의 그룹 순서는 중요합니다.
구성원은 요청의 속성을 일치시키는 방법을 정의합니다. 장치 ID와 같은 단일 속성에 일치시키거나 장치 유형 및 사용자 에이
전트와 같은 여러 속성에 일치시킬 수 있습니다.

XenMobile NetScaler Connector의 보안 모델 선택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조직에게 있어 보안 모델의 확립은 성공적 모바일 장치 배포를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사용자, 컴퓨터 또
는 장치에 대한 액세스를 기본적으로 허용하는 보호 또는 격리된 네트워크 제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방식이
항상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IT 보안을 관리하는 조직은 모두 모바일 장치의 보안에 대해 조금씩 다른 방법이나 맞춤형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장치 보안에는 동일한 논리가 적용됩니다. 모바일 장치의 수와 유형, 사용자당 모바일 장치의 수, 사용 가능한 운영 체제
플랫폼과 앱의 수가 매우 많기 때문에 허용 모델의 사용은 취약한 선택입니다. 대개의 조직에서는 제한 모델이 더 논리적인 선
택입니다.
Citrix에서 XenMobile NetScaler Connector를 XenMobile과 통합할 때 허용하는 구성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습니다.

허용 모델(허용 모드)
허용 보안 모델은 기본적으로 모든 것이 허용되거나 액세스 권한이 부여된다는 전제 하에 작동합니다. 규칙 및 필터링을 통해서
만 무언가 차단되고 제한이 적용됩니다. 허용 보안 모델은 모바일 장치에 대한 보안 우려가 비교적 느슨한 조직에 적합합니다.
이 모델은 해당하는 경우(정책 규칙이 실패한 경우) 액세스를 거부하는 제한적인 제어만 적용합니다.

제한 모델(차단 모드)
제한 보안 모델은 기본적으로 어떤 것도 허용되지 않거나 액세스 권한이 부여되지 않는 전제 하에 작동합니다. 보안 검사점을
통과하는 모든 항목이 필터링 및 검사되며 액세스를 허용하는 규칙을 통과하지 못하면 액세스가 거부됩니다. 제한 보안 모델은
모바일 장치에 대한 보안 기준이 비교적 엄격한 조직에 적합합니다. 이 모드에서는 액세스 허용을 위한 모든 규칙을 통과한 경
우 네트워크 서비스의 기능 및 사용에 대한 액세스를 허용합니다.

XenMobile NetScaler Connector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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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enMobile NetScaler Connector를 사용하여 액세스 제어 규칙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액세스 제어 규칙은 관리되는 장치의
ActiveSync 연결 요청에 대한 액세스를 허용하거나 차단합니다. 액세스는 장치 상태, 앱 블랙리스트 또는 화이트리스트 및 기타
규정 준수 조건에 따라 허용되거나 차단됩니다.
XenMobile NetScaler Connector 구성 유틸리티를 사용하면 회사 전자 메일 정책을 적용하여 규정 표준을 위반하는 사용자를
차단할 수 있는 동적 및 정적 규칙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 메일 첨부 파일 암호화를 설정하여, Exchange Server를 통과하
여 관리되는 장치로 전송되는 모든 첨부 파일을 암호화하고 권한 있는 사용자만 관리되는 장치에서 이를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
습니다.

XNC를 제거하려면
1. 관리자 계정으로 XncInstaller.exe를 실행합니다.
2. 화면 지침에 따라 제거를 완료합니다.

XenMobile NetScaler Connector를 설치, 업그레이드 또는 제거하려면
1. 관리자 계정으로 XncInstaller.exe를 실행하여 XNC(XenMobile NetScaler Connector)를 설치하거나 기존 XenMobile
NetScaler Connector의 업그레이드 또는 제거를 허용합니다.
2. 화면에 표시되는 지침에 따라 설치, 업그레이드 또는 제거를 완료합니다.
XenMobile NetScaler Connector를 설치한 후에는 XenMobile 구성 서비스 및 알림 서비스를 수동으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XenMobile NetScaler Connector 설치
XenMobile NetScaler Connector는 자체 서버에 설치하거나 XenMobile을 설치한 동일한 서버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이유로 XenMobile NetScaler Connector를 자체 서버(XenMobile과 별개인)에 설치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XenMobile Server가 클라우드(물리적 위치)에서 원격으로 호스팅되는 경우.
XenMobile Server를 다시 시작할 때 XenMobile NetScaler Connector가 그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경우(가용성).
서버의 시스템 리소스를 XenMobile NetScaler Connector 전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성능).
XenMobile NetScaler Connector가 서버에 가하는 CPU 부하는 관리되는 장치 수에 따라 다릅니다. XenMobile NetScaler
Connector가 XenMobile과 동일한 서버에 배포된 경우 CPU 코어를 하나 더 프로비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장치 수가 많은
경우(50,000개 초과) 클러스터링 환경이 아니라면 더 많은 코어를 프로비전해야 할 수 있습니다. XenMobile NetScaler
Connector의 메모리 사용량은 추가 메모리가 필요할 정도로 높지 않습니다.

XenMobile NetScaler Connector 시스템 요구 사항
XenMobile NetScaler Connector는 NetScaler 장비에 구성된 SSL 브리지를 통해 NetScaler와 통신합니다. 이 SSL 브리지는 장
비가 모든 보안 트래픽을 XenMobile에 직접 연결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XenMobile NetScaler Connector에는 다음의 최소 시
스템 구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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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onent

Requirement

컴퓨터 및 프로세서

733MHz Pentium III 733MHz 이상 프로세서. 2.0GHz Pentium III 이상 프로세서(권장)

NetScaler

소프트웨어 버전 10 NetScaler 장비

메모리

1GB

하드 디스크

150MB의 사용 가능한 하드 디스크 공간이 있으며 NT FS로 포맷된 로컬 파티션

운영 체제

Microsoft Windows Server 2008 R2, Microsoft Windows Server 2008 SP2, Microsoft Windows Server 2012 R2

기타 장치

내부 네트워크와 통신하기 위해 호스트 운영 체제와 호환되는 네트워크 어댑터

디스플레이

VGA 또는 고해상도 모니터

XenMobile NetScaler Connector용 호스트 컴퓨터에는 다음의 최소 사용 가능한 하드 디스크 공간이 필요합니다.
응용 프로그램. 10MB~15MB(100MB 권장)
로깅. 1GB(20GB 권장)
XenMobile NetScaler Connector의 플랫폼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XenMobile에서 지원되는 장치 플랫폼을 참조하십시오.
장치 전자 메일 클라이언트
일부 전자 메일 클라이언트는 한 장치에 대해 동일한 ActiveSync ID를 일관되게 반환하지 않습니다. XenMobile NetScaler
Connect에서는 각 장치에 고유한 ActiveSync ID를 사용하도록 요구하므로 각 장치에 대해 동일한 고유 ActiveSync ID를 일관되
게 생성하는 전자 메일 클라이언트만 지원됩니다. 다음과 같은 전자 메일 클라이언트는 Citrix의 테스트에서 오류 없이 실행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HT C 기본 전자 메일 클라이언트
Samsung 기본 전자 메일 클라이언트
iOS 기본 전자 메일 클라이언트
T ouchDown

XenMobile NetScaler Connector 배포
XenMobile NetScaler Connector를 사용하면 NetScaler를 통해 XenMobile 서버와 XenMobile 관리 장치의 통신을 프록시 및
부하 분산할 수 있습니다. XenMobile NetScaler Connector는 주기적으로 XenMobile과 통신하여 정책을 동기화합니다.
XenMobile NetScaler Connector 및 XenMobile은 함께 또는 독립적으로 클러스터링될 수 있으며 NetScaler로 부하 분산될 수
있습니다.
XenMobile NetScaler Connector 구성 요소
XenMobile NetScaler Connector 서비스. 이 서비스는 장치로부터의 ActiveSync 요청이 인증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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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Scaler가 호출할 수 있는 REST 웹 서비스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XenMobile 구성 서비스. 이 서비스는 Device Manager와 통신하여 Device Manager 정책 변경 내용을 XenMobile NetScaler
Connector와 동기화합니다.
XenMobile 알림 서비스. 이 서비스는 권한 없는 장치 액세스의 알림을 Device Manager에 보냅니다. 이렇게 하면 Device
Manager가 장치가 차단된 이유를 사용자에게 알리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XenMobile NetScaler 구성 유틸리티. 관리자는 이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XenMobile NetScaler Connector를 구성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XenMobile NetScaler Connector의 수신 주소를 설정하려면
XenMobile NetScaler Connector에서 NetScaler의 ActiveSync 트래픽 승인 요청을 수신할 수 있도록 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
다. XenMobile NetScaler Connector가 NetScaler 웹 서비스 호출을 수신하는 포트를 지정합니다.
1. 시작 메뉴에서 XenMobile NetScaler 구성 유틸리티를 선택합니다.
2. 웹 서비스 탭을 클릭한 다음 XenMobile NetScaler Connector 웹 서비스의 수신 주소를 입력합니다. HTTP 또는 HTTPS 또는
둘 다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XenMobile NetScaler Connector와 XenMobile이 동일한 서버에 함께 설치된 경우에는
XenMobile과 충돌하지 않는 포트 값을 선택하십시오.
3. 값이 구성되면 저장을 클릭한 다음 서비스 시작을 클릭하여 웹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XenMobile NetScaler Connector에서 장치 액세스 제어 정책을 구성하려면
관리되는 장치에 적용할 액세스 제어 정책을 구성하려면 다음을 수행하십시오.
1. XenMobile NetScaler 구성 유틸리티에서 Path Filters(경로 필터) 탭을 클릭합니다.
2. 첫 번째 행인 Microsof t-Server-ActiveSync is f or ActiveSync(Microsof t-Server-ActiveSync가 ActiveSync용)를 선택
한 다음 Edit(편집)를 클릭합니다.
3. Policy(정책) 목록에서 원하는 정책을 선택합니다. XenMobile 정책을 포함하는 정책의 경우 Static + ZDM: Permit
Mode(정적 + ZDM: 허용 모드) 또는 Static + ZDM: Block Mode(정적 + ZDM: 차단 모드)를 선택합니다. 이러한 정책은
로컬 또는 정적 규칙을 XenMobile의 규칙과 결합합니다. Permit Mode(허용 모드)는 규칙에 의해 명시적으로 식별되지 않는
모든 장치가 ActiveSync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허용됨을 의미합니다. Block Mode(차단 모드)는 이러한 장치가 차단됨을 의미
합니다.
4. 정책을 설정한 후 Save(저장)를 클릭합니다.

XenMobile과의 통신을 구성하려면
XenMobile NetScaler Connector 및 NetScaler와 함께 사용할 XenMobile Server(구성 공급자라고도 함)의 이름과 속성을 지정
합니다.
참고: 이 작업에서는 이미 XenMobile을 설치 및 구성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XenMobile NetScaler Connector 구성 유틸리티에서 Conf ig Providers(구성 공급자) 탭을 클릭하고 Add(추가)를 클릭합니
다.
2. 이 배포에서 사용 중인 XenMobile Server의 이름과 URL을 입력합니다. 다중 테넌트 배포에서 여러 XenMobile 서버를 배포한
경우 이 이름은 각 서버 인스턴스에 대해 고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Name(이름)에 XMS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3. Url에서 XenMobile GCP(GlobalConfig Provider)의 웹 주소(일반적으로 https:/// instanceName/services/ MagConfigService
형식)를 입력합니다. MagConfigService 이름은 대/소문자를 구분합니다.
4. Password(암호)에서 XenMobile 웹 서버와의 기본 HT T P 인증에 사용될 암호를 입력합니다.
5. Managing Host(호스트 관리)에서 XenMobile NetScaler Connector를 설치한 서버 이름을 입력합니다.
6. Baseline Interval(기준 간격)에서 새로 고친 동적 규칙 집합을 XenMobile에서 가져올 기간을 지정합니다.
7. Request Timeout(요청 시간 초과)에서 서버 요청 시간 초과 간격을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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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Conf ig Provider(구성 공급자)에서 구성 공급자 서버 인스턴스가 정책 구성을 제공하는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9. Events Enabled(이벤트 사용)에서는 장치가 차단되었을 때 Secure Mobile Gateway가 XenMobile에 알리도록 하려면 이 옵
션을 선택합니다. Device Manager 자동화된 동작에서 Secure Mobile Gateway 규칙을 사용하는 경우 이 옵션이 필요합니다.
10. 서버가 구성되면 Test Connectivity(연결 테스트)를 클릭하여 XenMobile Server 연결을 테스트합니다.
11. 연결이 되면 Save(저장)를 클릭합니다.

중복성 및 확장성을 위해 XenMobile NetScaler Connector 배포
XenMobile NetScaler Connector 및 XenMobile 배포를 확장하려면 모두 동일한 XenMobile 인스턴스를 가리키는 XenMobile
NetScaler Connector 인스턴스를 여러 Windows 서버에 설치한 다음 NetScaler를 사용하여 서버의 부하를 분산할 수 있습니
다.
XenMobile NetScaler Connector 구성에는 다음 두 가지 모드가 있습니다.
비공유 모드에서는 각 XenMobile NetScaler Connector 인스턴스가 XenMobile 서버와 통신하며 결과 정책의 자체 사본을
유지합니다. 예를 들어 XenMobile 서버의 클러스터가 있는 경우 XenMobile NetScaler Connector 인스턴스를 각 XenMobile
서버에서 실행할 수 있으며 XenMobile NetScaler Connector는 로컬 XenMobile 인스턴스에서 정책을 가져옵니다.
공유 모드에서는 하나의 XenMobile NetScaler Connector 노드가 주 노드로 지정되며 이 노드가 XenMobile과 통신합니다.
결과 구성은 Windows 네트워크 공유 또는 Windows(또는 타사) 복제에 의해 다른 노드 간에 공유됩니다.
전체 XenMobile NetScaler Connector 구성은 하나의 폴더(몇 개의 XML 파일로 구성됨)에 있습니다. XenMobile NetScaler
Connector 프로세스는 이 폴더에 있는 모든 파일의 변경 내용을 감지하여 자동으로 구성을 다시 로드합니다. 공유 모드에서는
주 노드에 대한 장애 조치(failover)가 없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알려진 정상 구성이 XenMobile NetScaler Connector 프로
세스에 캐시되기 때문에 시스템은 주 서버 중지를 몇 분 동안(예를 들어 다시 시작할 때까지)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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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개념
Feb 21, 20 18

T he XenMobile Advanced Concepts articles offer a deeper dive into product documentation on XenMobile. T he aim is to
help reduce deployment time through expert techniques. T he articles may cite the technical expert or experts who have
authored the content.
For decision points, recommendations, common questions, and use cases for your end-to-end XenMobile environment, also
in this section, see the XenMobile Deployment Handbook.
For community support forums on XenMobile, see Citrix Discussions.

On-premises XenMobile interaction with Active Directory
XenMobile Deployment Handbook
Sending group enrollment invitations in XenMobile
Conﬁguring an on-premises Device Health Attestation Server
Conﬁguring certiﬁcate-based authentication with EWS for Secure Mail push
notiﬁ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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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premises XenMobile interaction with Active
Directory
S idda rtha Vuppa la , Priya nka Joshi | Feb 21, 20 18

T his article explains the interaction between XenMobile Server and Active Directory. XenMobile Server interacts with Active
Directory both inline and in the background. T he following sections provide more information on the inline and the
background operations that involve Active Directory interaction.

메모
T his article is an overview of the interaction and does not cover the granular details. For more information about conﬁguring Active
Directory and LDAP in the XenMobile console, see Domain or domain plus security token authentication.

Inline interactions
XenMobile Server communicates with Active Directory by using the LDAP settings that an administrator conﬁgures. T he
settings retrieve information about users and groups. Following are the operations that result in interaction between
XenMobile Server and Active Directory.
1. LDAP conﬁguration. Conﬁguration of Active Directory itself results in an interaction with Active Directory. XenMobile
Server attempts to validate the information by authenticating the information with Active Directory. T he server does so
by using the internet protocol, port, and service account credentials provided. A successful bind indicates that the
connection is conﬁgured correctly.
2. Group-based interactions.
a. Search for one or more groups during the Role-Based Access Control (RBAC) and delivery group deﬁnition creation. T he
XenMobile Server administrator inputs a search text string in the XenMobile console. XenMobile Server searches the
selected domain for all groups that contain the substring that is provided. T hen, XenMobile Server retrieves the
objectGUID, sAMAccountName, and Distinguished Name attributes of the groups identiﬁed in the search.

메모
T his information is not stored in the XenMobile Server database.

b. RBAC and deployment group deﬁnition add or update. T he XenMobile Server administrator selects the Active Directory
groups of interest based on the previous search and includes them in the deployment group deﬁnition. XenMobile Server
searches for the speciﬁc group, one at a time, in Active Directory. XenMobile Server searches for the objectGUID
attribute and retrieves selected attributes, including membership information. Group membership information helps
determine membership between the group retrieved and existing users or groups in the XenMobile Server database.
Changes to group membership result in the RBAC and deployment group derivation for the affected user members,
which results in user entitl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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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
Changes to the deployment group deﬁnition can lead to change in app or policy entitlements for affected users.

c. One-time PIN (OTP) invitations. T he XenMobile Server administrator selects a group from the list of Active Directory
groups present in the XenMobile Server database. For this group, all the users, both direct and indirect, are retrieved from
Active Directory. OT P invitations are sent to the users who were identiﬁed in the preceding step.

메모
T he preceding three interactions imply that group-based interactions are triggered based on XenMobile Server conﬁguration
changes. When there are no changes to the conﬁguration, the interactions imply that there are no interactions with Active
Directory. T hey also imply that there are no requirement for background jobs to capture the group side of changes on a periodic
basis.

3. User-based interaction.
a. User authentication. User authentication workﬂow results in two interactions with Active Directory:
Used to authenticate the user with the credentials provided.
Add or update select user attributes to the XenMobile Server database, including objectGUID, Distinguished Name,
sAMAccountName, and direct membership to groups. Changes to group membership result in the re-evaluation of the
app, policy, and access entitlements.
T he user can authenticate either from the device or from the XenMobile Server console. In both the scenarios,
interaction with Active Directory adheres to the same behavior.
b. App Store access and refresh. A refresh of the store results in a refresh of user attributes, including direct group
memberships. T his action allows for a re-evaluation of user entitlements.
c. Device check-ins. Administrators can conﬁgure in the XenMobile console the device check-ins on a periodic basis. Every
time a device is checked-in, the corresponding user attributes are refreshed, including direct group memberships. T hese
check-ins allow for a re-evaluation of user entitlements.
d. OT P invitations by Group. T he XenMobile Server administrator selects a group from the list of Active Directory groups
present in the XenMobile Server database. User members, both direct and indirect (due to nesting), are retrieved from
Active Directory and saved in XenMobile Server database. OT P invitations are sent to the user members identiﬁed in the
preceding step.
e. OT P invitations by user. T he administrator inputs a search text string within the XenMobile console. XenMobile Server
queries Active Directory and returns user records that match the input text string. T he administrator then selects the
user to send the OT P invitation. XenMobile Server retrieves the user details from Active Directory and updates the same
details in the database before sending out the invitation to the user.

Background interactions
One conclusion from inline communication with Active Directory is that group-based interactions are triggered upon sel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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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ges to the XenMobile Server conﬁguration. When there are no changes to the conﬁguration, it implies that there are
no interactions with Active Directory for groups.
T his interaction requires background jobs that periodically sync with Active Directory and update relevant changes to the
interested groups.
Following are the background jobs that interact with Active Directory.
1. Group sync job. T he purpose of this job is to query Active Directory, one group at a time, on interested groups for
changes to distinguished name or sAMAccountName attributes. T he search query to Active Directory uses the
objectGUID of the interested group to get the current values of distinguished name and sAMAccountName attributes.
Changes in distinguished name or sAMAccountName values for interested groups are updated to the database.

메모
T his job does not update user to group membership information.

2. Nested group sync job. T his job updates changes in the nesting hierarchy of interested groups. XenMobile Server allows
both direct and indirect members of an interested group to get entitlements. T he direct membership of the users is
updated during user-based inline interactions. Running in the background, this job tracks indirect memberships. Indirect
memberships are when a user is a member of a group that is a member of an interested group.
T his job gathers the list of Active Directory groups from XenMobile Server database. T hese groups are a part of either
the deployment group or the RBAC deﬁnition. For each group in this list, XenMobile Server gets the members of the
group. Members of a group are a list of distinguished names that represent both users and groups. XenMobile Server
makes another query back to Active Directory to get only the user members of the interested group. T he difference
between the two lists gives only the group members for the interested group. Changes in member groups are updated to
the database. T he same process is repeated for all the groups in the hierarchy.
Changes to nesting results in processing the affected users for entitlement changes.
3. Disabled user check. T his job runs only when the XenMobile administrator creates an action to check for disabled users.
T he job runs within the scope of a group sync job. T he job queries Active Directory to check for the disabled status of
interested users, one user at a time.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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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enMobile Deployment
Feb 21, 20 18

T here's a lot to consider when you're planning a XenMobile deployment. What devices should you choose? How should you
manage them? How do you ensure that your network remains secure while still being user friendly? What hardware do you
need in place and how do you troubleshoot it? T his handbook aims to help answer those questions and more. T hroughout
the following pages, you'll ﬁnd use cases and recommendations on topics that cover your deployment concerns, as well as
questions you may have never thought to ask.
Keep in mind that a guideline or recommendation might not apply to all environments or use cases. Be sure to set up a test
environment before going live with a XenMobile deployment.
T he handbook has three main sections:
Assess: Common use cases and questions to consider when planning your deployment.
Design & Conf igure: Recommendations for designing and configuring your environment
Operate & Monitor: Ensuring the smooth operation of your running environment.

메모
Some of the sections in this handbook apply to XenMobile on-premises deployments only and some to both on-premises and
XenMobile Service (cloud) deployments. A note indicates which deployment applies to the content in each section.

Assess
As with any deployment, assessing your needs should be your ﬁrst priority. What is your primary need for XenMobile? Do
you need to manage every device in your environment or just the apps? Maybe you need to manage both. How secure do
you need your XenMobile environment to be? Let's look at common use cases and questions for you to consider when
planning your deployment.
Management modes
Device requirements
Security and user experience
Apps
User communities
Email strategy
XenMobile integration
Multi-site requirements

Design & Conﬁgure
Once you ﬁnish assessing your deployment needs, you can make decisions regarding the design and conﬁguration of your
environment. Choosing the hardware for your server, setting up policies for apps and devices, and getting users enrolled are
just a few of the things you'll need to plan out. T his section includes use cases and recommendations for each of these
scenarios an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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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
T he following articles in this section apply to XenMobile Service and XenMobile on-premises deployments.

Integrating with NetScaler and NetScaler Gateway
SSO and proxy considerations for MDX apps
Authentication
Reference architecture for on-premises deployments
Reference architecture for cloud deployments
Server properties
Device and app policies
User enrollment options
T uning XenMobile operations

Operate & Monitor
After your XenMobile environment is up and running, you'll want to monitor it to ensure smooth operation. T he monitoring
section discusses where you can ﬁnd the various logs and messages XenMobile and its components generate, as well as
how to read those logs. T his section also includes a number of common troubleshooting steps you can follow to reduce
customer support feedback time.
App provisioning and deprovisioning
Dashboard-based operations
Role-based Access Control and XenMobile support
Systems monitoring
Disaster recovery
Citrix support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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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ement Modes
Feb 21, 20 18

For each XenMobile instance (a single server or a cluster of nodes), you can choose whether to manage devices, apps, or
both. XenMobile uses the following terms for device and app management modes, sometimes also referred to as
deployment modes:
Mobile device management mode (MDM mode)
Mobile app management mode (MAM mode)
MDM+MAM mode (Enterprise mode)
Note: T his section applies to XenMobile Service and XenMobile on-premises deployments.

Mobile device management (MDM Mode)

Important
If you conﬁgure MDM mode and later change to ENT mode, be sure to use the same (Active Directory) authentication. XenMobile
doesn't support changing the authentication mode after user enrollment. For more information, see Upgrade from XenMobile 10
MDM Edition to Enterprise Edition.

With MDM, you can conﬁgure, secure, and support mobile devices. MDM enables you to protect devices and data on
devices at a system level. You can conﬁgure policies, actions, and security functions. For example, you can wipe a device
selectively if the device is lost, stolen, or out of compliance. Although app management is not available with MDM mode,
you can deliver mobile apps, such as public app store and enterprise apps, in this mode. Following are common use cases for
MDM mode:
MDM is a consideration for corporate-owned devices where device-level management policies or restrictions, such as full
wipe, selective wipe, or geo-location are required.
When customers require management of an actual device, but do not require MDX policies, such as app containerization,
controls on app data sharing, or micro VPN.
When users only need email delivered to their native email clients on their mobile devices, and Exchange ActiveSync or
Client Access Server is already externally accessible. In this use case, you can use MDM to configure email delivery.
When you deploy native enterprise apps (non-MDX), public app store apps, or MDX apps delivered from public stores.
Consider that an MDM solution alone might not prevent data leakage of confidential information between apps on the
device. Data leakage might occur with copy and paste or Save As operations in Office 365 apps.

Mobile app management (MAM Mode)
MAM protects app data and lets you control app data sharing. MAM also allows for the management of corporate data
and resources, separately from personal data. With XenMobile conﬁgured for MAM mode, you can use MDX-enabled
mobile apps to provide per-app containerization and control. T he term MAM mode is also called MAM-only mode. T his term
distinguishes this mode from a legacy MAM mode.
By leveraging MDX policies, XenMobile provides app-level control over network access (such as micro VPN), app and device
interaction, data encryption, and app ac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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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M mode is often suitable for bring-your-own (BYO) devices because, although the device is unmanaged, corporate data
remains protected. MDX has more than 50 MAM-only policies that you can set without needing an MDM control or relying
on device passcodes for encryption.
MAM also supports the XenMobile Apps. T his support includes secure email delivery to Citrix Secure Mail, data sharing
between the secured XenMobile Apps, and secure data storage in ShareFile. For details, see XenMobile Apps.
Note: Worx Mobile Apps are renamed to XenMobile Apps as of the 10.4 release. Most of the individual XenMobile Apps are
renamed as well. For details, see About XenMobile Apps.
MAM is often suitable for the following examples:
You deliver mobile apps, such as MDX apps, managed at the app level.
You are not required to manage devices at a system level.

MDM+MAM (Enterprise Mode)
MDM+MAM is a hybrid mode, also called Enterprise Mode, which enables all feature sets available in the XenMobile
Enterprise Mobility Management (EMM) solution. Conﬁguring XenMobile with MDM+MAM mode enables both MDM and
MAM features.
XenMobile lets you specify whether users can choose to opt out of device management or whether you require device
management. T his ﬂexibility is useful for environments that include a mix of use cases. T hese environments may or may not
require management of a device through MDM policies to access your MAM resources.
MDM+MAM is suitable for the following examples:
You have a single use case in which both MDM and MAM are required. MDM is required to access your MAM resources.
Some use cases require MDM while some do not.
Some use cases require MAM while some do not.
You specify the management mode for XenMobile Server through the Server Mode property. You conﬁgure the setting in
the XenMobile console. T he mode can be MDM, MAM, or ENT (for MDM+MAM).
T he XenMobile edition for which you have a license determines the management modes and other features available, as
shown in the following table.
XenMobile MDM Edition

XenMobile Advanced Edition

XenMobile Enterprise Edition

MDM features

MDM features

MDM features

-

MAM features

MAM features

-

MDX Toolkit

MDX Toolkit

Secure Hub

Secure Hub

Secure Hub

-

Secure Mail

Secure 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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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cure Web

Secure Web

QuickEdit

QuickEdit

QuickEdit

-

Secure Tasks

Secure Tasks

-

-

ShareConnect

-

-

Secure Notes

-

-

ShareFile Enterprise Edition

Device Management and MDM Enrollment
A XenMobile Enterprise environment can include a mixture of use cases, some of which require device management through
MDM policies to allow access to MAM resources. Before deploying XenMobile Apps to users, fully assess your use cases
and decide whether to require MDM enrollment. If you later decide to change the requirement for MDM enrollment, it is
likely that users must re-enroll their devices.
Note: To specify whether you require users to enroll in MDM, use the XenMobile Server property Enrollment Required in
the XenMobile console (Settings > Server Properties). T hat global server property applies to all users and devices for the
XenMobile instance. T he property applies only when the XenMobile Server Mode is ENT.
Following is a summary of th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along with mitigations) of requiring MDM enrollment in a
XenMobile Enterprise mode deployment.

When MDM enrollment is optional
Advantages:
Users can access MAM resources without putting their devices under MDM management. T his option can increase user
adoption.
Ability to secure access to MAM resources to protect enterprise data.
MDX policies such as App Passcode can control app access for each MDX app.
Configuring NetScaler, XenMobile Server, and per-application time-outs, along with Citrix PIN, provide an extra layer of
protection.
While MDM actions do not apply to the device, some MDX policies are available to deny MAM access. T he denial would
be based on system settings, such as jailbroken or rooted devices.
Users can choose whether to enroll their device with MDM during first-time use.
Disadvantages:
MAM resources are available to devices not enrolled in MD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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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M policies and actions are available only to MDM-enrolled devices.
Mitigation options:
Have users agree to a company terms and conditions that holds them responsible if they choose to go out of
compliance. Have administrators monitor unmanaged devices.
Manage application access and security by using application timers. Decreased time-out values increase security, but may
affect user experience.
A second XenMobile environment with MDM enrollment required is an option. When considering this option, keep in mind
the additional overhead of managing two environments and the additional resources required.

When MDM enrollment is required
Advantages:
Ability to restrict access to MAM resources only to MDM-managed devices.
MDM policies and actions can apply to all devices in the environment as desired.
Users are not able to opt out of enrolling their device.
Disadvantages:
Requires all users to enroll with MDM.
Might decrease adoption for users who object to corporate management of their personal devices.
Mitigation options:
Educate users about what XenMobile actually manages on their devices and what information administrators can
access.
You can use a second XenMobile environment, with a Server Mode of MAM (also called MAM-only mode), for devices
that don't need MDM management. When considering this option, keep in mind the additional overhead of managing
two environments and the additional resources required.

About MAM and Legacy MAM Modes
XenMobile 10.3.5 introduced a new MAM-only server mode. To distinguish the prior and new MAM modes, the
documentation uses these terms. T he new mode is called MAM-only or MA, the prior MAM mode is called legacy MAM
mode.
MAM-only mode is in effect when the Server Mode property of XenMobile is MAM. Devices register in MAM mode.
Legacy MAM functionality is in effect when the Server Mode property of XenMobile is ENT and users choose to opt out of
device management. In that case, devices register in MAM mode. Users who opt out of MDM management continue to
receive the legacy MAM functionality.
Note: Previously, setting the Server Mode property to MAM had the same effect as setting it to ENT : Users who opted out
of MDM management received the legacy MAM functionality.
T he following table summarizes the Server Mode setting to use for a particular license type and desired device mode:
Your licenses are f or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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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ion

in this mode

Enterprise/ Advanced/MDM

MDM mode

MDM

Enterprise/Advanced

MAM mode (also called MAM-

MAM

only mode)

Enterprise/Advanced

MDM+MAM mode

ENT (Users who opt out of device management
operate under the legacy MAM mode.)

MAM-only mode supports the following features that were previously available only for ENT. T hese features are not
available for Windows Phone.
Certif icate-based authentication: MAM-only mode supports certificate-based authentication. Users will experience
continued access to their apps even when their Active Directory password expires. If you use certificate-based
authentication for MAM devices, you must configure your NetScaler Gateway. By default, in XenMobile Settings >
NetScaler Gateway, Deliver user certificate for authentication is set to Of f , meaning that user name and password
authentication is used. Change that setting to On to enable certificate authentication.
Self Help Portal: T o enable users to perform their own app lock and app wipe. T hose actions apply to all apps on the
device. You can configure the App Lock and App Wipe actions in Conf igure > Actions.
All enrollment modes: Including High Security, Invitation URL, and T wo Factor, configured through Manage >
Enrollment Invitations.
Device registration limit f or Android and iOS devices: T he Server Property Number of Devices Per User has moved
to Conf igure > Enrollment Prof iles and now applies to all server modes.
MAM-only APIs: For MAM-only devices, you can call REST services by using any REST client and the XenMobile REST API
to call services that the XenMobile console exposes.
T he MAM-only APIs enable you to:
Send an invitation URL and one-time PIN.
Issue app lock and wipe on devices.
T he following table summarizes the differences between the legacy MAM and MAM-only functionality.
Enrollment Scenarios and

Legacy MAM (server mode is

Other Features

ENT)

Certiﬁcate authentication

Not supported.

MAM-only mode (server mode is MAM)

Supported. For certiﬁcate authentication, NetScaler
Gateway is required.

Deployment requirement

XenMobile Server does not

XenMobile Server does not need to be directly

need to be directly accessible

accessible from devices.

from devices.

Enrollment option

Use the NetScaler Gateway

Use XenMobile Server FQDN.

FQDN or, when using MD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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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QDN, opt not to enroll.

Enrollment methods*

User name + Password

User name + Password, High Security, Invitation URL,
Invitation URL+PIN, Invitation URL + Password, Two
Factor, User name + PIN

App lock and wipe

Supported.

Supported.

Self Help Portal options for

Not supported.

Supported.

Apps remain on the device but

Apps remain on the device but are not usable.

are not usable. XenMobile

XenMobile deletes the account on the client only.

app lock and wipe

App wipe behavior

deletes the account on the
client only.

Automated actions for
MAM-only users.

Built-in action when an

Event, device property, user
property actions are supported.
Doesn't support installed appbased automated actions.

Supports event, device property, user property, and

Supports app wipe.

Supports app wipe.

Supported; conﬁgured through

Supported; conﬁgured through an enrollment proﬁle.

some app-based actions, including app wipe and app
lock.

Active Directory user is
deleted

Enrollment limit

an enrollment proﬁle.

Software inventory

Supported. XenMobile lists

Not supported.

apps installed on a device

*Regarding notiﬁcations: SMT P is the only supported method for sending enrollment invitations.
Important: For MAM-only mode, previously enrolled users must re-enroll their devices. Be sure to provide users with the
XenMobile Server FQDN they need for enrollment. In MAM-only mode, like the ENT mode, devices enroll using the
XenMobile Server FQDN. (In the legacy MAM mode, devices enroll using the NetScaler Gateway FQ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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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ice Requirements
Feb 21, 20 18

메모
T his section applies to XenMobile Service and XenMobile on-premises deployments.

An important point to consider for any deployment is the device you plan to roll out. On the iOS, Android, and Windows
platforms, the options are numerous. For a list of devices that XenMobile supports, see Supported device platforms.
In a bring your own device (BYOD) environment, a mixture of supported platforms is possible. Consider the limitations in the
Supported device platform article, however, when informing users about the devices they can enroll. Even if you only allow
one or two devices in your environment, XenMobile functions slightly differently on iOS, Android, and Windows devices.
Different feature sets are available on each platform.
Also, not all app designs target both tablet and phone form factors. Before you make widespread changes, test the apps
to ensure that they ﬁt the device screen you want to roll out.
You can consider enrollment factors as well. Apple and Google offer enterprise enrollment programs. T hrough the Apple
Device Enrollment Program (DEP) and Google Android for Work, you can purchase devices that are preconﬁgured and ready
for employees to use. Even when you don't use these programs, consider whether you want to send invitation links to your
users through SMS. You cannot use SMS on tablets.
For more information about enrollment, see User Enrollment Op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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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urity and User Experience
Feb 21, 20 18

메모
T his section applies to XenMobile Service and XenMobile on-premises deployments.

Security is important to any organization, but you need to strike a balance between security and user experience. On one
hand, you may have a very secure environment that is very difﬁcult for users to use. On the other hand, your environment
may be so user-friendly that access control is not as strict. T he other sections in this virtual handbook cover security
features in detail, but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give a general overview of the security options available to you and to
get you thinking about common security concerns in XenMobile.
Here are some key considerations to keep in mind for each use case:
Do you want to secure certain apps, the entire device, or both?
How do you want your users to authenticate their identity? Will you be using LDAP, certificate-based authentication, or
a combination of the two?
How much time should pass before a user's session times out? Keep in mind that there are different time-out values for
background services, NetScaler, and for being able to access apps while offline.
Do you want users to set up a device-level passcode and/or an app-level passcode? How many logon attempts do you
want to afford to users? Keep in mind the additional per-app authentication requirements that may be implemented
with MAM and how users may perceive them.
What other restrictions do you want to place on users? Should they be able to access cloud services such as Siri? What
can they do with each app you make available to them and what can they not do? Should you deploy corporate WiFi
policies to prevent cellular data plans from being eaten up while inside office spaces?

App vs. Device
One of the ﬁrst things you should consider is whether you should only secure certain apps (mobile app management, or
MAM) or if you want to manage the entire device (mobile device management or MDM). Most commonly, if you don't
require device-level control, you'll only need to manage mobile apps, especially if your organization supports Bring Your Own
Device (BYOD).
With a MAM-only environment, users can access resources made available to them. MAM policies secure and manage the
apps themselves.
MDM allows you to secure an entire device, including the ability to take inventory of all the software on a device and
prevent enrollment if the device is jailbroken, rooted, or has unsafe software installed. Taking this level of control, however,
makes users leery of allowing that much power over their personal devices and may reduce enrollment rates.
It is possible to have MDM required for some devices and not for others, but keep in mind that this choice may involve
setting up two dedicated environments, which requires additional resources and upke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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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Authentication is where a great deal of the user experience takes place. If your organization is already running Active
Directory, using Active Directory is the simplest way to have your users access the system.
Another big part of the authentication user experience is time-outs. A high security environment may have users log on
every time they access the system, but that option may not be ideal for all organizations. For example, having users enter
their credentials every time they want to access their email can be very frustrating and may not be necessary.

User Entropy
For added security, you can enable a feature called user entropy. Citrix Secure Hub and some other apps often share
common data like passwords, PINs, and certiﬁcates to ensure everything functions properly. T his information is stored in a
generic vault within Secure Hub. If you enable user entropy through the Encrypt Secrets option, XenMobile creates a new
vault called UserEntropy, and moves the information from the generic vault into this new vault. In order for Secure Hub or
another app to access the data, users must enter a password or PIN.
Enabling user entropy adds another layer of authentication in a number of places. T his means, however, that whenever an
app requires access to shared data in the UserEntropy vault— which includes passwords, PINs, and certiﬁcates— users need
to enter a password or PIN.
You can learn more about user entropy by reading About the MDX Toolkit in the XenMobile documentation. To turn on user
entropy, you can ﬁnd the related settings in the Client properties.

Policies
Both MDX and MDM policies give a great deal of ﬂexibility to organizations, but they can also restrict users. You may want
this in some situations, but policies may also make a system unusable. For instance, you may want to block access to cloud
applications such as Siri or iCloud that have the potential to send sensitive data where you don't want it going. You can set
up a policy to block access to these services, but keep in mind that such a policy may have unintended consequences. T he
iOS keyboard mic is also reliant on cloud access and you may block access to that feature as well.

Apps
Enterprise Mobility Management (EMM) segments into Mobile Device Management (MDM) and Mobile Application
Management (MAM). While MDM enables organizations to secure and control mobile devices, MAM facilitates application
delivery and management. With the increasing adoption of BYOD, you can typically implement a MAM solution, such as
XenMobile, to assist with application delivery, software licensing, conﬁguration, and application life cycle management. With
XenMobile, you can go a step further to secure these apps by conﬁguring speciﬁc MAM policies and VPN settings to
prevent data leak and other security threats. XenMobile provides organizations with the ﬂexibility to deploy their solution
as a MAM-only or a MDM-only environment, or to implement XenMobile as a uniﬁed XenMobile Enterprise environment
that provides both MDM and MAM functionality within in the same plat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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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addition to the ability to deliver apps to mobile devices, XenMobile offers app containerization through MDX technology.
MDX secures apps through encryption that is separate from device level encryption; you can wipe or lock the app, and the
apps are subject to granular policy-based controls. Independent software vendors (ISVs) can apply these controls using the
Worx App SDK.
In a corporate environment, users use a variety of mobile apps to aid in their job role. T he apps can include apps from the
public app store, in-house developed apps, or native apps as well, in some cases. XenMobile categorizes these apps as
follows:
Public apps: T hese apps include free or paid apps available in a public app store, such as iTunes or Google Play. Vendors
outside of the organization often make their apps available in public app stores. T his option lets their customers download
the apps directly from the Internet. You may use numerous public apps in your organization depending on users' needs.
Examples of such apps include GoToMeeting, Salesforce, and EpicCare apps.
Citrix does not support downloading app binaries directly from public app stores, and then wrapping them with the MDX
Toolkit for enterprise distribution. If you need to wrap third-party applications, work with your app vendor to obtain the
app binaries which you can wrap using the MDX Toolkit.
In-house apps: Many organizations have in-house developers who create apps that provide speciﬁc functionality and are
independently developed and distributed within the organization. In certain cases, some organizations may also have apps
that ISVs provide. You can deploy such apps as native apps or you can containerize the apps by using a MAM solution, such
as XenMobile. For example, a healthcare organization may create an in-house app that allows physicians to view patient
information on mobile devices. An organization can then use the MDX Toolkit to wrap the app in order to secure patient
information and enable VPN access to the back-end patient database server.
Web and SaaS apps: T hese apps include apps accessed from an internal network (web apps) or over a public network
(SaaS). XenMobile also allows you to create custom web and SaaS apps using a list of app connectors. T hese app
connectors can facilitate single sign-on (SSO) to existing Web apps. For details, see App connector types. For example, you
can use Google Apps SAML for SSO based on Security Assertion Markup Language (SAML) to Google Apps.
XenMobile Apps: T hese are Citrix-developed apps that are included with the XenMobile license. For details, see About
XenMobile Apps. Citrix also offers other business-ready apps that ISVs develop by using the Worx App SDK.
HDX apps: T hese are Windows-hosted apps that you publish with StoreFront. If you have a Citrix XenApp and XenDesktop
environment, you can integrate the apps with XenMobile to make the apps available to the enrolled users.
Depending of the type of mobile apps you plan to deploy and manage with XenMobile, the underlying conﬁguration and
architecture will differ. For example, if multiple groups of users with different level of permissions will consume a single app,
you may have to create separate delivery groups to deploy two separate versions of the same app. In addition, you must
make sure the user group membership is mutually exclusive to avoid policy mismatches on users' devices.
You may also want to manage iOS application licensing by using the Apple Volume Purchase Program (VPP). T his option will
require you to register for the VPP program and conﬁgure XenMobile VPP settings in the XenMobile console to distribute
the apps with the VPP licenses. A variety of such use cases makes it important to assess and plan your MAM strategy prior
to implementing the XenMobile environment. You can start planning your MAM strategy by deﬁning the following:
Types of apps: List the different types of apps you plan to support and categorize them, such as public, native, XenMobile
Apps, Web, in-house, ISV apps, and so on. Also, categorize the apps for different device platforms, such as iOS and Android.
T his categorization will help with aligning different XenMobile settings that are required for each type of app. For example,
certain apps may not qualify for wrapping, or a few apps may require the use of the Worx App SDK to enable special APIs

https://docs.citrix.com

© 1999-2017 Citrix Systems, Inc. All rights reserved.

p.1008

for interaction with other apps.
Network requirements: You need to conﬁgure apps with speciﬁc network access requirements with the appropriate
settings. For example, certain apps may need access to your internal network through VPN; some apps may require Internet
access to route access via the DMZ. In order to allow such apps to connect to the required network, you have to conﬁgure
various settings accordingly. Deﬁning per-app network requirements help in ﬁnalizing your architectural decisions early on,
which will streamline the overall implementation process.
Security requirements: Deﬁning the security requirements that apply to either individual apps or all the apps is critical to
ensure that you create the right conﬁgurations when you install XenMobile server. Although settings, such as the MDX
policies, apply to individual apps, session and authentication settings apply across all apps, and some apps may have speciﬁc
encryption, containerization, wrapping, encryption, authentication, geo fencing, passcode or data sharing requirements that
you will need to outline in advance to simplify your deployment.
Deployment requirements: You may want to use a policy-based deployment to allow only compliant users to download
the published apps. For example, you may want certain apps to require that device encryption is enabled or the device is
managed, or that the device meets a minimum operating system version. You may also want certain apps to be available
only to corporate users. You need to outline such requirements in advance so that you can conﬁgure the appropriate
deployment rules or actions.
Licensing requirements: You should record app-related licensing requirements. T hese notes will help you to manage license
usage effectively and to decide if you need to conﬁgure speciﬁc features in XenMobile to facilitate licensing. For example,
if you deploy an iOS app, irrespective of whether it is a free or a paid app, Apple enforces licensing requirements on the app
by making the users sign into their iTunes account. You can register for Apple VPP to distribute and manage these apps via
XenMobile. VPP allows users to download the apps without having to sign into their iTunes account. Additionally, tools,
such as Samsung SAFE and Samsung KNOX, have special licensing requirements, which you need to complete prior to
deploying those features.
Blacklist/whitelist requirements: T here may be apps that you do not want users to install or use at all. Creating a
blacklist will deﬁne an out of compliance event. You can then set up policies to trigger in case such a thing happens. On the
other hand, an app may be acceptable for use but may fall under the blacklist for one reason or another. If this is the case,
you can add the app to a whitelist and indicate that the app is acceptable to use but is not required. Also, keep in mind that
the apps pre-installed on new devices can include some commonly used apps that are not part of the operating system.
T his may conﬂict with your blacklisting strategy.

Use Case
A healthcare organization plans to deploy XenMobile to serve as a MAM solution for their mobile apps. Mobile apps are
delivered to corporate and BYOD users. IT decides to deliver and manage the following apps:
XenMobile Apps: iOS and Android apps provided by Citrix.
Secure Mail: Email, calendar, and contact app.
Secure Web: Secure web browser that provides access to the Internet and intranet sites.
Secure Notes: Secure note-taking app with email and calendar integration.
ShareFile: App to access shared data and to share, sync, and edit files.
Public app st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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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ure Hub: Client used by all mobile devices to communicate with XenMobile. IT pushes security settings,
configurations, and mobile apps to mobile devices via the Secure Hub client. Android and iOS devices enroll in XenMobile
through Secure Hub.
Citrix Receiver: Mobile app that allows users to open XenApp-hosted applications on mobile devices.
GoToMeeting: An online meeting, desktop sharing, and video conferencing client that lets users meet with other
computer users, customers, clients, or colleagues via the Internet in real time.
SalesForce1: Salesforce1 lets users access Salesforce from mobile devices and brings all Chatter, CRM, custom apps, and
business processes together in a unified experience for any Salesforce user.
RSA SecurID: Software-based token for two-factor authentication.
EpicCare apps: T hese apps give healthcare practitioners secure and portable access to patient charts, patient lists,
schedules, and messaging.
Haiku: Mobile app for the iPhone and Android phones.
Canto: Mobile app for the iPad
Rover: Mobile apps for iPhone and iPad.
HDX: T hese apps are delivered via Citrix XenApp.
Epic Hyperspace: Epic client application for electronic health record management.
ISV:
Vocera: HIPAA compliant voice-over IP and messaging mobile app that extends the benefits of Vocera voice technology
anytime, anywhere via iPhone and Android smartphones.
In-house apps:
HCMail: App that helps compose encrypted messages, search address books on internal mail servers, and send the
encrypted messages to the contacts using an email client.
In-house web apps:
PatientRounding: Web application used to record patient health information by different departments.
Outlook Web Access: Allows the access of email via a web browser.
SharePoint: Used for organization-wide file and data sharing.
T he following table lists the basic information required for MAM conﬁguration.
App Name

App Type

MDX Wrapping

iOS

Android

Secure Mail

XenMobile App

No for version 10.4.1

Yes

Yes

Yes

Yes

Yes

Yes

and later

Secure Web

XenMobile App

No for version 10.4.1
and later

Secure Notes

XenMobile App

No for version 10.4.1
and l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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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reFile

XenMobile App

No for version 10.4.1

Yes

Yes

and later

Secure Hub

Public App

NA

Yes

Yes

Citrix Receiver

Public App

NA

Yes

Yes

GoToMeeting

Public App

NA

Yes

Yes

SalesForce1

Public App

NA

Yes

Yes

RSA SecurID

Public App

NA

Yes

Yes

Epic Haiku

Public App

NA

Yes

Yes

Epic Canto

Public App

NA

Yes

No

Epic Rover

Public App

NA

Yes

No

Epic Hyperspace

HDX App

NA

Yes

Yes

Vocera

ISV App

Yes

Yes

Yes

HCMail

In-House App

Yes

Yes

Yes

PatientRounding

Web App

NA

Yes

Yes

Outlook Web Access

Web App

NA

Yes

Yes

SharePoint

Web App

NA

Yes

Yes

T he following tables list speciﬁc requirements you can consult when conﬁguring MAM policies in XenMobile.
App Name

Secure 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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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PN Required

Y

Interaction

Interaction

(with apps outside

(f rom apps outside

of container)

of container)

Selectively Allowed

Allow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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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ure Web

Y

Allowed

Allowed

Not required

Secure Notes

Y

Allowed

Allowed

Not required

ShareFile

Y

Allowed

Allowed

Not required

Secure Hub

Y

N/A

N/A

N/A

Citrix Receiver

Y

N/A

N/A

N/A

GoToMeeting

N

N/A

N/A

N/A

SalesForce1

N

N/A

N/A

N/A

RSA SecurID

N

N/A

N/A

N/A

Epic Haiku

Y

N/A

N/A

N/A

Epic Canto

Y

N/A

N/A

N/A

Epic Rover

Y

N/A

N/A

N/A

Epic Hyperspace

Y

N/A

N/A

N/A

Vocera

Y

Disallowed

Disallowed

Not required

HCMail

Y

Disallowed

Disallowed

Required

PatientRound-ing

Y

N/A

N/A

Required

Outlook Web Access

Y

N/A

N/A

Not required

SharePoint

Y

N/A

N/A

Not required

App Name

Proxy
Filtering

Licensing

Geo-f encing

Worx App

Minimum

SDK

Operating
System Ver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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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ure Mail

Required

N/A

Selectively

N/A

Enforced

Required

Secure Web

Required

N/A

Not required

N/A

Enforced

Secure Notes

Required

N/A

Not required

N/A

Enforced

ShareFile

Required

N/A

Not required

N/A

Enforced

Secure Hub

Not required

VPP

Not required

N/A

Not enforced

Citrix Receiver

Not required

VPP

Not required

N/A

Not enforced

GoToMeeting

Not required

VPP

Not required

N/A

Not enforced

SalesForce1

Not required

VPP

Not required

N/A

Not enforced

RSA SecurID

Not required

VPP

Not required

N/A

Not enforced

Epic Haiku

Not required

VPP

Not required

N/A

Not enforced

Epic Canto

Not required

VPP

Not required

N/A

Not enforced

Epic Rover

Not required

VPP

Not required

N/A

Not enforced

Epic Hyperspace

Not required

N/A

Not required

N/A

Not enforced

Vocera

Required

N/A

Required

Required

Enforced

HCMail

Required

N/A

Required

Required

Enforced

PatientRound-ing

Required

N/A

Not required

N/A

Not enforced

Outlook Web Access

Required

N/A

Not required

N/A

Not enforced

SharePoint

Required

N/A

Not required

N/A

Not enfor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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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r Communities
Every organization consists of diverse user communities that operate in different functional roles. T hese user communities
perform different tasks and ofﬁce functions using various resources that you provide through the users' mobile devices.
Users may work from home or in remote ofﬁces using mobile devices that you provide, or using their personal mobile devices,
which allows them to access tools that are subject to certain security compliance rules.
As more and more user communities start using mobile devices to either simplify or aid in their job role, Enterprise Mobility
Management (EMM) becomes critical to prevent data leak and to enforce an organization's security restrictions. In order
for efﬁcient and more sophisticated mobile device management, you can categorize your user communities. Doing so
simpliﬁes the mapping of users to resources and ensures that the right security policies apply to the right users.
T he following example illustrates how the user communities of a healthcare organization are classiﬁed for EMM.

Use Case
T his example healthcare organization provides technology resources and access to multiple users, including network and
afﬁliate employees and volunteers. T he organization has chosen to roll out the EMM solution to non-executive users only.
User roles and functions for this organization can be broken into subgroups including: clinical, non-clinical, and contractors. A
selected set of users receive corporate mobile devices, while others can access limited company resources from their
personal devices. In order to enforce the right level of security restrictions and prevent data leak, the organization decided
that corporate IT manages each enrolled device, Corporate and Bring Your Own Device (BYOD). Additionally, users can only
enroll a single device.
T he following section provides an overview of the roles and functions of each subgroup:
Clinical:
Nurses
Physicians (Doctors, Surgeons, and so on)
Specialists (Dieticians, phlebotomists, anesthesiologists, radiologists, cardiologists, oncologists, and so on)
Outside physicians (Non-employee physicians and office workers that work from remote offices)
Home Health Services (Office and mobile workers performing physician services for patient home visits)
Research Specialist (Knowledge Workers and Power Users at six Research Institutes performing clinical research to find
answers to issues in medicine)
Education and T raining (Nurses, physicians, and specialists in education and training)
Non-Clinical:
Shared Services (Office workers performing various back office functions including: HR, Payroll, Accounts Payable, Supply
Chain Service, and so on)
Physician Services (Office workers performing a variety of health care management, administrative services, and business
process solutions to providers, including: Administrative Services, Analytics and Business Intelligence, Business Systems,
Client Services, Finance, Managed Care Administration, Patient Access Solutions, Revenue Cycle Solutions, and so on)
Support Services (Office workers performing a variety of non-clinical functions including: Benefits Administration, Clinical
Integration, Communications, Compensation & Performance Management, Facility & Property Services, HR T 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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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s, Information Services, Internal Audit & Process Improvement, and so o.)
Philanthropic Programs (Office and mobile workers that perform various functions in support of philanthropic programs)
Contractors:
Manufacturer and vendor partners (Onsite and remotely connected via site-to-site VPN providing various non-clinical
support functions)
Based on the preceding information, the organization created the following entities. For more information about delivery
groups in XenMobile, see Deploy resources.
Active Directory Organizational Units (OUs) and Groups
For OU = XenMobile Resources:
OU = Clinical; Groups =
XM-Nurses
XM-Physicians
XM-Specialists
XM-Outside Physicians
XM-Home Health Services
XM-Research Specialist
XM-Education and T raining
OU = Non-Clinical; Groups =
XM-Shared Services
XM-Physician Services
XM-Support Services
XM-Philanthropic Programs
XenMobile Local Users and Groups
For Group= Contractors, Users =
Vendor1
Vendor2
Vendor 3
… Vendor 10
XenMobile Delivery Groups
Clinical-Nurses
Clinical-Physicians
Clinical-Specialists
Clinical-Outside Physicians
Clinical-Home Health Services
Clinical-Research Specialist
Clinical-Education and T raining
Non-Clinical-Shared Services
Non-Clinical-Physician Services
Non-Clinical-Support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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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Clinical-Philanthropic Programs
Delivery Group and User Group mapping
Active Directory Groups

XenMobile Delivery Groups

XM-Nurses

Clinical-Nurses

XM-Physicians

Clinical-Physicians

XM-Specialists

Clinical-Specialists

XM-Outside Physicians

Clinical-Outside Physicians

XM-Home Health Services

Clinical-Home Health Services

XM-Research Specialist

Clinical-Research Specialist

XM-Education and Training

Clinical-Education and Training

XM-Shared Services

Non-Clinical-Shared Services

XM-Physician Services

Non-Clinical-Physician Services

XM-Support Services

Non-Clinical-Support Services

XM-Philanthropic Programs

Non-Clinical-Philanthropic Programs

Delivery Group and Resource mapping
T he following tables illustrate the resources assigned to each delivery group in this use case. T he ﬁrst table shows the
mobile app assignments; the second table shows the public app, HDX apps, and device management resources.

XenMobile Delivery Groups

Clinical-Nurses

Citrix Mobile Apps

Public Mobile

HDX Mobile Apps

Apps

X

Clinical-Physici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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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nical-Specialists

Clinical-Outside Physicians

X

Clinical-Home Health Services

X

Clinical-Research Specialist

X

Clinical-Education and Training

X

X

Non-Clinical-Shared Services

X

X

Non-Clinical-Physician Services

X

X

Non-Clinical-Support Services

X

X

X

Non-Clinical-Philanthropic Programs

X

X

X

Contractors

X

X

X

Public

Public

HDX App:

Passcode

Device

Automated

WiFi

XenMobile Delivery

App:

App:

Epic

Policy

Restrictions

Actions

Policy

Groups

RSA

EpicCare

Hyperspace

SecurID

Haiku

Clinical-Nurses

Clinical-Physicians

X

X

Clinical-Specialists

Clinical-Outside
Physicians

Clinical-Home Health
Services

Clinical-Research
Specia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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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nical-Education and

X

X

X

X

X

X

X

X

Training

Non-Clinical-Shared
Services

Non-Clinical-Physician
Services

Non-Clinical-Support
Services

Notes and considerations:
XenMobile creates a default delivery group named All Users during the initial configuration. If you do not disable this
Delivery Group, all Active Directory users will have rights to enroll into XenMobile.
XenMobile synchronizes Active Directory users and groups on demand using a dynamic connection to the LDAP server.
If a user is part of a group that is not mapped in XenMobile, that user cannot enroll. Likewise, if a user is a member of
multiple groups, XenMobile will only categorize the user as being in the groups mapped to XenMobile.
In order to make MDM enrollment mandatory, you must set the Enrollment Required option to T rue in Server Properties
in the XenMobile console. For details, see Server Properties.
You can delete a user group from a XenMobile delivery group by deleting the entry in the SQL Server database, under
dbo.userlistgrps.
Caution: Before you perform this action, create a backup of XenMobile and the database.

About Device Ownership in XenMobile
You can group users according to the owner of a users' device. Device ownership includes corporate-owned devices and
user-owned devices, also known as bring your own device (BYOD). You can control how BYOD devices connect to your
network in two places in the XenMobile console: in Deployment Rules and through XenMobile server properties on the
Settings page. For details about deployment rules, see Conﬁguring Deployment Rules in the XenMobile documentation. For
details about server properties, see Server Properties.
By setting server properties, you can require all BYOD users to accept corporate management of their devices before they
can access apps, or you can give users access to corporate apps without also managing their devices.
When you set the server setting wsapi.mdm.required.ﬂag to true, XenMobile manages all BYOD devices, and any user
who declines enrollment is denied access to apps. You should consider setting wsapi.mdm.required.ﬂag to true in
environments in which enterprise IT teams need high security along with a positive user experience, which comes from
enrolling user devices in XenMobile.
If you leave wsapi.mdm.required.ﬂag as f alse, which is the default setting, users can decline enrollment, but may still
access apps on their devices through the XenMobile Store. You should consider setting wsapi.mdm.required.ﬂag to f al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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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environments in which privacy, legal, or regulatory constraints require no device management, only enterprise app
management.
Users with devices that XenMobile doesn't manage can install apps through the XenMobile Store. Instead of device-level
controls, such as selective or full wipe, you control access to the apps through app policies. T he policies, depending on the
values you set, require the device to check the XenMobile server routinely to conﬁrm that the apps are still allowed to run.

Security Requirements
T he amount of security considerations when deploying a XenMobile environment can quickly become overwhelming. T here
are many interlocking pieces and settings, that you may not know where to begin or what to choose to ensure an
acceptable level of protection is available. To make these choices simpler, Citrix provides recommendations for High, Higher,
and Highest Security, as outlined in the following table.
Note that security concerns alone should not dictate your deployment mode choice. It is important to also review the
requirements of the use case and decide if you can mitigate security concerns before choosing your deployment mode.
High: Using these settings provides an optimal user experience while maintaining a basic level of security acceptable to
most organizations.
Higher: T hese settings strike a stronger balance between security and usability.
Highest: Following these recommendations will provide a very high level of security at the cost of usability and user
adoption.

Deployment mode security considerations
T he following table speciﬁes the deployment modes for each security level.
High Security

Higher Security

Highest Security

MAM and/or MDM

MDM+MAM

MDM+MAM; plus FIPS

Notes:
Depending on the use case, a MDM-only or MAM-only deployment could meet security requirements and provide a good
user experience.
If there is no need for app containerization, micro VPN or app specific policies, MDM should be sufficient to manage and
secure devices.
For use cases like BYOD in which all business and security requirements may be satisfied with app containerization only,
Citrix recommends MAM-only mode.
For high security environments (and corporate issued devices), Citrix recommends MDM+MAM to take advantage of all
security capabilities available. You should enforce MDM enrollment through a server property in the XenMobile console.
FIPS options for environments with the highest security needs, such as the federal government.
If you enable FIPS mode, you must conﬁgure SQL Server to encrypt SQL trafﬁc.

NetScaler and NetScaler Gateway security conside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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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he following table speciﬁes the NetScaler and NetScaler Gateway recommendations for each security level.
High Security

Higher Security

Highest Security

NetScaler is

Standard NetScaler for XenMobile wizard

SSL Ofﬂoad with end-to-end

recommended. NetScaler

conﬁguration with SSL bridge if XenMobile is in

encryption

Gateway is required for

the DMZ; or SSL ofﬂoad if required to meet

MAM and ENT ;

security standards when XenMobile server is in

recommended for MDM

the internal network.

Notes:
Exposing XenMobile server to the Internet via NAT or existing third-party proxies/load-balancers could be an option for
MDM as long as the SSL traffic terminates on XenMobile server, but this choice poses a potential security risk.
For high security environments, NetScaler with the default XenMobile configuration should meet or exceed security
requirements.
For MDM environments with the highest security needs, SSL termination at the NetScaler provides the ability to inspect
traffic at the perimeter, while maintaining end-to-end SSL encryption.
Options to define SSL/T LS ciphers.
SSL FIPS NetScaler hardware is also available.
For more information, see Integrating with NetScaler Gateway and NetScaler.

Enrollment security considerations
T he following table speciﬁes the NetScaler and NetScaler Gateway recommendations for each security level.
High Security

Higher Security

Highest Security

Active Directory Group

Invitation only enrollment mode. Active

Enrollment mode tied to Device ID.

membership only. All users

Directory Group membership only. All users

Active Directory Group membership

Delivery Group disabled.

Delivery Group disabled

only. All users Delivery Group disabled

Notes:
Citrix generally recommends that you restrict enrollment to users in predefined Active Directory groups only. T his requires
disabling the built-in All users Delivery Group.
You can use enrollment invitations to restrict enrollment to users with an invitation only.
You can use one-time PIN (OT P) enrollment invites as a two-factor solution and to control the number of devices a user
may enroll.
For environments with the highest security requirements, you can tie enrollment invitations to a device by
SN/UDID/EMEI. A two-factor option is also available to require Active Directory password and OT P. (Note that OT P is
not currently an option for Windows devices.)

Device PIN security considerations
T he following table speciﬁes the device PIN recommendations for each security level.

https://docs.citrix.com

© 1999-2017 Citrix Systems, Inc. All rights reserved.

p.1020

High Security

Higher Security

Highest Security

Recommended. High security is

Enforced by using MDM and/or MDX

Enforced by using MDM and MDX

required for device-level

policy.

policy. MDM Complex passcode

encryption. May be enforced

policy.

with MDM. Can be set as
required for MAM-only by using
an MDX policy.

Notes:
Citrix recommends the use of a device PIN.
You can enforce a device PIN via an MDM policy.
You can use an MDX policy to make a device PIN a requirement for using managed apps; for example, for BYOD use
cases.
Citrix recommends combining the MDM and MDX policy options for increased security in MDM+MAM environments.
For environments with the highest security requirements, you can configure complex passcode policies and enforced
them with MDM. You can configure automatic actions to notify administrators or issue selective/full device wipes when
a device doesn't comply with a passcode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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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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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erprise Mobility Management (EMM) segments into Mobile Device Management (MDM) and Mobile Application Management (MAM).
While MDM enables organizations to secure and control mobile devices, MAM facilitates application delivery and management. With the
increasing adoption of BYOD, you can typically implement a MAM solution, such as XenMobile, to assist with application delivery, software
licensing, conﬁguration, and application life cycle management.
With XenMobile, you can go a step further to secure these apps by conﬁguring speciﬁc MAM policies and VPN settings to prevent data
leak and other security threats. XenMobile provides organizations with the ﬂexibility to deploy their solution as a MAM-only or a MDM-only
environment, or to implement XenMobile as a uniﬁed XenMobile Enterprise environment that provides both MDM and MAM functionality
within in the same platform.
In addition to the ability to deliver apps to mobile devices, XenMobile offers app containerization through MDX technology. MDX secures
apps through encryption that is separate from device level encryption; you can wipe or lock the app, and the apps are subject to granular
policy-based controls. Independent software vendors (ISVs) can apply these controls using the Worx App SDK.
In a corporate environment, users use a variety of mobile apps to aid in their job role. T he apps can include apps from the public app store,
in-house developed apps, or native apps as well, in some cases. XenMobile categorizes these apps as follows:
Public apps: T hese apps include free or paid apps available in a public app store, such as iT unes or Google Play. Vendors outside of the
organization often make their apps available in public app stores. T his option lets their customers download the apps directly from the
Internet. You may use numerous public apps in your organization depending on users' needs. Examples of such apps include
GoT oMeeting, Salesforce, and EpicCare apps.
Citrix does not support downloading app binaries directly from public app stores, and then wrapping them with the MDX Toolkit for
enterprise distribution. If you need to wrap third-party applications, work with your app vendor to obtain the app binaries which you
can wrap using the MDX Toolkit.
In-house apps: Many organizations have in-house developers who create apps that provide specific functionality and are independently
developed and distributed within the organization. In certain cases, some organizations may also have apps that ISVs provide. You can
deploy such apps as native apps or you can containerize the apps by using a MAM solution, such as XenMobile. For example, a
healthcare organization may create an in-house app that allows physicians to view patient information on mobile devices. An
organization can then use the MDX T oolkit to wrap the app in order to secure patient information and enable VPN access to the backend patient database server.
Web and SaaS apps: T hese apps include apps accessed from an internal network (web apps) or over a public network (SaaS). XenMobile
also allows you to create custom web and SaaS apps using a list of app connectors. T hese app connectors can facilitate single sign-on
(SSO) to existing Web apps. For details, see App connector types. For example, you can use Google Apps SAML for SSO based on
Security Assertion Markup Language (SAML) to Google Apps.
Citrix XenMobile Apps: T hese are Citrix-developed apps that are included with the XenMobile license. For details, see About XenMobile
Apps. Citrix also offers other business-ready apps that ISVs develop by using the Worx App SDK.
HDX apps: T hese are Windows-hosted apps that you publish with StoreFront. If you have a Citrix XenApp and XenDesktop environment,
you can integrate the apps with XenMobile to make the apps available to the enrolled users.
Depending of the type of mobile apps you plan to deploy and manage with XenMobile, the underlying conﬁguration and architecture will
differ. For example, if multiple groups of users with different level of permissions will consume a single app, you may have to create
separate delivery groups to deploy two separate versions of the same app. In addition, you must make sure the user group membership is
mutually exclusive to avoid policy mismatches on users' devices.
You may also want to manage iOS application licensing by using the Apple Volume Purchase Program (VPP). T his option will require you to
register for the VPP program and conﬁgure XenMobile VPP settings in the XenMobile console to distribute the apps with the VPP licenses.
A variety of such use cases makes it important to assess and plan your MAM strategy prior to implementing the XenMobile environment.
You can start planning your MAM strategy by deﬁning the follow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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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s of apps - List the different types of apps you plan to support and categorize them, such as public, native, Worx, Web, in-house,
ISV apps, and so on. Also, categorize the apps for different device platforms, such as iOS and Android. T his categorization will help with
aligning different XenMobile settings that are required for each type of app. For example, certain apps may not qualify for wrapping, or
a few apps may require the use of the Worx App SDK to enable special APIs for interaction with other apps.
Network requirements - You need to configure apps with specific network access requirements with the appropriate settings. For
example, certain apps may need access to your internal network through VPN; some apps may require Internet access to route access
via the DMZ. In order to allow such apps to connect to the required network, you have to configure various settings accordingly.
Defining per-app network requirements help in finalizing your architectural decisions early on, which will streamline the overall
implementation process.
Security requirements - Defining the security requirements that apply to either individual apps or all the apps is critical to ensure that
you create the right configurations when you install XenMobile server. Although settings, such as the MDX policies, apply to individual
apps, session and authentication settings apply across all apps, and some apps may have specific encryption, containerization, wrapping,
encryption, authentication, geo fencing, passcode or data sharing requirements that you will need to outline in advance to simplify your
deployment. For details on security in XenMobile, see Security and User Experience.
Deployment requirements - You may want to use a policy-based deployment to allow only compliant users to download the published
apps. For example, you may want certain apps to require that device encryption is enabled or the device is managed, or that the device
meets a minimum operating system version. You may also want certain apps to be available only to corporate users. You need to outline
such requirements in advance so that you can configure the appropriate deployment rules or actions.
Licensing requirements - You should record app-related licensing requirements. T hese notes will help you to manage license usage
effectively and to decide if you need to configure specific features in XenMobile to facilitate licensing. For example, if you deploy an iOS
app, irrespective of whether it is a free or a paid app, Apple enforces licensing requirements on the app by making the users sign into their
iT unes account. You can register for Apple VPP to distribute and manage these apps via XenMobile. VPP allows users to download the
apps without having to sign into their iT unes account. Additionally, tools, such as Samsung SAFE and Samsung KNOX, have special
licensing requirements, which you need to complete prior to deploying those features.
Blacklist/whitelist requirements - T here may be apps that you do not want users to install or use at all. Creating a blacklist will define
an out of compliance event. You can then set up policies to trigger in case such a thing happens. On the other hand, an app may be
acceptable for use but may fall under the blacklist for one reason or another. If this is the case, you can add the app to a whitelist and
indicate that the app is acceptable to use but is not required. Also, keep in mind that the apps pre-installed on new devices can include
some commonly used apps that are not part of the operating system. T his may conflict with your blacklisting strategy.

Use Case
A healthcare organization plans to deploy XenMobile to serve as a MAM solution for their mobile apps. Mobile apps are delivered to
corporate and BYOD users. IT decides to deliver and manage the following apps:
XenMobile Apps: iOS and Android apps provided by Citrix. For details, see XenMobile Apps.
Citrix Secure Hub: Client used by all mobile devices to communicate with XenMobile. IT pushes security settings, conﬁgurations, and mobile
apps to mobile devices via Secure Hub. Android and iOS devices enroll in XenMobile through Secure Hub.
Citrix Receiver: Mobile app that allows users to open XenApp-hosted applications on mobile devices.
GoToMeeting: An online meeting, desktop sharing, and video conferencing client that lets users meet with other computer users,
customers, clients, or colleagues via the Internet in real time.
SalesForce1: Salesforce1 lets users access Salesforce from mobile devices and brings all Chatter, CRM, custom apps, and business processes
together in a uniﬁed experience for any Salesforce user.
RSA SecurID: Software-based token for two-factor authentication.
EpicCare apps: T hese apps give healthcare practitioners secure and portable access to patient charts, patient lists, schedules, and
messaging.
Haiku: Mobile app for the iPhone and Android phones.
Canto: Mobile app for the iP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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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ver: Mobile apps for iPhone and iPad.
HDX: T hese apps are delivered via Citrix XenApp.
Epic Hyperspace: Epic client application for electronic health record management.
ISV:
Vocera: HIPAA compliant voice-over IP and messaging mobile app that extends the benefits of Vocera voice technology anytime,
anywhere via iPhone and Android smartphones.
In-house apps:
HCMail: App that helps compose encrypted messages, search address books on internal mail servers, and send the encrypted messages
to the contacts using an email client.
In-house web apps:
PatientRounding: Web application used to record patient health information by different departments.
Outlook Web Access: Allows the access of email via a web browser.
SharePoint: Used for organization-wide file and data sharing.
T he following table lists the basic information required for MAM conﬁguration.
App Name

App Type

MDX Wrapping

iOS

Android

Secure Mail

XenMobile App

No for version 10.4.1 and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later

Secure Web

XenMobile App

No for version 10.4.1 and
later

Secure Notes

XenMobile App

No for version 10.4.1 and
later

ShareFile

XenMobile App

No for version 10.4.1 and
later

Secure Hub

Public App

N/A

Yes

Yes

Citrix Receiver

Public App

N/A

Yes

Yes

GoToMeeting

Public App

N/A

Yes

Yes

SalesForce1

Public App

N/A

Yes

Yes

RSA SecurID

Public App

N/A

Yes

Yes

Epic Haiku

Public App

N/A

Yes

Yes

Epic Canto

Public App

N/A

Yes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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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ic Rover

Public App

N/A

Yes

No

Epic Hyperspace

HDX App

N/A

Yes

Yes

Vocera

ISV App

Yes

Yes

Yes

HCMail

In-House App

Yes

Yes

Yes

PatientRounding

Web App

N/A

Yes

Yes

Outlook Web Access

Web App

N/A

Yes

Yes

SharePoint

Web App

N/A

Yes

Yes

T he following table lists speciﬁc requirements you can consult conﬁguring MAM policies in XenMobile.
App Name

Secure Mail

VPN

Interaction

Interaction

Device

Proxy

Required

(with apps

(f rom apps

Encryption

Filtering

outside of

outside of

container)

container)

Selectively

Allowed

Y

Allowed

Secure Web

Y

Allowed

Licensing

Not

Required

N/A

Y

Allowed

Allowed

Not

Required

N/A

Y

Allowed

Allowed

Not

Required

N/A

Y

N/A

N/A

Not

Required

N/A

Y

N/A

N/A

N/A

Not

VPP

N

N/A

N/A

N/A

Not

VPP

N/A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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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

N/A

N/A

Selectively

N/A

Enforced

Not

N/A

Enforced

Not

N/A

Enforced

Not

N/A

Enforced

Not

Not

Not

N/A

Not

Not

enforced

N/A

required

VPP

required

SalesForce1

System

required

required

GoToMeeting

Operating

SDK

required

required

Citrix Receiver

App

required

required

Secure Hub

f encing

required

required

ShareFile

Minimum

Required

required

Secure Notes

Worx

Version

required

Allowed

Geo-

Not

enforced

N/A

required

VPP

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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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RSA SecurID

N

N/A

N/A

N/A

Not

required
VPP

required

Epic Haiku

Y

N/A

N/A

N/A

Not

Y

N/A

N/A

N/A

Not

VPP

Y

N/A

N/A

N/A

Not

VPP

Y

N/A

N/A

N/A

Hyperspace

Vocera

Not

VPP

Disallowed

Disallowed

Not

Not

Not

N/A

Not

Not
enforced

N/A

Not
enforced

N/A

required

required

Y

N/A

required

required

Epic

Not

Not
enforced

required

required

Epic Rover

N/A

required

required

Epic Canto

Not

enforced

Not
enforced

N/A

required

Not
enforced

Required

N/A

Required

Required

Enforced

required

HCMail

Y

Disallowed

Disallowed

Required

Required

N/A

Required

Required

Enforced

PatientRound-

Y

N/A

N/A

Required

Required

N/A

Not

N/A

Not

ing

Outlook Web

required

Y

N/A

N/A

Access

SharePoint

Not

Required

N/A

required

Y

N/A

N/A

Not
requ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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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r Communities
Feb 21, 20 18

Every organization consists of diverse user communities that operate in different functional roles. T hese user communities
perform different tasks and ofﬁce functions using various resources that you provide through user mobile devices. Users
might work from home or in remote ofﬁces using mobile devices that you provide. Or, users might use personal mobile devices,
which allows them to access tools that are subject to certain security compliance rules.
With more user communities using mobile devices, Enterprise Mobility Management (EMM) becomes critical to prevent data
leak and to enforce organizational security restrictions. In order for efﬁcient and more sophisticated mobile device
management, you can categorize your user communities. Doing so simpliﬁes the mapping of users to resources and ensures
that the right security policies apply to the right users.
Categorizing user communities can include use of the following components:
Active Directory Organizational Units (OUs) and Groups
Users added to speciﬁc Active Directory security groups can receive policies and resources such as apps. Removing users
from the Active Directory security groups removes access to previously allowed XenMobile resources.
XenMobile local users and groups
For users who don't have an account in Active Directory, you can create the users as local XenMobile users. You can
add local users to delivery groups and provision resources to them in the same manner as Active Directory users.
XenMobile delivery groups
If multiple groups of users with different level of permissions are to consume a single app, you might need to create
separate delivery groups. With separate delivery groups, you can deploy two separate versions of the same app.
Delivery group and user group mapping
Delivery group to Active Directory group mappings can be either one-to-one, or one-to-many. Assign base policies and
apps to a one-to-many delivery group mapping. Assign function-speciﬁc policies and apps to one-to-one delivery group
mappings.
Delivery Group and Resource Mapping of Apps
Assign speciﬁc apps to each delivery group.
Delivery Group and Resource Mapping of MDM Resources
Assign apps and speciﬁc device management resources to each delivery group. For example, conﬁgure a delivery
group with any mix of the following: Types of apps (public, HDX, and so on), speciﬁc apps per app type, and resources
such as device policies and automated actions.
T he following example illustrates how the user communities of a healthcare organization are classiﬁed for EMM.

Use Case
T his example healthcare organization provides technology resources and access to multiple users, including network and
afﬁliate employees and volunteers. T he organization has chosen to roll out the EMM solution to non-executive users on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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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 can divide user roles and functions for this organization into subgroups including: clinical, non-clinical, and contractors. A
selected set of users receive corporate mobile devices, while others can access limited company resources from their personal
devices (BYOD). To enforce the appropriate level of security restrictions and prevent data leak, the organization decided that
corporate IT manages each enrolled device. Also, users can only enroll a single device.
T he following section provides an overview of the roles and functions of each subgroup:
Clinical:
Nurses
Physicians (Doctors, Surgeons, and so on)
Specialists (Dieticians, phlebotomists, anesthesiologists, radiologists, cardiologists, oncologists, and so on)
Outside physicians (Non-employee physicians and office workers that work from remote offices)
Home Health Services (Office and mobile workers performing physician services for patient home visits)
Research Specialist (Knowledge Workers and Power Users at six Research Institutes performing clinical research to find
answers to issues in medicine)
Education and T raining (Nurses, physicians, and specialists in education and training)
Non-Clinical:
Shared Services (Office workers performing various back-office functions including: HR, Payroll, Accounts Payable, Supply
Chain Service, and so on)
Physician Services (Office workers performing various health care management, administrative services, and business
process solutions to providers, including: Administrative Services, Analytics and Business Intelligence, Business Systems,
Client Services, Finance, Managed Care Administration, Patient Access Solutions, Revenue Cycle Solutions, and so on)
Support Services (Office workers performing various non-clinical functions including: Benefits Administration, Clinical
Integration, Communications, Compensation & Performance Management, Facility & Property Services, HR T echnology
Systems, Information Services, Internal Audit & Process Improvement, and so on.)
Philanthropic Programs (Office and mobile workers that perform various functions in support of philanthropic programs)
Contractors:
Manufacturer and vendor partners (Onsite and remotely connected via site-to-site VPN providing various non-clinical
support functions)
Based on the preceding information, the organization created the following entities. For more information about delivery
groups in XenMobile, see Deploy resources in the XenMobile product documentation.
Active Directory Organizational Units (OUs) and Groups
For OU = XenMobile Resources
OU = Clinical; Groups =
XM-Nurses
XM-Physicians
XM-Specialists
XM-Outside Physicians
XM-Home Health Services
XM-Research Specialist
XM-Education and T raining
OU = Non-Clinical; Group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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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M-Shared Services
XM-Physician Services
XM-Support Services
XM-Philanthropic Programs
XenMobile Local Users and Groups
For Group= Contractors, Users =
Vendor1
Vendor2
Vendor 3
… Vendor 10
XenMobile Delivery Groups
Clinical-Nurses
Clinical-Physicians
Clinical-Specialists
Clinical-Outside Physicians
Clinical-Home Health Services
Clinical-Research Specialist
Clinical-Education and T raining
Non-Clinical-Shared Services
Non-Clinical-Physician Services
Non-Clinical-Support Services
Non-Clinical-Philanthropic Programs
Delivery Group and User Group mapping
Active Directory Groups

XenMobile Delivery Groups

XM-Nurses

Clinical-Nurses

XM-Physicians

Clinical-Physicians

XM-Specialists

Clinical-Specialists

XM-Outside Physicians

Clinical-Outside Physicians

XM-Home Health Services

Clinical-Home Health Services

XM-Research Specialist

Clinical-Research Specialist

XM-Education and Training

Clinical-Education and Tr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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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M-Shared Services

Non-Clinical-Shared Services

XM-Physician Services

Non-Clinical-Physician Services

XM-Support Services

Non-Clinical-Support Services

XM-Philanthropic Programs

Non-Clinical-Philanthropic Programs

Delivery Group and Resource Mapping of Apps

Clinical-

Secure

Secure

Secure

ShareFile

Mail

Web

Notes

X

X

X

X

X

X

X

X

X

X

X

X

X

Receiver

SalesForce1

RSA

EpicCare

Epic

SecurID

Haiku

Hyperspace

X

X

X

X

Nurses

ClinicalPhysicians

ClinicalSpecialists

ClinicalOutside
Physicians

ClinicalHome
Health
Services

ClinicalResearch
Specialist

ClinicalEducation
and Training

Non-ClinicalSha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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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ices
Non-Clinical-

X

X

Physician
Services

Non-Clinical-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Support
Services

Non-ClinicalPhilanthropic
Programs

Contractors

X

X

Delivery Group and Resource Mapping of MDM Resources
MDM: Passcode

MDM: Device

MDM:

MDM: WiFi

policy

Restrictions

Automated

policy

Actions

Clinical-Nurses

Clinical-Physicians

X

X

Clinical-Specialists

Clinical-Outside Physicians

Clinical-Home Health Services

Clinical-Research Specialist

Clinical-Education and Training

Non-Clinical-Shared Services

Non-Clinical-Physician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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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Clinical-Support Services

Non-Clinical-Philanthropic Programs

Contractors

X

Notes and considerations:
XenMobile creates a default delivery group named All Users during the initial configuration. If you do not disable this
Delivery Group, all Active Directory users have rights to enroll into XenMobile.
XenMobile synchronizes Active Directory users and groups on demand using a dynamic connection to the LDAP server.
If a user is part of a group that is not mapped in XenMobile, that user cannot enroll. Likewise, if a user is a member of
multiple groups, XenMobile only categorizes the user as being in the groups mapped to XenMobile.
T o make MDM enrollment mandatory, set the Enrollment Required option to True in Server Properties in the
XenMobile console. For details, see Server Properties.
T o delete a user group from a XenMobile delivery group, delete the entry in the SQL Server database, under
dbo.userlistgrps.
Caution: Before you perform this action, create a backup of XenMobile and the database.

About Device Ownership in XenMobile
You can group users according to the owner of a user device. Device ownership includes corporate-owned devices and userowned devices, also known as bring your own device (BYOD). You can control how BYOD devices connect to your network in
two places in the XenMobile console: in Deployment Rules and through XenMobile server properties on the Settings page.
For details about deployment rules, see Deploy resources in the XenMobile documentation. For details about server
properties, see Server Properties in this handbook.
By setting server properties, you can require all BYOD users to accept corporate management of their devices before they
can access apps. Or, you can give users access to corporate apps without also managing their devices.
When you set the server property wsapi.mdm.required.ﬂag to true, XenMobile manages all BYOD devices, and any user
who declines enrollment is denied access to apps. Consider setting wsapi.mdm.required.ﬂag to true in environments in
which enterprise IT teams need high security plus a positive user experience during enrolling.
If you leave wsapi.mdm.required.ﬂag as f alse, which is the default setting, users can decline enrollment. However, they can
access apps on their devices through the XenMobile Store. Consider setting wsapi.mdm.required.ﬂag to f alse in
environments in which privacy, legal, or regulatory constraints require no device management, only enterprise app
management.
Users with devices that XenMobile doesn't manage can install apps through the XenMobile Store. Instead of device-level
controls, such as selective or full wipe, you control access to the apps through app policies. Some policy settings require the
device to check the XenMobile server routinely to conﬁrm that the apps are still allowed to 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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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Strategy
Feb 21, 20 18

Secure access to email from mobile devices is one of the main drivers behind any organization's mobility management
initiative. Deciding on the proper email strategy is often a key component of any XenMobile design. XenMobile offers
several options to accommodate different use cases, based on security, user experience, and integration requirements. T his
article covers the typical design decision process and considerations for choosing the right solution, from client selection to
mail trafﬁc ﬂow.

Choosing Your Email Clients
Client selection is generally at the top of the list for the overall email strategy design. You can choose from several clients:
Citrix Secure Mail, native mail that is included with a particular mobile platform operating system, or other third-party clients
available through the public app stores. Depending on your needs, you can possibly support the user communities with a
single (standard) client or you may need to use a combination of clients.
T he following table outlines design considerations for the different client options available:
Topic

Minimum

Secure Mail

Native (f or example, iOS

Third-party mail (f or

Mail)

example, TouchDown)

Advanced

MDM

MDM

Exchange account proﬁles

Exchange account proﬁles

Generally requires manual

conﬁgured via an MDX policy.

conﬁgured via an MDM policy.

conﬁguration by the user.

Android support is limited to:

Conﬁguration of Exchange

SAFE/KNOX, HTC, and Android

account proﬁles via an MDM

for Work. All other clients are

policy for TouchDown only.

XenMobile
Edition

Conﬁguration

considered third-party clients.

Security

Integration

Secure by design, providing the

Based on vendor/app feature

Based on vendor/app

highest security. Uses MDX

set. Provides higher security.

feature set. Provides high

policies with added data

Uses device encryption

security.

encryption levels. Secure Mail is

settings (with no security via

a fully managed app via an MDX

MDX policies). Relies on device-

policy. Added layer of

level authentication for access

authentication with Citrix PIN.

to the app.

Allows interaction with

Can only interact with other

Can only interact with other

managed (MDX) apps by

unmanaged (non-MDX) apps

unmanaged (non-MDX) apps

default. Open web URLs with

by default.

by default.

Citrix Secure Web. Save ﬁles to

https://docs.citrix.com

© 1999-2017 Citrix Systems, Inc. All rights reserved.

p.1033

and attach ﬁles from ShareFile.
Directly join and dial in to
GoToMeeting.

Deployment/

You can push Secure Mail

Client app included with

Can push via MDM, as an

Licensing

through MDM, directly from

platform operating system. No

enterprise app or directly

public app stores. Included with

additional licensing

from public app stores.

XenMobile Advanced and

requirements.

Associated licensing

Enterprise licensing.

model/costs based on app
vendor.

Support

Single vendor support for the

Vendor deﬁned support

Vendor-deﬁned support.

client and EMM solution (Citrix).

(Apple/Google). May need to

One client to support,

Embedded support contact info

support different clients based

assuming that the third-

in Secure Hub/app debug

on device platform.

party client is supported on

logging capabilities. One client

all managed device

to support.

platforms.

Mail traf ﬁc ﬂow and ﬁltering considerations
T his section discusses the three main scenarios and design considerations regarding the ﬂow of mail (ActiveSync) trafﬁc in
the context of XenMobile.
Scenario 1: Exposed Exchange
Environments that support external clients commonly have Exchange ActiveSync services exposed to the internet. Mobile
ActiveSync clients connect through this externally facing path through a reverse proxy (for example, NetScaler) or through
an edge server. T his option is required for the use of native or third-party mail clients, making these clients the popular
choice for this scenario. Although not a common practice, you can also use the Secure Mail client in this scenario. By doing
so, you beneﬁt from the security features offered by the use of MDX policies and management of the app.
Scenario 2: Tunneled via NetScaler (micro VPN and STA)
T his scenario is the default when using the Secure Mail client, due to its micro VPN capabilities. In this case, the Secure Mail
client establishes a secure connection to ActiveSync via NetScaler Gateway. In essence, you can consider Secure Mail to be
the client connecting directly to ActiveSync from the internal network. Citrix customers often standardize on Secure Mail
as the mobile ActiveSync client of choice. T hat decision is part of an initiative to avoid exposing ActiveSync services to the
internet on an exposed Exchange Server, as described in the ﬁrst scenario.
Only managed (MDX wrapped) apps can use the micro VPN function. T herefore, this scenario does not apply to native
clients. Even though it may be possible to wrap third-party clients with the MDX Toolkit, this practice is not common. T he
use of device-level VPN clients to allow tunneled access for native or third-party clients has proven to be cumbersome and
not a viable solution.
Scenario 3: Cloud-hosted Exchange services
Cloud-hosted Exchange services, such as Microsoft Ofﬁce 365, are becoming more popular. In the context of XenMobile,
this scenario may be treated in the same way as the ﬁrst scenario, because the ActiveSync service is also exposed to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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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et. In this case, cloud service provider requirements dictate client choices. T he choices generally include support for
most ActiveSync clients, such as Secure Mail and other native or third-party clients.
XenMobile can add value in three areas for this scenario:
Client wrapping with MDX policies and app management with Secure Mail
Client configuration with the use of an MDM policy on supported clients (native, such as T ouchDown)
ActiveSync filtering options with the use of XenMobile Mail Manager

Mail traf ﬁc ﬁltering considerations
As with most services exposed to the internet, you must secure the path and provide ﬁltering for authorized access. T he
XenMobile solution includes two components designed speciﬁcally to provide ActiveSync ﬁltering capabilities for native and
third-party clients: XenMobile NetScaler Connector and XenMobile Mail Manager.

XenMobile NetScaler Connector
T he use of XenMobile NetScaler Connector provides ActiveSync ﬁltering at the perimeter, by using NetScaler as a proxy for
ActiveSync trafﬁc. As a result, the ﬁltering component sits in the path of mail trafﬁc ﬂow, intercepting mail as it enters or
leaves the environment. XenMobile NetScaler Connector acts an intermediary between NetScaler and the XenMobile
Server. When a device communicates with Exchange through the ActiveSync virtual server on the NetScaler, NetScaler
performs an HT T P callout to the XenMobile NetScaler Connector service. T hat service then checks the device status with
XenMobile. Based on the status of the device, XenMobile NetScaler Connector replies to NetScaler to either allow or deny
the connection. You may also conﬁgure static rules to ﬁlter access based on user, agent, and device type or ID.
T his setup allows Exchange ActiveSync services to be exposed to the internet with an added layer of security to prevent
unauthorized access. Design considerations include the following:
Windows Server: T he XenMobile NetScaler Connector component requires a Windows Server.
Filtering rule set: XenMobile NetScaler Connector is designed for filtering based on device state and information, rather
than user information. Although you may configure static rules to filter by user ID, no options exist for filtering based on
Active Directory group membership, for example. If there is a requirement for Active Directory group filtering, you can use
XenMobile Mail Manager instead.
NetScaler scalability: Given the requirement to proxy ActiveSync traffic via NetScaler: Proper sizing of the NetScaler
instance is critical to support the added workload of all ActiveSync SSL connections.
NetScaler Integrated Caching: T he XenMobile NetScaler Connector configuration on the NetScaler uses the Integrated
Caching function to cache responses from XenMobile NetScaler Connector. As a result of that configuration, NetScaler
doesn't need to issue a request to XenMobile NetScaler Connector for every ActiveSync transaction in a given session.
T hat configuration is also critical for adequate performance and scale. Integrated Caching is available with the NetScaler
Platinum Edition or you can license the feature separately for Enterprise Editions.
Custom filtering policies: You might need to create custom NetScaler policies to restrict certain ActiveSync clients
outside of the standard native mobile clients. T his configuration requires knowledge on ActiveSync HT T P requests and
NetScaler responder policy creation.
Secure Mail clients: Secure Mail has micro VPN capabilities which eliminate the need for filtering at the perimeter. T he
Secure Mail client would generally be treated as an internal (trusted) ActiveSync client when connected through the
NetScaler Gateway. If support for both native and third-party (with XenMobile NetScaler Connector) and Secure Mail
clients is required: Citrix recommends that Secure Mail traffic does not flow via the NetScaler virtual server used for
XenMobile NetScaler Connector. You can accomplish this traffic flow via DNS and keep the XenMobile NetScaler
Connector policy from affecting Secure Mail cl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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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a diagram of XenMobile NetScaler Connector in a XenMobile deployment, see Reference Architecture for On-Premises
Deployments.

XenMobile Mail Manager
XenMobile Mail Manager is a XenMobile component that provides ActiveSync ﬁltering at the Exchange service level. As a
result, ﬁltering only occurs once the mail reaches the exchange service, rather than when it enters the XenMobile
environment. Mail Manager uses PowerShell to query Exchange ActiveSync for device partnership information and control
access through device quarantine actions. T hose action take devices in and out of quarantine based on XenMobile Mail
Manager rule criteria. Similar to XenMobile NetScaler Connector, XenMobile Mail Manager checks the device status with
XenMobile to ﬁlter access based on device compliance. You may also conﬁgure static rules to ﬁlter access based on device
type or ID, agent version, and Active Directory group membership.
T his solution does not require the use of NetScaler. You can deploy XenMobile Mail Manager without changes routing for
the existing ActiveSync trafﬁc. Design considerations include:
Windows Server: T he XenMobile Mail Manager component requires you to deploy Windows Server.
Filtering rule set: Just like XenMobile NetScaler Connector, XenMobile Mail Manager includes filtering rules to evaluate
device state. Additionally, XenMobile Mail Manager also supports static rules to filter based on Active Directory group
membership.
Exchange integration: XenMobile Mail Manager requires direct access to the Exchange Client Access Server (CAS) hosting
the ActiveSync role and control over device quarantine actions. T his requirement might present a challenge depending on
the environment architecture and security posture. It is critical that you evaluate this technical requirement up front.
Other ActiveSync clients: Because XenMobile Mail Manager is filtering at the ActiveSync service level, consider other
ActiveSync clients outside the XenMobile environment. You can configure XenMobile Mail Manager static rules to avoid
unintended impact to other ActiveSync clients.
Extended Exchange functions: T hrough direct integration with Exchange ActiveSync, XenMobile Mail Manager provides
the ability for XenMobile to perform an Exchange ActiveSync wipe on a mobile device. XenMobile Mail Manager also
allows XenMobile to access information about Blackberry devices and to perform other control operations.
For a diagram of XenMobile Mail Manager in a XenMobile deployment, see Reference Architecture for On-Premises
Deployments.

Email Platf orm Decision Tree
T he following ﬁgure helps you distinguish the pros and cons between using native email or Secure Mail solutions in your
XenMobile deployment. Each choice allows for associated XenMobile options and requirements to enable server, network,
and database access. T he pros and cons include details on security, policy, and user interface conside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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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enMobile Integration
Feb 21, 20 18

T his article covers what to consider when planning how XenMobile is to integrate with your existing network and solutions.
For example, if you're already using NetScaler for XenApp and XenDesktop:
Should you use the existing NetScaler instance or a new, dedicated instance?
Do you want to integrate with XenMobile the HDX apps that are published using StoreFront?
Do you plan to use ShareFile with XenMobile?
Do you have a Network Access Control solution that you want to integrate into XenMobile?
Do you deploy web proxies for all outbound traffic from your network?

NetScaler and NetScaler Gateway
NetScaler Gateway required mandatory for XenMobile ENT and MAM modes. NetScaler Gateway provides a micro VPN
path for access to all corporate resources and provides strong multi-factor authentication support. NetScaler load
balancing is required for all XenMobile Server device modes:
If you have multiple XenMobile Servers.
Or, if the XenMobile Server is inside your DMZ or internal network (and therefore traffic flows from devices to NetScaler
to XenMobile).
You can use existing NetScaler instances or set up new ones for XenMobile. T he following sections note th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using existing or new, dedicated NetScaler instances.

Shared NetScaler MPX with a NetScaler Gateway VIP created for XenMobile
Advantages:
Uses a common NetScaler instance for all Citrix remote connections: XenApp, full VPN, and clientless VPN.
Uses the existing NetScaler configurations, such as for certificate authentication and for accessing services like DNS,
LDAP, and NT P.
Uses a single NetScaler platform license.
Disadvantages:
It is more difficult to plan for scale when you handle two very different use cases on the same NetScaler.
Sometimes you need a specific NetScaler version for a XenApp use case. T hat same version might have known issues for
XenMobile. Or XenMobile might have known issues for the NetScaler version.
If a NetScaler Gateway exists, you cannot run the NetScaler for XenMobile wizard a second time to create the
NetScaler configuration for XenMobile.
Except when Platinum licenses are used for NetScaler Gateway 11.1 or later: User access licenses installed on NetScaler
and required for VPN connectivity are pooled. Because those licenses are available to all NetScaler virtual servers, services
other than XenMobile can potentially consume them.

Dedicated NetScaler VPX/MPX instance
Advant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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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rix recommends using a dedicated instance of NetScaler.
Easier to plan for scale and separates XenMobile traffic from a NetScaler instance that might already be resource
constrained.
Avoids issues when XenMobile and XenApp need different NetScaler software versions. T he recommendation generally is
to use the latest compatible NetScaler version and build for XenMobile.
Allows XenMobile configuration of NetScaler through the built-in NetScaler for XenMobile wizard.
Virtual and physical separation of services.
Except when Platinum licenses are used for NetScaler Gateway 11.1 or later: T he user access licenses required for
XenMobile are only available to XenMobile services on the NetScaler.
Disadvantages:
Requires setup of extra services on NetScaler to support XenMobile configuration.
Requires another NetScaler platform license. License each NetScaler instance for NetScaler Gateway.
For information about what to consider when integrating NetScaler and NetScaler Gateway with each XenMobile server
mode, see Integrating with NetScaler and NetScaler Gateway.

StoreFront
If you have a Citrix XenApp and XenDesktop environment, you can integrate HDX applications with XenMobile using
StoreFront. When you integrate HDX apps with XenMobile:
T he apps are available to users who are enrolled with XenMobile.
T he apps display in the XenMobile Store along with other mobile apps.
XenMobile uses the legacy PNAgent (services) site on StoreFront.
When Citrix Receiver is installed on a device, HDX apps start using the Receiver.
StoreFront has a limitation of one services site per StoreFront instance. Suppose that you have multiple stores and want to
segment it from other production usage. In that case, Citrix generally recommends that you consider a new StoreFront
Instance and services site for XenMobile.
Considerations include:
Are there any different authentication requirements for StoreFront? T he StoreFront services site requires Active
Directory credentials for logon. Customers only using certificate-based authentication cannot enumerate applications
through XenMobile using the same NetScaler Gateway.
Use the same store or create a new one?
Use the same or a different StoreFront server?
T he following sections note th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using separate or combined storefronts for Receiver and
XenMobile Apps.

Integrate your existing StoreFront instance with XenMobile server
Advantages:
Same store: No additional configuration of StoreFront is required for XenMobile, assuming that you use the same
NetScaler VIP for HDX access. Suppose that you choose to use the same store and want to direct Receiver access to a
new NetScaler VIP. In that case, add the appropriate NetScaler Gateway configuration to StoreFr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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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e StoreFront server: Uses the existing StoreFront installation and configuration.
Disadvantages:
Same store: Any reconfiguration of StoreFront to support XenApp and XenDesktop workloads may adversely affect
XenMobile as well.
Same StoreFront server: In large environments, consider the additional load from XenMobile usage of PNAgent for app
enumeration and start-up.

Use a new, dedicated StoreFront instance for integration with XenMobile server
Advantages:
New store: Any configuration changes of the StoreFront store for XenMobile should not affect existing XenApp and
XenDesktop workloads.
New StoreFront server: Server configuration changes should not affect XenApp and XenDesktop workflow. Additionally,
load outside of XenMobile usage of PNAgent for app enumeration and launch should not affect scalability.
Disadvantages:
New store: StoreFront store configuration.
New StoreFront server: Requires new StoreFront installation and configuration.
For more information, see XenApp and XenDesktop through Citrix Secure Hub in the XenMobile documentation.

ShareFile
ShareFile enables users to access and sync all of their data from any device. With ShareFile, users can securely share data
with people both inside and outside the organization. If you integrate ShareFile with XenMobile Advanced Edition or
Enterprise Edition, XenMobile can provide ShareFile with:
Single sign-on authentication for XenMobile App users.
Active Directory-based user account provisioning.
Comprehensive access control policies.
Mobile users can benefit from the full ShareFile Enterprise feature set.
Alternatively, you can conﬁgure XenMobile to integrate only with StorageZone Connectors. T hrough StorageZone
Connectors, ShareFile provides access to:
Ddocuments and folders
Network file shares
In SharePoint sites: Site collections and document libraries.
Connected ﬁle shares can include the same network home drives used in Citrix XenDesktop and XenApp environments. You
use the XenMobile console to conﬁgure the integration with ShareFile Enterprise or StorageZones Connectors. For more
information, see ShareFile use with XenMobile.
T he following sections note the questions to ask when making design decisions for ShareFile.

Integrate with ShareFile Enterprise or only StorageZone Connectors
Questions to a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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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 you need to store data in Citrix-managed StorageZones?
Do you want to provide users with file sharing and sync capabilities?
Do you want to enable users to access files on the ShareFile website? Or to access Office 365 content and Personal
Cloud connectors from mobile devices?
Design decision:
If the answer to any of those questions is "yes," integrate with ShareFile Enterprise.
An integration with only StorageZone Connectors gives iOS users secure mobile access to existing on-premises storage
repositories, such as SharePoint sites and network file shares. In this configuration, you don't set up a ShareFile
subdomain, provision users to ShareFile, or host ShareFile data. Using StorageZones Connectors with XenMobile complies
with security restrictions against leaking user information outside of the corporate network.

ShareFile StorageZones Controller server location
Questions to ask:
Do you require on-premises storage or features such as StorageZone Connectors?
If using on-premises features of ShareFile, where will the ShareFile StorageZones Controllers sit in the network?
Design decision:
Determine whether to locate the StorageZones Controller servers in the ShareFile cloud, in your on-premises singletenant storage system, or in supported third-party cloud storage.
StorageZones Controllers require some internet access to communicate with the Citrix ShareFile Control Plane. You
can connect in several ways, including direct access, NAT /PAT configurations, or proxy configurations.

StorageZone Connectors
Questions to ask:
What are the CIFS share paths?
What are the SharePoint URLs?
Design decision:
Determine if on-premises StorageZones Controllers are required to access those locations.
Due to StorageZone Connector communication with internal resources such as file repositories, CIFS shares, and
SharePoint: Citrix recommends that StorageZones Controllers reside in the internal network behind DMZ firewalls and
fronted by NetScaler.

SAML integration with XenMobile Enterprise
Questions to ask:
Is Active Directory authentication required for ShareFile?
Does first time use of the ShareFile app for XenMobile require SSO?
Is there a standard IdP in your current environment?
How many domains are required to use SAML?
Are there multiple email aliases for Active Directory us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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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 there any Active Directory domain migrations in progress or scheduled soon?
Design decision:
XenMobile Enterprise environments may choose to use SAML as the authentication mechanism for ShareFile. T he
authentication options are:
Use XenMobile server as the Identity Provider (IdP) for SAML
T his option can provide excellent user experience and automate ShareFile account creation, as well as enable mobile
app SSO features.
XenMobile server is enhanced for this process: It does not require the synchronization of Active Directory.
Use the ShareFile User Management T ool for user provisioning.
Use a supported third-party vendor as the IdP for SAML
If you have an existing and supported IdP and don't require mobile app SSO capabilities, this option might be the best ﬁt for
you. T his option also requires the use of the ShareFile User Management Tool for account provisioning.
Using third-party IdP solutions such as ADFS may also provide SSO capabilities on the Windows client side. Be sure to
evaluate use cases before choosing your ShareFile SAML IdP.
Additionally, to satisfy both use cases, you can Conﬁgure and ADFS and XenMobile as a Dual IdP.

Mobile apps
Questions to ask:
Which ShareFile mobile app do you plan to use (public, MDM, MDX)?
Design decision:
You distribute XenMobile apps from the Apple App Store and Google Play Store. With that public app store distribution,
you obtain wrapped apps from the Citrix downloads page.
If security is low and you don't require containerization, the public ShareFile application may not be suitable. In an MDMonly environment, you can deliver the MDM version of the ShareFile app using XenMobile in MDM mode.
For more information, see Apps and Citrix ShareFile for XenMobile.

Security, policies, and access control
Questions to ask:
What restrictions do you require for desktop, web, and mobile users?
What standard access control settings do you want for users?
What file retention policy do you plan to use?
Design decision:
ShareFile lets you manage employee permissions and device security. For information, see Employee Permissions and
Managing Devices and Apps.
Some ShareFile device security settings and MDX policies control the same features. In those cases, XenMobile policies
take precedence, followed by the ShareFile device security settings. Examples: If you disable external apps in Share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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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t enable them in XenMobile, the external apps get disabled in ShareFile. You can configure the apps so that XenMobile
doesn't require a PIN/passcode, but the ShareFile app requires a PIN/passcode.

Standard vs. Restricted StorageZones
Questions to ask:
Do you require Restricted StorageZones?
Design decision:
A standard StorageZone is intended for non-sensitive data and enables employees to share data with non-employees.
T his option supports workflows that involve sharing data outside of your domain.
A restricted StorageZone protects sensitive data: Only authenticated domain users can access the data stored in the
zone.

Web Proxies
T he most likely scenario for routing XenMobile trafﬁc through an HT T P(S)/SOCKS proxy is as follows: When the subnet
that the XenMobile server resides in doesn't have outbound Internet access to the required Apple, Google, or Microsoft IP
addresses. You can specify proxy server settings in XenMobile to route all Internet trafﬁc to the proxy server. For more
information, see Enable proxy servers.
T he following table describes th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the most common proxy used with XenMobile.
Option

Advantages

Disadvantages

Use an HT T P(S)/ SOCKS

In cases where policies do not permit

If the proxy server fails, APNs (iOS) or Google

Proxy with XenMobile server.

outbound Internet connections from

Cloud Messaging (Android) connectivity

the XenMobile server subnet: You can

breaks. As a result, device notiﬁcations fail for

conﬁgure an HT T P(S) or SOCKS proxy

all iOS and Android devices.

to provide Internet connectivity.
Use an HT T P(S) Proxy with

You can monitor HT T P/HT T PS trafﬁc

T his conﬁguration requires all Secure Web

Secure Web.

to ensure that Internet activity

Internet trafﬁc to tunnel back to the

complies with your organization's

corporate network before they are sent back

standards.

out to the Internet. If your Internet
connection constrains browsing: T his
conﬁguration could affect Internet browsing
performance.

Your NetScaler session proﬁle conﬁguration for split tunneling affects the trafﬁc as follows.
When NetScaler Split Tunneling is of f :
If the MDX Network access policy is Tunneled to the internal network: All traffic is forced to use the micro VPN or
clientless VPN (cVPN) tunnel back to the NetScaler Gateway.
Configure NetScaler traffic policies/profiles for the proxy server and bind them to the NetScaler Gateway 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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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ortant: Be sure to exclude Secure Hub cVPN trafﬁc from the proxy.
For more information, see XenMobile Secure Hub T raffic T hrough Proxy Server in Secure Browse Mode.
When NetScaler Split Tunneling is on:
When apps are configured with the MDX Network access policy set to Tunneled to the internal network: T he apps
first attempt to get the web resource directly. If the web resource is not publicly available, those apps then fall back to
NetScaler Gateway.
Configure NetScaler traffic policies and profiles for the proxy server. T hen, bind those policies and profiles to the
NetScaler Gateway VIP.
Important: Be sure to exclude Secure Hub cVPN trafﬁc from the proxy.
Your NetScaler session proﬁle conﬁguration for Split DNS (under Client experience) functions similarly to Split Tunneling.
With Split DNS enabled and set to Both:
T he client first attempts to resolve the FQDN locally and then falls back to NetScaler for DNS resolution during failure.
With Split DNS set to Remote:
DNS resolution occurs only on NetScaler.
With Split DNS set to Local:
T he client attempts to resolve the FQDN locally. NetScaler isn't used for DNS resolution.

Access Control
Enterprises can now manage mobile devices inside and outside of networks. Enterprise Mobility Management solutions
such as XenMobile are great at providing security and controls for mobile devices, independent of location. However, when
coupled with a Network Access Control (NAC) solution, you can add QoS and more ﬁne-grained control to devices that are
internal to your network. T hat combination enables you to extend the XenMobile device security assessment through your
NAC solution. Your NAC solution then can use the XenMobile security assessment to facilitate and handle authentication
decisions. Citrix has validated NAC integration with XenMobile for Cisco Identity Services Engine (ISE) or ForeScout. Citrix
doesn't guarantee integration for other NAC solutions.
Advantages of a NAC solution integration with XenMobile include the following:
Better security, compliance, and control for all endpoints on an enterprise network.
A NAC solution can:
Detect devices at the instant they attempt to connect to your network.
Query XenMobile for device attributes.
T hen use that information to determine whether to allow, block, limit, or redirect those devices. T hose decisions
depend on the security policies you choose to enforce.
A NAC solution provides IT administrators with a view of unmanaged and non-compliant devices.
For a description of the NAC compliance ﬁlters supported by XenMobile, see Network Access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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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lti-Site Requirements
Feb 21, 20 18

You can architect and conﬁgure XenMobile deployments that include multiple sites for high availability and disaster
recovery. T his article provides an overview of the high availability and disaster recovered models used in XenMobile
deployments.

High Availability
For XenMobile cluster nodes, NetScaler handles the load balancing.
XenMobile server nodes operate in an active/active configuration.
Additional XenMobile server nodes are added to a high availability cluster as capacity is required. One node can handle up
to approximately 8,500 user devices (see Scalability and performance for additional detail).
Citrix recommends configuring "n+1" XenMobile servers: one server for every 8,500 user devices and one extra server for
redundancy.
Citrix recommends high availability for all NetScaler instances wherever possible to allow the configurations to sync with
a second NetScaler.
T he standard NetScaler high availability pair operates in an active/passive configuration.
A typical high availability XenMobile deployment typically includes:
T wo NetScaler instances (VPX or MPX). If the NetScaler SDX platform is used, high availability should also be considered.
T wo or more XenMobile servers configured with the same database settings.

Disaster Recovery
You can conﬁgure XenMobile for disaster recovery across two data centers with one active data center and one passive
data center. NetScaler and Global Server Load Balancing (GSLB) are used to create an active/active data path so that the
user experience is that of an active/active setup.
For disaster recovery, a XenMobile deployment includes:
T wo data centers; each contains one or more NetScaler instances, XenMobile servers, and SQL Server databases.
A GSLB server to direct traffic to the data centers. T he GSLB server is configured for both the XenMobile enrollment URL
and NetScaler Gateway URL handling traffic to the site.
When you use the NetScaler for XenMobile wizard to configure NetScaler Gateway, by default, the GSLB is not enabled
to resolve traffic to the XenMobile enrollment server and traffic to the NetScaler Gateway, en route to the MAM loadbalancing server; as a result, additional steps are required. For more information on preparing for and implementing these
steps, see Disaster Recovery.
Clustered SQL Servers of Always On Availability Groups.
Latency between the XenMobile servers and SQL Server must be less than 5 ms.

메모
T he disaster recovery methods described in this handbook provide only automated disaster recovery for the access layer. You must
manually start all XenMobile server nodes and the SQL Server database at the failover site before devices can connect the
XenMobile ser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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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grating with NetScaler Gateway and NetScaler
Feb 21, 20 18

When integrated with XenMobile, NetScaler Gateway provides an authentication mechanism for remote device access to
the internal network for MAM devices. T he integration enables XenMobile Apps to connect to corporate servers in the
intranet through a micro VPN created from the apps on the mobile device to NetScaler Gateway.
NetScaler load balancing is required for all XenMobile server device modes if you have multiple XenMobile servers or if the
XenMobile server is inside your DMZ or internal network (and therefore trafﬁc ﬂows from devices to NetScaler to
XenMobile).

Integration requirements f or XenMobile Server modes
T he integration requirements for NetScaler Gateway and NetScaler differ based on the XenMobile Server modes: MAM,
MDM, and ENT.

MAM
With XenMobile Server in MAM mode:
NetScaler Gateway is required. NetScaler Gateway provides a micro VPN path for access to all corporate resources and
provides strong multi-factor authentication support.
NetScaler is recommended for load balancing.
Citrix recommends that you deploy XenMobile in a high availability conﬁguration, which requires a load balancer in
front of XenMobile. For details, see About MAM and Legacy MAM Modes.

MDM
With XenMobile Server in MDM mode:
NetScaler Gateway isn't required. For MDM deployments, Citrix recommends NetScaler Gateway for mobile device VPN.
NetScaler is recommended for security and load balancing.
Citrix recommends that you deploy a NetScaler appliance in front of XenMobile server, for security and load balancing.
For standard deployments with XenMobile server in the DMZ, Citrix recommends the NetScaler for XenMobile wizard
along with XenMobile server load balancing in SSL Bridge mode. You can also consider SSL Ofﬂoad for deployments
where XenMobile server resides in the internal network rather than the DMZ and/or where security requires such
conﬁgurations.
While you might consider exposing XenMobile server to the Internet via NAT or existing third-party proxies or loadbalancers for MDM provided that the SSL trafﬁc terminates on XenMobile server (SSL Bridge), Citrix does not
recommend that approach due to the potential security risk.
For high security environments, NetScaler with the default XenMobile conﬁguration should meet or exceed security
requirements.
For MDM environments with the highest security needs, SSL termination at the NetScaler provides the ability to
inspect trafﬁc at the perimeter, while maintaining end-to-end SSL encryption. For more information, see Security
Requirements. NetScaler offers options to deﬁne SSL/T LS ciphers and SSL FIPS NetScaler hardw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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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 (MAM+MDM)
With XenMobile Server in ENT mode:
NetScaler Gateway is required. NetScaler Gateway provides a micro VPN path for access to all corporate resources and
provides strong multi-factor authentication support.
When the XenMobile server mode is ENT and a user opts out of MDM enrollment, the device operates in the legacy
MAM mode. In the legacy MAM mode, devices enroll using the NetScaler Gateway FQDN. For details, see About MAM
and Legacy MAM Modes.
NetScaler is recommended for load balancing. For more information, see the NetScaler point above under "MDM."

Important
Be aware that for initial enrollment, the trafﬁc from user devices authenticates on the XenMobile server whether you conﬁgure load
balancing virtual servers to SSL Ofﬂoad or SSL Bridge.

Design Decisions
T he following sections summarize the many design decisions to consider when planning a NetScaler Gateway integration
with XenMobile.

Licensing and edition
Decision detail:
What edition of NetScaler will you use?
Have you applied Platform licenses to NetScaler?
If you require MAM functionality, have you applied the NetScaler Universal Access Licenses?
Design guidance:
Ensure that you apply the proper licenses to the NetScaler Gateway. If you are using XenMobile NetScaler Connector,
integrated caching might be required; therefore, you must ensure that the appropriate NetScaler Edition is in place.
T he license requirements to enable NetScaler features are as follows.
XenMobile MDM load balancing requires a NetScaler standard platform license at a minimum.
ShareFile load balancing with StorageZones Controller requires a NetScaler standard platform license at a minimum.
T he XenMobile Enterprise edition includes the required NetScaler Gateway Universal licenses for MAM.
Exchange load balancing requires a NetScaler Platinum platform license or a NetScaler Enterprise platform license with
the addition of an Integrated Caching license.

NetScaler version for XenMobile
Decision detail:
What version is the NetScaler running in the XenMobile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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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ll a separate instance be required?
Design guidance:
Citrix recommends using a dedicated instance of NetScaler for your NetScaler Gateway virtual server. Be sure that the
minimum required NetScaler version and build is in use for the XenMobile environment. It is usually best to use the latest
compatible NetScaler version and build for XenMobile. If upgrading NetScaler Gateway would affect your existing
environments, a second dedicated instance for XenMobile might be appropriate.
If you plan to share a NetScaler instance for XenMobile and other apps that use VPN connections, be sure that you have
enough VPN licenses for both. Keep in mind that XenMobile test and production environments cannot share a NetScaler
instance.

Certiﬁcates
Decision detail:
Do you require a higher degree of security for enrollments and access to the XenMobile environment?
Is LDAP not an option?
Design guidance:
T he default conﬁguration for XenMobile is user name and password authentication. To add another layer of security for
enrollment and access to XenMobile environment, consider using certiﬁcate-based authentication. You can use certiﬁcates
with LDAP for two-factor authentication, providing a higher degree of security without needing an RSA server.
If you don't allow LDAP and use smart cards or similar methods, conﬁguring certiﬁcates allows you to represent a smart
card to XenMobile. Users then enroll using a unique PIN that XenMobile generates for them. After a user has access,
XenMobile creates and deploys the certiﬁcate subsequently used to authenticate to the XenMobile environment.
XenMobile supports Certiﬁcate Revocation List (CRL) only for a third party Certiﬁcate Authority. If you have a Microsoft CA
conﬁgured, XenMobile uses NetScaler to manage revocation. When you conﬁgure client certiﬁcate-based authentication,
consider whether you need to conﬁgure the NetScaler Certiﬁcate Revocation List (CRL) setting, Enable CRL Auto Ref resh.
T his step ensures that the user of a device in MAM-only mode can't authenticate using an existing certiﬁcate on the
device; XenMobile re-issues a new certiﬁcate, because it doesn't restrict a user from generating a user certiﬁcate if one is
revoked. T his setting increases the security of PKI entities when the CRL checks for expired PKI entities.

Networking topology
Decision detail:
What NetScaler topology is required?
Design guidance:
Citrix recommends using a NetScaler instance for XenMobile. However, if you don't want trafﬁc going from the inside
network out to the DMZ, you might consider setting up an additional instance of NetScaler, so that you're using one
NetScaler instance for internal users and one for external users. Be aware that when users switch between the internal and
external networks, DNS record caching can result in an increase in logon prompts in Secure Hub.
Note that XenMobile does not currently support NetScaler Gateway double 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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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dicated or shared NetScaler Gateway VIPs
Decision detail:
Do you currently use NetScaler Gateway for XenApp and XenDesktop?
Will XenMobile leverage the same NetScaler Gateway as XenApp and XenDesktop?
What are the authentication requirements for both traffic flows?
Design guidance:
When your Citrix environment includes XenMobile, plus XenApp and XenDesktop, you can use the same NetScaler instance
and NetScaler Gateway virtual server for both. Due to potential versioning conﬂicts and environment isolation, a dedicated
NetScaler instance and NetScaler Gateway are recommend for each XenMobile environment. However, if a dedicated
NetScaler instance is not an option, Citrix recommends using a dedicated NetScaler Gateway vServer rather than a vServer
shared between XenMobile and XenApp and XenDesktop, to separate the trafﬁc ﬂows for Secure Hub.
If you use LDAP authentication, Receiver and Secure Hub can authenticate to the same NetScaler Gateway with no issues.
If you use certiﬁcate-based authentication, XenMobile pushes a certiﬁcate in the MDX container and Secure Hub uses the
certiﬁcate to authenticate with NetScaler Gateway. Receiver is separate from Secure Hub and can't use the same
certiﬁcate as Secure Hub to authenticate to the same NetScaler Gateway.
You might consider this work around, which allows you to use the same FQDN for two NetScaler Gateway VIPs. You can
create two NetScaler Gateway VIPs with the same IP address, but the one for Secure Hub uses the standard 443 port and
the one for XenApp and XenDesktop (which deploy Receiver) uses port 444. T hen, one FQDN resolves to the same IP
address. For this work around, you might need to conﬁgure StoreFront to return an ICA ﬁle for port 444, instead of the
default, port 443. T his workaround doesn't require users to enter a port number.

NetScaler Gateway time-outs
Decision detail:
How do you want to configure the NetScaler Gateway time-outs for XenMobile traffic?
Design guidance:
NetScaler Gateway includes the settings Session time-out and Forced time-out. For details, see Recommended
Conﬁgurations in this handbook. Keep in mind that there are different time-out values for background services, NetScaler,
and for accessing applications while ofﬂine.

XenMobile load balancer IP address for MAM
Decision detail:
Are you using internal or external IP addresses for VIPs?
Design guidance:
In environments where you can use public IP addresses for NetScaler Gateway VIPs, assigning the XenMobile load
balancing VIP and address in this manner will cause enrollment failures.
Ensure that the load balancing VIP uses an internal IP to avoid enrollment failures in this scenario. T his virtual IP add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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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st follow the RFC 1918 standard of private IP addresses. If you use a non-private IP address for this virtual server,
NetScaler will not be able to contact the XenMobile server successfully during the authentication process. For details, see
http://support.citrix.com/article/CT X200430.

MDM load balancing mechanism
Decision detail:
How will the XenMobile servers be load balanced by NetScaler Gateway?
Design guidance:
Use SSL Bridge if XenMobile is in the DMZ. Use SSL Ofﬂoad, if required to meet security standards, when XenMobile server
is in the internal network.
When you load balance XenMobile server with NetScaler VIPs in SSL Bridge mode, Internet traffic flows directly to
XenMobile server, where connections terminate. SSL Bridge mode is the simplest mode to set up and troubleshoot.
When you load balance XenMobile server with NetScaler VIPs in SSL Offload mode, Internet traffic flows directly to
NetScaler, where connections terminate. NetScaler then establishes new sessions from NetScaler to XenMobile server.
SSL Offload mode involves additional complexity during setup and troubleshooting.

Service port for MDM load balancing with SSL Ofﬂoad
Decision detail:
If you will use SSL Offload mode for Load Balancing, What port will the back-end service use?
Design guidance:
For SSL Ofﬂoad, choose port 80 or 8443 as follows:
Leverage port 80 back to XenMobile server, for true offloading.
End-to-end encryption, that is, re-encryption of traffic, isn't supported. For details, see the Citrix support article,
Supported Architectures Between NetScaler and XenMobile Server.

Enrollment FQDN
Decision detail:
What will be the FQDN for enrollment and XenMobile instance/load balancing VIP?
Design guidance:
Initial conﬁguration of the ﬁrst XenMobile server in a cluster requires that you enter the XenMobile server FQDN. T hat
FQDN must match your MDM VIP URL and your Internal MAM LB VIP URL. (An internal NetScaler address record resolves
the MAM LB VIP.) For details, see "Enrollment FQDN for each deployment type" later in this article.
In addition, you must use the same certiﬁcate as the XenMobile SSL listener certiﬁcate, Internal MAM LB VIP certiﬁcate,
and MDM VIP certiﬁcate (if using SSL Ofﬂoad for MDM VIP).
Important: After you conﬁgure the enrollment FQDN, you cannot change it. A new enrollment FQDN will require a new
SQL Server database and XenMobile server re-bui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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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ure Web trafﬁc
Decision detail:
Will you restrict Secure Web to internal web browsing only?
Will you enable Secure Web for both internal and external web browsing?
Design guidance:
If you will use Secure Web for internal web browsing only, NetScaler Gateway conﬁguration is straightforward, assuming
that Secure Web can reach all internal sites by default; you might need to conﬁgure ﬁrewalls and proxy servers.
If you will use Secure Web for both internal and external browsing, you must enable the SNIP to have outbound internet
access. Because IT generally views enrolled devices (using the MDX container) as an extension of the corporate network, IT
typically wants Secure Web connections to come back to NetScaler, go through a proxy server, and then go out to
Internet. By default, Secure Web access tunnels to the internal network, which means that Secure Web uses a perapplication VPN tunnel back to the internal network for all network access and NetScaler uses split tunnel settings.
For a discussion of Secure Web connections, see Conﬁguring User Connections in the XenMobile Apps documentation.

Push Notiﬁcations for Secure Mail
Decision detail:
Will you use push notifications?
Design guidance for iOS:
If your NetScaler Gateway conﬁguration includes Secure T icket Authority (STA) and split tunneling is off, NetScaler
Gateway must allow trafﬁc from Secure Mail to the Citrix listener service URLs speciﬁed in Push Notiﬁcations for Secure
Mail for iOS.
Design guidance for Android:
As an alternative to the MDX policy, Active poll period, you can use Google Cloud Messaging (GCM) to control how and
when Android devices need to connect to XenMobile. With GCM conﬁgured, any security action or deploy command
triggers a push notiﬁcation to Secure Hub to prompt the user to reconnect to the XenMobile server.

HDX STAs
Decision detail:
What ST As to use if you will integrate HDX application access?
Design guidance:
HDX STAs must match the STAs in StoreFront and must be valid for the XenApp/XenDesktop farm.

ShareFile
Decision det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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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ll you use ShareFile StorageZone Controllers in the environment?
What ShareFile VIP URL will you use?
Design guidance:
If you will include ShareFile StorageZone Controllers in your environment, ensure that you correctly conﬁgure the following:
ShareFile Content Switch VIP (used by the ShareFile Control Plane to communicate with the StorageZone Controller
servers), ShareFile Load Balancing VIPs, and all required policies and proﬁles. For information, see Conﬁgure NetScaler for
StorageZones Controller in the Citrix StorageZones documentation.

SAML IdP
Decision detail:
If SAML is required for ShareFile, do you want to use XenMobile as the SAML IdP?
Design guidance:
T he recommended best practice is to integrate ShareFile with XenMobile Advanced Edition or XenMobile Enterprise Edition,
a simpler alternative to conﬁguring SAML-based federation. When you use ShareFile with those XenMobile editions,
XenMobile provides ShareFile with single sign-on (SSO) authentication of XenMobile Apps users, user account provisioning
based on Active Directory, and comprehensive access control policies. T he XenMobile console enables you to perform
ShareFile conﬁguration and to monitor service levels and license usage.
Note that there are two types of ShareFile clients: ShareFile Worx clients (also referred to as wrapped ShareFile) and
ShareFile mobile clients (also referred to as unwrapped ShareFile). To understand the differences, see How ShareFile Worx
Clients Differ from ShareFile Mobile Clients.
You can conﬁgure XenMobile and ShareFile to use SAML to provide SSO access to ShareFile mobile apps you wrap with the
MDX toolkit, as well as to non-wrapped ShareFile clients, such as the web site, Outlook plugin, or sync clients.
If you want to use XenMobile as the SAML IdP for ShareFile, ensure that the proper conﬁgurations are in place. For details,
see SAML for SSO with ShareFile.

ShareConnect direct connections
Decision detail:
Will users access a host computer from a computer or mobile device running ShareConnect using direct connections?
Design guidance:
ShareConnect enables users to connect securely to their computers through iPads, Android tablets, and Android phones to
access their ﬁles and applications. For direct connections, XenMobile uses NetScaler Gateway to provide secure access to
resources outside of the local network. For conﬁguration details, see ShareConnect.

Enrollment FQDN for each deployment type
Deployment type

Enrollment FQDN

Enterprise (MDM+MAM) with mandatory MDM enrollment

XenMobile server FQ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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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erprise (MDM+MAM) with optional MDM enrollment

XenMobile server FQDN or NetScaler Gateway FQDN

MDM only

XenMobile server FQDN

MAM-only (legacy)

NetScaler Gateway FQDN

MAM-only (for XenMobile 10.3.5 and higher)

XenMobile server FQDN

Deployment Summary
T he XenMobile product documentation includes a Flowchart for Deploying XenMobile with NetScaler Gateway along with
links to related articles, such as system requirements, gathering required information, conﬁguring XenMobile for NetScaler
Gateway, and using the NetScaler for XenMobile wizard to conﬁgure XenMobile connections.
Citrix recommends that you use the NetScaler for XenMobile wizard to ensure proper conﬁguration. Be aware that you can
use the wizard only one time. If you have multiple XenMobile instances, such as for test, development, and production
environments, you must conﬁgure NetScaler for the additional environments manually. When you have a working
environment, take note of the settings before attempting to conﬁgure NetScaler manually for XenMobile.
T he key decision you make when using the wizard is whether to use HT T PS or HT T P for communication to the XenMobile
server. HT T PS provides secure back-end communication, as trafﬁc between NetScaler and XenMobile is encrypted; the reencryption impacts XenMobile server performance. HT T P provides better XenMobile server performance; trafﬁc between
NetScaler and XenMobile is not encrypted. T he following tables show the HT T P and HT T PS port requirements for
NetScaler and XenMobile server.
HTTPS
Citrix typically recommends SSL Bridge for NetScaler MDM virtual server conﬁgurations. For NetScaler SSL Ofﬂoad use with
MDM virtual servers, XenMobile supports only port 80 as the backend service.
Deployment type

NetScaler load balancing method

SSL re-encryption

XenMobile server port

MDM

SSL Bridge

N/A

443, 8443

MAM

SSL Ofﬂoad

Enabled

8443

Enterprise

MDM: SSL Bridge

N/A

443, 8443

Enterprise

MAM: SSL Ofﬂoad

Enabled

8443

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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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loyment type

NetScaler load balancing method

SSL re-encryption

XenMobile server port

MDM

SSL Ofﬂoad

Not supported

80

MAM

SSL Ofﬂoad

Enabled

8443

Enterprise

MDM: SSL Ofﬂoad

Not supported

80

Enterprise

MAM: SSL Ofﬂoad

Enabled

8443

For diagrams of NetScaler Gateway in XenMobile deployments, see Reference Architecture for On-Premises Deployments
and Reference Architecture for Cloud Deploy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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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O and Proxy Considerations for MDX Apps
Feb 21, 20 18

XenMobile integration with NetScaler enables you to provide users with single sign-on (SSO) to all backend HT T P/HT T PS
resources. Depending on your SSO authentication requirements, you can conﬁgure user connections for an MDX app to
use either of these options:
Secure Browse, which is a type of clientless VPN
Full VPN T unnel
If NetScaler isn't the best way to provide SSO in your environment, you can set up an MDX app with policy-based local
password caching. T his article explores the various SSO and proxy options, with a focus on Secure Web. T he concepts apply
to other MDX apps.
T he following ﬂow chart summarizes the decision ﬂow for SSO and user conn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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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Scaler Authentication Methods
T his section provides general information about the authentication methods supported by NetSca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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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L authentication
When you conﬁgure NetScaler for Security Assertion Markup Language (SAML), users can connect to web apps that
support the SAML protocol for single sign-on. NetScaler Gateway supports the identity provider (IdP) single sign-on for
SAML web apps.
Required conﬁguration:
Configure SAML SSO in the NetScaler T raffic profile.
Configure the SAML iDP for the requested service.

NTLM authentication
If SSO to web apps is enabled in the session proﬁle, NetScaler performs NT LM authentication automatically.
Required conﬁguration:
Enable SSO in the NetScaler Session or T raffic profile.

Kerberos impersonation
XenMobile supports Kerberos for Secure Web only. When you conﬁgure NetScaler for Kerberos SSO, NetScaler uses
impersonation when a user password is available to NetScaler. Impersonation means that NetScaler uses user credentials to
get the ticket required to gain access to services, such as Secure Web.
Required conﬁguration:
Configure the NetScaler "Worx" Session policy to allow it to identify the Kerberos Realm from your connection.
Configure a Kerberos Constrained Delegation (KCD) account on NetScaler. Configure that account with no password
and bind it to a traffic policy on your XenMobile gateway.
For those and other configuration details, see the Citrix blog: WorxWeb and Kerberos Impersonation SSO.

Kerberos Constrained Delegation
XenMobile supports Kerberos for Secure Web only. When you conﬁgure NetScaler for Kerberos SSO, NetScaler uses
constrained delegation when a user password is not available to NetScaler.
With constrained delegation, NetScaler uses a speciﬁed administrator account to get tickets on behalf of users and
services.
Required conﬁguration:
Configure a KCD account in Active Directory with the required permissions and a KDC account on NetScaler.
Enable SSO in the NetScaler T raffic profile.
Configure the back-end website for Kerberos authentication.
For those and other configuration details, see the Citrix blog, Configuring Kerberos Single Sign-on for WorxWeb.

Form Fill Authentication
When you conﬁgure NetScaler for Form-based single sign-on, users can log on one time to access all protected apps in your
network. T his authentication method applies to apps that use Secure Browse or Full VPN mo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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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conﬁguration:
Configure Form-based SSO in the NetScaler T raffic profile.

Digest HTTP authentication
If you enable SSO to web apps in the session proﬁle, NetScaler performs digest HT T P authentication automatically. T his
authentication method applies to apps that use Secure Browse or Full VPN modes.
Required conﬁguration:
Enable SSO in the NetScaler Session or T raffic profile.

Basic HTTP authentication
If you enable SSO to web apps in the session proﬁle, NetScaler performs basic HT T P authentication automatically. T his
authentication method applies to apps that use Secure Browse or Full VPN modes.
Required conﬁguration:
Enable SSO in the NetScaler Session or T raffic profile.

Secure Browse, Full VPN Tunnel, or Full VPN Tunnel with PAC
T he following sections describe the user connection types for Secure Web. For more information, see this Secure Web
article in the Citrix documentation, Conﬁguring User Connections.

Full VPN Tunnel
Connections that tunnel to the internal network can use a full VPN tunnel. Use the Secure Web Preferred VPN mode policy
to conﬁgure full VPN tunnel. Citrix recommends Full VPN tunnel for connections that use client certiﬁcates or end-to-end
SSL to a resource in the internal network. Full VPN tunnel handles any protocol over TCP. You can use full VPN tunnel with
Windows, Mac, iOS, and Android devices.
In Full VPN Tunnel mode, NetScaler does not have visibility inside an HT T PS session.

Secure Browse
Connections that tunnel to the internal network can use a variation of a clientless VPN, referred to as Secure Browse.
Secure Browse is the default conﬁguration speciﬁed for the Secure Web Pref erred VPN mode policy. Citrix recommends
Secure Browse for connections that require single sign-on (SSO).
In Secure Browse mode, NetScaler breaks the HT T PS session into two parts:
From the client to NetScaler
From NetScaler to the back-end resource server.
In this manner, NetScaler has full visibility into all transactions between the client and server, enabling it to provide SSO.
You can also conﬁgure proxy servers for Secure Web when used in secure browse mode. For details, see the blog XenMobile
WorxWeb Trafﬁc T hrough Proxy Server in Secure Browse M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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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ll VPN Tunnel with PAC
You can use a Proxy Automatic Conﬁguration (PAC) ﬁle with a full VPN tunnel deployment for Secure Web on iOS and
Android devices. XenMobile supports proxy authentication provided by NetScaler. A PAC ﬁle contains rules that deﬁne how
web browsers select a proxy to access a given URL. PAC ﬁle rules can specify handling for both internal and external sites.
Secure Web parses PAC ﬁle rules and sends the proxy server information to NetScaler Gateway. NetScaler Gateway is
unaware of the PAC ﬁle or proxy server.
For authentication to HT T PS web sites: T he Secure Web MDX policy, Enable web password caching, enables Secure Web
to authenticate and provide SSO to the proxy server through MDX.

NetScaler Split Tunneling
When planning your SSO and proxy conﬁguration, you must also decide whether to use NetScaler split tunneling. Citrix
recommends that you use NetScaler split tunneling only if needed. T his section provides a high-level look at how split
tunneling works: NetScaler determines the trafﬁc path based on its routing table. When NetScaler split tunneling is on,
Secure Hub distinguishes internal (protected) network trafﬁc from Internet trafﬁc. Secure Hub makes that determination
based on the DNS sufﬁx and Intranet applications. Secure Hub then tunnels only the internal network trafﬁc through the
VPN tunnel. When NetScaler split tunneling is off, all trafﬁc goes through the VPN tunnel.
If you prefer to monitor all the traffic due to security considerations, turn off NetScaler split tunneling. As a result, all
traffic goes through the VPN tunnel.
If you use Full VPN T unnel with PAC, you must disable NetScaler Gateway split tunneling. If split tunneling is on and you
configure a PAC file, the PAC file rules override the NetScaler split tunneling rules. A proxy server configured in a traffic
policy does not override NetScaler split tunneling rules.
By default, the Network access policy is set to Tunneled to the internal network for Secure Web. With that
conﬁguration, MDX apps use NetScaler split tunnel settings. T he Network access policy default differs for some other
XenMobile Apps.
NetScaler Gateway also has a micro VPN reverse split tunnel mode. T his conﬁguration supports an exclusion list of IP
addresses that aren't tunneled to the NetScaler. Instead, those addresses are sent by using the device internet connection.
For more information about reverse split tunneling, see Conﬁguring Split Tunneling in the NetScaler Gateway
documentation.
XenMobile includes a Reverse split tunnel exclusion list . To prevent certain websites from tunneling through NetScaler
Gateway: Add a comma-separated list of fully qualiﬁed domain names (FQDN) or DNS sufﬁxes that connect by using the
local area network (LAN) instead. T his list applies only to Secure Browse mode with NetScaler Gateway conﬁgured for
reverse split tunne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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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Feb 21, 20 18

In a XenMobile deployment, several considerations come into play when deciding how to conﬁgure authentication. T his
section will help you understand the various factors that affect authentication by discussing the following:
T he main MDX policies, XenMobile client properties and NetScaler Gateway settings involved with authentication.
T he ways these policies, client properties, and settings interact.
T he tradeoffs of each choice.
T his article also includes three examples of recommended conﬁgurations for increasing degrees of security.
Broadly speaking, stronger security results in a less-optimal user experience, because users have to authenticate more
often. How you balance those concerns depends on your organization's needs and priorities. By reviewing the three
recommended conﬁgurations, you should gain a greater understanding of the interplay of authentication measures
available to you, and how to best deploy your own XenMobile environment.

Authentication Modes
Online authentication: Allows users into the XenMobile network. Requires an Internet connection.
Of ﬂine authentication: Happens on the device. Users unlock the secure vault and have ofﬂine access to items, such as
downloaded mail, cached websites, and notes.

Methods of Authentication
Single Factor
LDAP: You can conﬁgure a connection in XenMobile to one or more directories, such as Active Directory that are compliant
with the Lightweight Directory Access Protocol (LDAP). T his is a commonly used method to provide single sign-on (SSO) for
company environments. You might opt for Citrix PIN with Active Directory password caching to improve the user experience
with LDAP while still providing the security of complex passwords on enrollment, password expiration, and account lockout.
For more details, see Domain or domain plus STA in the XenMobile documentation.
Client certiﬁcate: XenMobile can integrate with industry-standard certiﬁcate authorities to use certiﬁcates as the sole
method of online authentication. XenMobile provides this certiﬁcate after user enrollment, which requires either a one-time
password, invitation URL, or LDAP credentials. When using a client certiﬁcate as the primary method of authentication, a
Citrix PIN is required in client certiﬁcate-only environments to secure the certiﬁcate on the device.
XenMobile supports Certiﬁcate Revocation List (CRL) only for a third-party Certiﬁcate Authority. If you have a Microsoft CA
conﬁgured, XenMobile uses NetScaler to manage revocation. When you conﬁgure client certiﬁcate-based authentication,
consider whether you need to conﬁgure the NetScaler Certiﬁcate Revocation List (CRL) setting, Enable CRL Auto Refresh.
T his step ensures that the user of a device in MAM-only mode can't authenticate using an existing certiﬁcate on the
device; XenMobile re-issues a new certiﬁcate, because it doesn't restrict a user from generating a user certiﬁcate if one is
revoked. T his setting increases the security of PKI entities when the CRL checks for expired PKI entities.
For a diagram that shows the deployment needed if you plan to use certiﬁcate-based authentication for users or if you
need to use your enterprise Certiﬁcate Authority (CA) for issuing device certiﬁcates, see Reference Architecture for OnPremises Deploy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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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o Factor
LDAP + Client Certiﬁcate: In the XenMobile environment, this conﬁguration is the best combination of security and user
experience, with the best SSO possibilities coupled with security provided by two-factor authentication at NetScaler. Using
both LDAP and client certiﬁcate provides security with both something users know (their Active Directory passwords) and
something they have (client certiﬁcates on their devices). Secure Mail (and some other XenMobile Apps) can automatically
conﬁgure and provide a seamless ﬁrst-time user experience with client certiﬁcate authentication, with a properly conﬁgured
Exchange client access server environment. For optimal usability, you can combine this option with Citrix PIN and Active
Directory password caching.
LDAP + Token: T his conﬁguration allows for the classic conﬁguration of LDAP credentials, plus a one-time password, using
the RADIUS protocol. For optimal usability, you can combine this option with Citrix PIN and Active Directory password
caching.

Important Policies, Settings and Client Properties Involved in Authentication
T he following policies, settings, and client properties come into play with the following three recommended conﬁgurations:
MDX policies
App passcode: If On, a Citrix PIN or passcode is required to unlock the app when it starts or resumes after a period of
inactivity. Default is On.
To conﬁgure the inactivity timer for all apps, set the INACT IVIT Y_T IMER value in minutes in the XenMobile console in Client
Properties on the Settings tab. T he default is 15 minutes. To disable the inactivity timer, so that a PIN or passcode prompt
appears only when the app starts, set the value to zero.
Note: If you select Secure ofﬂine for the Encryption keys policy, this policy is automatically enabled.
Online session required: If On, the user must have a connection to the enterprise network and an active session in order
to access the app on the device. If Of f , an active session is not required to access the app on the device. Default is Of f .
Maximum of ﬂine period (hours): Deﬁnes the maximum period an app can run without reconﬁrming app entitlement and
refreshing policies from XenMobile. When you set the Maximum ofﬂine period, if Secure Hub for iOS has a valid NetScaler
Gateway token, the app retrieves new policies for MDX apps from XenMobile without any interruption to users. If Secure
Hub does not have a valid NetScaler token, users must authenticate through Secure Hub in order for app policies to
update. T he NetScaler token may become invalid due to a NetScaler Gateway session inactivity or a forced session timeout policy. When users sign on to Secure Hub again, they can continue running the app.
Users are reminded to sign on at 30, 15, and 5 minutes before the period expires. After expiration, the app is locked until
users sign on. Default is 72 hours (3 days). Minimum period is 1 hour.
Note: Keep in mind that in a scenario in which users travel often and may use international roaming, the default of 72 hours
(3 days) may be too short.
Background services ticket expiration: T he time period that a background network service ticket remains valid. When
Secure Mail connects through NetScaler Gateway to an Exchange Server running ActiveSync, XenMobile issues a token
that Secure Mail uses to connect to the internal Exchange Server. T his property setting determines the duration that
Secure Mail can use the token without requiring a new token for authentication and the connection to the Exchange
Server. When the time limit expires, users must log on again to generate a new token. Default is 168 hours (7 days). When
this time-out expires, mail notiﬁcations will discontin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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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line session required grace period: Determines how many minutes a user can use the app ofﬂine before the Online
session required policy prevents them from further use (until the online session is validated). Default is 0 (no grace period).
For more information about MDX Toolkit authentication policies, see XenMobile MDX Policies for iOS and XenMobile MDX
Policies for Android.
XenMobile client properties
Note: Client properties are a global setting that apply to all devices that connect to XenMobile.
Citrix PIN: For a simple sign-on experience, you might choose to enable the Citrix PIN. With the PIN, users do not have to
enter other credentials repeatedly, such as their Active Directory user names and passwords. You can conﬁgure the Citrix
PIN as a standalone ofﬂine authentication only, or combine the PIN with Active Directory password caching to streamline
authentication for optimal usability. You conﬁgure the Citrix PIN in Settings > Client > Client Properties in the XenMobile
console.
Following is a summary of a few important properties. For more information, see Client properties in the XenMobile
documentation.
ENABLE_PASSCODE_AUT H
Display name: Enable Citrix PIN Authentication
T his key allows you to turn on Citrix PIN functionality. With the Citrix PIN or passcode, users are prompted to deﬁne a
PIN to use instead of their Active Directory password. You should enable this setting if
ENABLE_PASSWORD_CACHING is enabled or if XenMobile is using certiﬁcate authentication.
Possible values: true or f alse
Def ault value: f alse
ENABLE_PASSWORD_CACHING
Display name: Enable User Password Caching
T his key lets you allow the users' Active Directory password to be cached locally on the mobile device. When you set
this key to true, users are prompted to set a Citrix PIN or passcode. T he ENABLE_PASSCODE_AUT H key must be set
to true when you set this key to true.
Possible values: true or f alse
Def ault value: f alse
PASSCODE_ST RENGT H
Display name: PIN Strength Requirement
T his key deﬁnes the strength of the Citrix PIN or passcode. When you change this setting, users are prompted to set
a new Citrix PIN or passcode the next time they are prompted to authenticate.
Possible values: Low, Medium, or Strong
Def ault value: Medium

https://docs.citrix.com

© 1999-2017 Citrix Systems, Inc. All rights reserved.

p.1064

INACT IVIT Y_T IMER
Display name: Inactivity timer
T his key deﬁnes the time in minutes that users can leave their devices inactive and then access an app without being
prompted for a Citrix PIN or passcode. To enable this setting for an MDX app, you must set the App Passcode setting
to On. If the App Passcode setting is set to Of f , users are redirected to Secure Hub to perform a full authentication.
When you change this setting, the value takes effect the next time users are prompted to authenticate. T he default
is 15 minutes.
ENABLE_TOUCH_ID_AUT H
Display name: Enable Touch ID Authentication
Allows the use of the ﬁngerprint reader (in iOS only) for ofﬂine authentication. Online authentication will still require
the primary authentication method.
ENCRYPT _SECRET S_USING_PASSCODE
Display name: Encrypt secrets using Passcode
T his key lets sensitive data be stored on the mobile device in a secret vault instead of in a platform-based native
store, such as the iOS keychain. T his conﬁguration key enables strong encryption of key artifacts, but also adds user
entropy (a user-generated random PIN code that only the user knows).
Possible values: true or f alse
Def ault value: f alse

NetScaler Settings
Session time-out: If you enable this setting, NetScaler Gateway disconnects the session if NetScaler detects no network
activity for the speciﬁed interval. T his setting is enforced for users who connect with the NetScaler Gateway Plug-in, Citrix
Receiver, Secure Hub, or through a web browser. Default is 14 4 0 minutes. If you set this value to zero, the setting is
disabled.
Forced time-out: If you enable this setting, NetScaler Gateway disconnects the session after the time-out interval elapses
no matter what the user is doing. When the time-out interval elapses, there is no action the user can take to prevent the
disconnection. T his setting is enforced for users who connect with the NetScaler Gateway Plug-in, Citrix Receiver, Secure
Hub, or through a web browser. If Secure Mail is using STA, a special NetScaler mode, the Forced time-out setting does not
apply to Secure Mail sessions. Default is 14 4 0 minutes. If you leave this value blank, the setting is disabled.
For more information about time-out settings in NetScaler Gateway, see Conﬁguring T ime-Out Settings in the NetScaler
documentation.
For more information on the scenarios that prompt users to authenticate with XenMobile by entering credentials on their
devices, see Authentication Prompt Scenarios in the XenMobile Apps documentation.
Def ault Conﬁguration Settings
T hese settings are the defaults provided by the NetScaler for XenMobile wizard, by the MDX Toolkit, and in the XenMob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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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ole.

Setting

Where to Find the Setting

Def ault Setting

Session time-out

NetScaler Gateway

1440 minutes

Force time-out

NetScaler Gateway

1440 minutes

Maximum ofﬂine period

MDX Policies

72 hours

Background services ticket expiration

MDX Policies

168 hours (7 days)

Online session required

MDX Policies

Off

Online session required grace period

MDX Policies

0

App passcode

MDX Policies

On

Encrypt secrets using passcode

XenMobile client properties

false

Enable Citrix PIN Authentication

XenMobile client properties

false

PIN Strength Requirement

XenMobile client properties

Medium

PIN Type

XenMobile client properties

Numeric

Enable User Password Caching

XenMobile client properties

false

Inactivity T imer

XenMobile client properties

15

Enable Touch ID Authentication

XenMobile client properties

false

Recommended Conﬁgurations
T his section gives examples of three XenMobile conﬁgurations that range from lowest security and optimal user
experience, to the highest security and more intrusive user experience. T hese examples should provide you with helpful
reference points to determine where on the scale you want to place your own conﬁguration. Be aware that modifying
these settings may require you to alter other settings as well. For instance, the maximum ofﬂine period should always be
less than the session time-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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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gh Security
T his conﬁguration, the most convenient to users, provides base-level security.

Where to
Setting

Find the
Setting

Session time-

NetScaler

out

Gateway

Force time-out

NetScaler
Gateway

Maximum

MDX

ofﬂine period

Policies

Recommended
Setting

10080

No value

167

Behavior Impact

Users enter their Secure Hub credentials only when online authentication is
required - every 7 days

Sessions will be extended if there's any activity.

Requires policy refresh every week (every 7 days). T he hour difference is to allow
for refresh ahead of session time-out.
T ime out for STA, which allows for long-lived sessions without a NetScaler

Background
services ticket
expiration

MDX
Policies

Gateway session token.
240

In the case of Secure Mail, making the STA time-out longer than the session timeout avoids having mail notiﬁcations stop without prompting the user if they don't
open the app before the session expires.

Online session

MDX

required

Policies

Online session
required grace
period

App passcode

MDX
Policies

MDX
Policies

Encrypt

XenMobile

secrets using

client

passcode

properties

Enable Citrix

XenMobile

PIN

client

Authentication

properties

PIN Strength
Requirement

Off

Ensures a valid network connection and NetScaler Gateway session to use apps.

0

No grace period (if you enabled Online Session required).

On

Require passcode for application.

false

Do not require user entropy to encrypt the vault.

true

Enable Citrix PIN for simpliﬁed authentication experience.

Low

No password complexity requirements

Numeric

PIN is a numeric sequence.

true

T he user PIN caches and protects the Active Directory password.

XenMobile
client
properties
XenMobile

PIN Type

client
properties

Enable

XenMobile

Password

cl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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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ching

properties

Inactivity
Setting
T imer

Where
to
XenMobile
Find
the
client
Setting
properties

Enable Touch

XenMobile

ID

client

Authentication

properties

Recommended
90
Setting

If
user does
not use MDX apps or Secure Hub for this period of time, prompt for
Behavior
Impact
ofﬂine authentication.

true

Enables Touch ID for ofﬂine authentication use cases in iOS.

Higher Security
A more middle-of-the-road approach, this conﬁguration requires users to authenticate more often - every 3 days, at most,
instead of 7 - and stronger security. T he increased number of authentications lock the container more often, ensuring
data security when devices aren't in use.

Setting

Where to
Find the
Setting

Session time-

NetScaler

out

Gateway

Force time-out

NetScaler
Gateway

Maximum

MDX

ofﬂine period

Policies

Recommended
Setting

4320

No value

Behavior Impact

Users enter their Secure Hub credentials only when online authentication is
required - every 3 days

Sessions will be extended if there's any activity.

Requires policy refresh every 3 days. T he hour difference is to allow for refresh

71

ahead of session time-out.
T ime out for STA, which allows for long-lived sessions without a NetScaler

Background
services ticket
expiration

MDX
Policies

Gateway session token.
168 hours

In the case of Secure Mail, making the STA time-out longer than the session timeout avoids having mail notiﬁcations stop without prompting the user if they don't
open the app before the session expires.

Online session

MDX

required

Policies

Online session
required grace
period

App passcode

MDX
Policies

MDX
Policies

Encrypt

XenMobile

secrets using

client

passcode

properties

Enable Citrix

XenMobile

PIN

cl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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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f

Ensures a valid network connection and NetScaler Gateway session to use apps.

0

No grace period (if you enabled Online Session required).

On

Require passcode for application.

false

Do not require user entropy to encrypt the vault.

true

Enable Citrix PIN for simpliﬁed authentication exper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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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properties

PIN Strength
Setting
Requirement

Where
to
XenMobile
Find
the
client
Setting
properties

Recommended
Medium
Setting

Behavior
Impact password complexity rules.
Enforces medium

Numeric

PIN is a numeric sequence.

true

T he user PIN caches and protects the Active Directory password.

XenMobile
PIN Type

client
properties

Enable

XenMobile

Password

client

Caching

properties

Inactivity
T imer

XenMobile
client

If user does not use MDX apps or Secure Hub for this period of time, prompt for

30

ofﬂine authentication.

properties

Enable Touch

XenMobile

ID

client

Authentication

properties

true

Enables Touch ID for ofﬂine authentication use cases in iOS.

Highest Security
T his conﬁguration offers the highest level of security but contains signiﬁcant usability trade-offs.

Where to
Setting

Find the
Setting

Session time-

NetScaler

out

Gateway

Force time-out

NetScaler
Gateway

Maximum

MDX

ofﬂine period

Policies

Recommended
Setting

1440

1440

23

Behavior Impact

Users enter their Secure Hub credentials only when online authentication is
required-every 24 hours.
Online authentication will be strictly required every 24 hours. Activity doesn't extend
session life.

Requires policy refresh every day.

T ime out for STA, which allows for long-lived sessions without a NetScaler
Background
services ticket
expiration

MDX
Policies

Gateway session token.
72 hours

In the case of Secure Mail, making the STA time-out longer than the session timeout avoids having mail notiﬁcations stop without prompting the user if they don't
open the app before the session expires.

Online session

MDX

required

Policies

Online session
required grace
period

MDX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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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f

Ensures a valid network connection and NetScaler Gateway session to use apps.

0

No grace period (if you enabled Online Session requ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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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 passcode
Setting
Encrypt

MDX
Policies
Where to

secrets using

Find
the
XenMobile
Setting
client

passcode

properties

Enable Citrix

XenMobile

PIN

client

Authentication

properties

PIN Strength
Requirement

On

Require passcode for application.

Recommended
Setting
true

Behavior Impact
A key derived from user entropy protects the vault.

true

Enable Citrix PIN for simpliﬁed authentication experience.

Strong

High password complexity requirements.

Alphanumeric

PIN is an alphanumeric sequence.

XenMobile
client
properties
XenMobile

PIN Type

client
properties

Enable

XenMobile

Password

client

Caching

properties

Inactivity
T imer

false

XenMobile
client

XenMobile

ID

client

Authentication

properties

authentications.

If user does not use MDX apps or Secure Hub for this period of time, prompt for

15

ofﬂine authentication.

properties

Enable Touch

Active Directory password is not cached and Citrix PIN will be used for ofﬂine

false

Disables Touch ID for ofﬂine authentication use cases in iOS.

Using Step-Up Authentication
Some apps may require enhanced authentication (for example, a secondary authentication factor, such as a token or
aggressive session time-outs). You control this authentication method through an MDX policy. T he method also requires a
separate virtual server to control the authentication methods (on either the same or on separate NetScaler appliances).

Where to
Setting

Find the
Setting

Alternate
NetScaler

MDX Policies

Gateway

Recommended Setting

Behavior Impact

Requires the FQDN and port of the

Allows for enhanced authentication controlled by the secondary

secondary NetScaler appliance.

NetScaler appliance authentication and session policies.

If a user opens an app that logs on to the alternate NetScaler Gateway instance, all other apps will use that NetScaler
Gateway instance for communicating with the internal network. T he session will only switch back to the lower security
NetScaler Gateway instance when the session times out from the NetScaler Gateway instance with enhanced security.
Using Online Session Required
For certain applications, such as Secure Web, you may want to ensure that users run an app only when they have 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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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ed session and while the device is connected to a network. T his policy enforces that option and allows for a
grace period so users can ﬁnish their work.

Setting

Online session required

Online session required
grace period

https://docs.citrix.com

Where to Find the

Recommended

Setting

Setting

MDX Policies

On

MDX Policies

15

Behavior Impact

Ensures device is online and has a valid authentication
token.
Allows a 15-minute grace period before the user can no
longer use ap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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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Architecture for On-Premises Deployments
Feb 21, 20 18

T he ﬁgures in this article illustrate the reference architectures for the XenMobile deployment on premises. T he deployment
scenarios include MDM-only, MAM-only, and MDM+MAM as the core architectures, as well as those that include
components, such as the SNMP Manager, XenMobile NetScaler Connector, XenMobile Mail Manager, and XenApp and
XenDesktop. T he ﬁgures show the minimal components required for XenMobile.
Use this chart as a general guide for your deployment dec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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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ﬁgures, the numbers on the connectors represent ports that you must open to allow connections between the
components. For a complete list of ports, see Port requirements in the XenMobile documentation.

Core MDM-Only Reference Architecture
Deploy this architecture if you plan to use only the MDM features of XenMobile. For example, you need to manage a
corporate-issued device through MDM in order to deploy device policies, apps and to retrieve asset inventories and be able
to carry out actions on devices, such as a device wipe.

Core MAM-Only Reference Architecture
Deploy this architecture if you plan to use only the MAM features of XenMobile without having devices enroll for MDM.
For example, you want to secure apps and data on BYO mobile devices; you want to deliver enterprise mobile apps and be
able to lock apps and wipe their data. T he devices cannot be MDM enrol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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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e MAM+MDM Reference Architecture
Deploy this architecture if you plan to use MDM+MAM features of XenMobile. For example, you want to manage a
corporate-issued device via MDM; you want to deploy device policies and apps, retrieve an asset inventory and be able to
wipe devices. You also want to deliver enterprise mobile apps and be able to lock apps and wipe the data on de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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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Architecture with SNMP
Deploy this architecture if you plan to enable SNMP monitoring with XenMobile. For example, you want to allow
monitoring systems to query and obtain information on your XenMobile nodes. For details, see SNMP monito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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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Architecture with XenMobile NetScaler
Connector
Deploy this architecture if you plan to use XenMobile NetScaler Connector with XenMobile. For example, you need to
provide secure email access to users who use native mobile email apps. T hese users will continue accessing email via a native
app or you may transition them over time to Citrix Secure Mail. Access control needs to occur at the network layer before
trafﬁc hits the Exchange Active Sync servers. Even though the diagram shows XenMobile NetScaler Connector deployed in
a MDM and MAM architecture, you can also deploy XenMobile NetScaler Connector in the same manner as part of an
MDM-only archit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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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Architecture with XenMobile Mail Manager
Deploy this architecture if you plan to use XenMobile Mail Manager with XenMobile. For example, you want to provide
secure email access to users who use native mobile email apps. T hese users will continue accessing email via a native app or
you may transition users over time to Secure Mail. You can achieve access control on the Exchange ActiveSync servers.
Although the diagram shows XenMobile Mail Manager deployed in a MDM and MAM architecture, you can also deploy
XenMobile Mail Manager in the same manner as part of an MDM-only archit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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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Architecture with External Certiﬁcate
Authority
A deployment that includes an external certiﬁcate authority is recommended to meet one or more of the following
requirements:
You require user certificates for user authentication to NetScaler Gateway (for intranet access).
You require Secure Mail users to authenticate to Exchange Server by using a user certificate.
You need to push certificates issued by your corporate Certificate Authority to mobile devices for WiFi access, for
example.
Although the diagram shows an external certiﬁcate authority deployed in an MDM+MAM architecture, you can also deploy
an external Certiﬁcate Authority in the same manner as part of an MDM-only or MAM-only archit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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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Architecture with XenApp and XenDesktop
Deploy this architecture if you plan to integrate XenApp and XenDesktop with XenMobile. For example, you need to
provide a uniﬁed app store to mobile users for all types of applications (mobile, SaaS and Windows). Although the diagram
shows XenDesktop deployed in a MDM and MAM architecture, you can also deploy XenDesktop in the same manner as
part of a MAM-only archit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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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Architecture with XenMobile in the Internal
Network
You can deploy an architecture with XenMobile in the internal network to meet one or more of the following requirements:
You do not have or are not allowed to have a hypervisor in the DMZ.
Your DMZ can only contain network appliances.
Your security requirements require the use of SSL Off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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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Architecture with ShareFile
Deploy this architecture if you want to integrate ShareFile Enterprise or only StorageZone Connectors with XenMobile.
ShareFile Enterprise integration enables you to meet one or more of the following requirements:
You need an IDP to give users single sign-on (SSO) to ShareFile.com.
You need a way to provision accounts into ShareFile.com.
You have on-premises data repositories that need to be accessed from mobile devices.
An integration with only StorageZone Connectors gives users secure mobile access to existing on-premises storage
repositories, such as SharePoint sites and network ﬁle shares. In this conﬁguration, you don't need to set up a ShareFile
subdomain, provision users to ShareFile, or host ShareFile data.
Although the diagram shows ShareFile deployed in a MDM+MAM architecture, you can also deploy ShareFile in the same
manner as part of a MAM-only archit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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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Architecture for Cloud Deployments
Feb 21, 20 18

메모
T his article applies to XenMobile Service deployments only.

T he diagram in this article shows how XenMobile Service integrates with your data center. T he other component
integrations, such as ShareFile, Certiﬁcate Authority, and XenApp and XenDesktop, are available as shown in the preceding
core architectures. For details, see Reference Architecture for On-Premises Deployments.
Use of Cloud Connector eliminates the need to set up complex networking or infrastructure conﬁguration, such as VPNs or
IPsec tunnels. If you require a micro VPN, you must use an on-premises NetScaler with Cloud Connector. T he following
diagram shows NetScaler Gateway hosted on your 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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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er Properties
Feb 21, 20 18

Server properties are global properties that apply to operations, users, and devices across an entire XenMobile instance.
Citrix recommends that you evaluate for your environment the server properties covered in this article. Be sure to consult
with Citrix before changing other server properties.
Be aware that a change to some server properties requires a restart of each XenMobile server node. XenMobile notiﬁes you
when a restart is required.
Server Property

Notes

Block Enrollment of Rooted Android

When this property is True, XenMobile blocks enrollments for rooted Android

and Jailbroken iOS Devices

devices and jailbroken iOS devices. Default is True. Recommended setting is
True for all security levels.

Enrollment required

T his property, which applies only when the XenMobile Server Mode is ENT,
speciﬁes whether you require users to enroll in MDM. T he property applies to
all users and devices for the XenMobile instance. Requiring enrollment
provides a higher level of security; however, that decision depends on whether
you want to require MDM. By default, enrollment is not required.
When this property is False, users can decline enrollment, but may still access
apps on their devices through the XenMobile Store. When this property is
True, any user who declines enrollment is denied access to apps.
If you change this property after users enroll, the users must re-enroll.
For a discussion about whether to require MDM enrollment, see Device
Management and MDM Enrollment.

XenMobile MDM Self Help Portal

T he number of minutes after which XenMobile logs an inactive user out of

console max inactive interval (minutes)

the XenMobile console. A time-out of 0 means an inactive user remains

Note: T his property name reﬂects the

logged in. Default is 30.

older XenMobile versions. T he property
controls the XenMobile console max
inactive interval.

Inactivity T imeout in Minutes

T he number of minutes after which XenMobile logs out an inactive user who
used the XenMobile server Public API to access the XenMobile console or any
third-party app. A time-out value of 0 means an inactive user remains logged
in. For third-party apps that access the API, remaining logged in is typically
necessary. Default is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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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S Device Management Enrollment

When this property is True, XenMobile checks if the user has the root CA

Install Root CA if Required

installed on the device and, if the root certiﬁcate is missing, installs it. A thirdparty public certiﬁcate trusted by iOS is required. Default is True.
If you are using trusted certiﬁcates and the iOS device trusts the issuer,
setting this property to False improves the MDM user enrollment experience
because Secure Hub doesn't prompt the user to install another certiﬁcate
and enter their PIN. However, we don't recommend setting the property to
False if you are using a self-signed SSL Listener certiﬁcate on the XenMobile
server.

T he VPP baseline interval sets the minimum interval that XenMobile reimports VPP licenses from Apple. Refreshing license information ensures that
XenMobile reﬂects all changes, such as when you manually delete an
imported app from VPP. By default, XenMobile refreshes the VPP license
baseline a minimum of every 720 minutes.
If you have a large number of VPP licenses installed (for example, more than
VPP baseline interval

50,000), Citrix recommends that you increase the baseline interval to reduce
the frequency and overhead of importing licenses. If you expect frequent
VPP license changes from Apple, Citrix recommends that you lower the value
to keep XenMobile updated with the changes. T he minimum interval between
two baselines is 60 minutes. Because the cron job runs in the background
every 60 minutes, if the VPP baseline interval is 60 minutes, the interval
between baselines could be delayed up to 119 minutes.

Some server properties help improve performance and stability. For details, see Tuning XenMobile Ope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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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ice and App Policies
Feb 21, 20 18

메모
T his section applies to XenMobile Service and XenMobile on-premises deployments.

XenMobile device and app policies enable you to optimize a balance between factors, such as:
Enterprise security
Corporate data and asset protection
User privacy
Productive and positive user experiences
T he optimum balance between those factors can vary. For example, highly regulated organizations, such as ﬁnance, require
stricter security controls than other industries, such as education and retail, in which user productivity is a primary
consideration.
You can centrally control and conﬁgure policies based on users' identity, device, location, and connectivity type to restrict
malicious usage of corporate content. In the event a device is lost or stolen, you can disable, lock, or wipe business
applications and data remotely. T he overall result is a solution that increases employee satisfaction and productivity, while
ensuring security and administrative control.
T he primary focus of this article is the many device and app policies related to security.

Policies That Address Security Risks
XenMobile device and app policies address many situations that may pose a security risk, such as the following:
When users try to access apps and data from untrusted devices and unpredictable locations.
When users pass data from device to device.
When an unauthorized user tries to access data.
When a user who has left the company had used their own device (BYOD).
When a user misplaces a device.
When users need to access the network securely at all times.
When users have their own device managed and you need to separate work data from personal data.
When a device is idle and requires verification of user credentials again.
When users copy and paste sensitive content into unprotected email systems.
When users receive email attachments or web links with sensitive data on a device that holds both personal and
company accounts.
T hose situations relate to two main areas of concern when protecting company data, which are when data is:
At rest
In trans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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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XenMobile Protects Data at Rest
Data stored on mobile devices is referred to as data at rest. T he mobile application management (MAM) capabilities in
XenMobile enable complete management, security, and control over XenMobile Apps, MDX-enabled apps, and their
associated data. T he Worx App SDK, which enables apps for XenMobile deployment, leverages Citrix MDX app container
technology to separate corporate apps and data from personal apps and data on the user's mobile device. T his allows you
to secure any custom developed, third-party, or BYO mobile app with comprehensive policy-based controls.
In addition to an extensive MDX policy library, XenMobile also includes app-level encryption. XenMobile separately encrypts
data stored within any MDX-enabled app without requiring a device PIN code and without requiring that you manage the
device to enforce the policy.
Policies and the Worx App SDK enable you to:
Separate business and personal apps and data in a secure mobile container.
Secure apps with encryption and other mobile Data Loss Prevention (DLP) technologies.
MDX policies provide many operational controls, so you can enable seamless integration between MDX-wrapped apps,
while also controlling all communication. In this way, you can enforce policies, such as ensuring that data only is accessible
by MDX-enabled apps.
Beyond device and app policy control, the best way to safeguard data at rest is encryption. XenMobile adds a layer of
encryption to any data stored in an MDX-enabled app, giving you policy control over features such as public ﬁle encryption,
private ﬁle encryption, and encryption exclusions. T he Worx App SDK uses FIPS 140-2 compliant AES 256- bit encryption
with keys stored in a protected Citrix Secret Vault.

How XenMobile Protects Data in Transit
Data on the move between your user's mobile devices and your internal network is referred to as data in transit. MDX app
container technology provides application-speciﬁc VPN access to your internal network through NetScaler Gateway.
Consider the situation where an employee wants to access the following resources residing in the secure enterprise
network from a mobile device: the corporate email server, an SSL-enabled web application hosted on the corporate
intranet, and documents stored on a ﬁle server or Microsoft SharePoint. MDX enables access to all these enterprise
resources from mobile devices through an application-speciﬁc micro VPN. Each device has its own dedicated micro VPN
tunnel.
Micro VPN functionality does not require a device-wide VPN, which can compromise security on untrusted mobile devices.
As a result, the internal network is not exposed to malware or attacks that could infect the entire corporate system.
Corporate mobile apps and personal mobile apps are able to coexist on one device.
To offer even stronger levels of security, you can conﬁgure MDX-enabled apps with an Alternate NetScaler Gateway policy,
used for authentication and for micro VPN sessions with an app. You can use an Alternate NetScaler Gateway with the
Online session required policy to force apps to reauthenticate to the speciﬁc gateway. Such gateways would typically have
different (higher assurance) authentication requirements and trafﬁc management policies.
In addition to security features, micro VPN also offers data optimization techniques, including compression algorithms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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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sure that only minimal data is transferred and that the transfer is done in the quickest time possible, thereby improving
user experience, which is a key success factor in mobile project success.
You should reevaluate your device policies periodically, such as in these situations:
When a new version of XenMobile includes new or updated policies due to the release of device operating system
updates.
When you add a new device type. Although many policies are common to all devices, each device has a set of policies
specific to its operating system. As a result, you may find differences between iOS, Android, and Windows devices, and
even between different manufacturers' devices running Android.
T o keep XenMobile operation in sync with enterprise or industry changes, such as new corporate security policies or
compliance regulations.
When a new version of MDX T oolkit includes new or updated policies.
When you add or update an app.
When you need to integrate new workflows for your users as a result of new apps or new requirements.

App Policies and Use Case Scenarios
Although you can choose which apps are available through Secure Hub, you might also want to deﬁne how those apps
interact with XenMobile. If you want users to authenticate after a certain time period passes or you want to provide users
ofﬂine access to their information, you do so through app policies. T he following list includes some of the policies and
discusses how you might use them. For a list of all MDX policies per platform, see MDX Policies at a Glance.

Authentication policies
Device passcode
Why use this policy: Enable the Device passcode policy to enforce that a user can access an MDX app only if the
device has a device PIN enabled. T his feature, for iOS 9 devices, ensures use of iOS encryption at the device level and
for the MDX container.
User example: Enabling this policy means that the user must set a PIN code on their iOS device before they can
access the MDX app.
App passcode
Why use this policy: Enable the App passcode policy to have Secure Hub prompt a user to authenticate to the
managed app before they can open the app and access data. T he user might authenticate with their Active Directory
password, Citrix PIN, or iOS TouchID, depending what you conﬁgure under Client Properties in your XenMobile Server
Settings. You can set an inactivity timer in Client Properties so that, with continued use, Secure Hub doesn't prompt
the user to authenticate to the managed app again until the timer expires.
T he app passcode differs from a device passcode in that, with a device passcode policy pushed to a device, Secure
Hub prompts the user to conﬁgure a passcode or PIN, which they must unlock before they can gain access to their
device when they turn on the device or when the inactivity timer expires. For more information, see Authentication in
XenMobile.
User example: When opening the Citrix Secure Web application on the device, the user must enter their Citrix PIN
before they can browse web sites if the inactivity period is exp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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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line session required
Why use this policy: If an application requires access to a web app (web service) to run, enable this policy so that
XenMobile prompts the user to connect to the enterprise network or have an active session before using the app.
User example: When a user attempts to open an MDX app that has the Online session required policy enabled, they
can't use the app until they connected to the network using a cellular or wiﬁ service.
Maximum of ﬂine period
Why use this policy: Use this policy as an additional security option, to ensure that users can't run an app ofﬂine for
long time periods without reconﬁrming app entitlement and refreshing policies from XenMobile.
User example: If you conﬁgure an MDX app with a Maximum ofﬂine period, the user can open and use the app
ofﬂine until the ofﬂine timer period expires. At that point, the user must connect back to the network via cellular or
wiﬁ service and reauthenticate, if prompted.

Miscellaneous Access policies
App update grace period (hours)
Why use this policy: T he app update grace period is the time available to the user before they must update an app
that has a newer version released in the XenMobile Store. At the point of expiry, the user must update the app before
they can gain access to the data in the app. When setting this value, keep in mind the needs of your mobile
workforce, particularly those who might experience long periods ofﬂine when travelling internationally.
User example: You load a new version of Secure Mail in the XenMobile Store and then set an app update grace
period of 6 hours. All Secure Mail users will see a message asking them to update their Secure Mail app, until the 6
hours expires. When the 6 hours expires, Secure Hub routes users to the XenMobile Store.
Active poll period (minutes)
Why use this policy: T he active poll period is the interval at which XenMobile checks apps for when to perform
security actions, such as App Lock and App Wipe.
User example: If you set the Active poll period policy to 60 minutes, when you send the App Lock command from
XenMobile to the device, the lock occurs within 60 minutes of when the last poll took place.

Encryption policies
Why use these policies: XenMobile includes a secret vault with a strong encryption layer that Secure Hub and other
XenMobile Apps use to persist their sensitive data, such as passwords and encryption keys, on the device without
depending on the platform native keystores. As a result, if the device becomes compromised in any way, corporate
data remains encrypted in the MDX container and XenMobile obfuscates the data before transferring it outside of
the container.
User example: If the device owner did not set a device PIN or the device PIN becomes compromised, the corporate
data inside the Secure Hub container remains secure.

App Interaction Policies
Why use these policies: Use App Interaction policies to control the ﬂow of documents and data from MDX apps to
other apps on the device. For example, you can prevent a user from moving data to their personal apps outside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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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ainer or from pasting data from outside of the container into the containerized apps.
User example: You set an App interaction policy to Restricted, which means a user can copy text from Secure Mail to
Secure Web but can't copy that data to their personal Safari or Chrome browser that is outside the container. In
addition, a user can open an attached document from Secure Mail into ShareFile or Quick Edit but can't open the
attached document in their own personal ﬁle viewing apps that are outside the container.

App Restrictions policies
Why use these policies: Use App Restriction policies to control what features users can access from an MDX app
while it is open. T his helps to ensure that no malicious activity can take place while the app is running. T he App
Restriction policies vary slightly between iOS and Android. For example, in iOS you can block access to iCloud while the
MDX app is running. In Android, you can stop NFC use while the MDX app is running.
User example: If you enable the App Restriction policy to block dictation on iOS in an MDX app, the user can't use
the dictate function on the iOS keyboard while the MDX app is running. T hus, data users dictate isn't passed to the
unsecure third-party cloud dictation service. When the user opens their personal app outside of the container, the
dictate option remains available to the user for their personal communications.

App Network Access policies
Why use these policies: Use the App Network Access policies to provide access from an MDX app in the container
on the device to data sitting inside your corporate network. For the Network access policy, set the Tunneled to the
internal network option to automate a micro VPN from the MDX app through the NetScaler to a back-end web
service or datastore.
User example: When a user opens an MDX app, such as Secure Web, that has tunneling enabled, the browser opens
and launches an intranet site without the user needing to start a VPN. T he Secure Web app automatically accesses
the internal site using micro VPN technology.

App Geolocation and Geof encing policies
Why use these policies: T he policies that control app geolocation and geofencing include center point Longitude, center
point Latitude, and Radius. T hose policies contain access to the data in the MDX apps to a speciﬁc geographical area. T he
policies deﬁne a geographic area by a radius of latitude and longitude coordinates. If a user attempts to use an app outside
of the deﬁned radius, the app remains locked and the user cannot access the app data.
User example: A user can access merger and acquisition data while they are in their ofﬁce location. When they move
outside of their ofﬁce location, this sensitive data becomes inaccessible.

Secure Mail App policies
Background network services
Why use this policy: Background network services in Secure Mail leverage Secure T icket Authority (STA), which is
effectively a SOCKS5 proxy to connect through NetScaler Gateway. STA supports long-lived connections and
provides better battery life compared to micro VPN. T hus, STA is ideal for mail that connects constantly. Citrix
recommends that you conﬁgure these settings for Secure Mail. T he NetScaler for XenMobile wizard automatically
sets up STA for Secure Mail.
User example: When STA isn't enabled and an Android user opens Secure Mail, they are prompted to open a VPN,
which remains open on the device. When STA is enabled and the Android user opens Secure Mail, Secure 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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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nects seamlessly with no VPN required.
Def ault sync interval
Why use this policy: T his setting speciﬁes the default days of email that synchronize to Secure Mail when the user
accesses Secure Mail for the ﬁrst time. Be aware that 2 weeks of email takes longer to sync than 3 days and prolongs
the setup process for the user.
User example: If the default sync interval is set to 3 days when the user ﬁrst sets up Secure Mail, they can see any
emails in their Inbox that they received from the present to 3 days in the past. If a user wants to see emails that are
older than 3 days, they can do a search. Secure Mail then shows the older emails stored on the server. After installing
Secure Mail, each user can change this setting to better suit their needs.

Device Policies and Use Case Behavior
Device policies, sometimes referred to as MDM policies, determine how XenMobile works with devices. Although many
policies are common to all devices, each device has a set of policies speciﬁc to its operating system. T he following list
includes some of the device policies and discusses how you might use them. For a list of all device policies, see the articles
under Device policies.

App inventory policy
Why use this policy: Deploy the App inventory policy to a device if you need to see the apps installed by a user. If
you don't deploy the App inventory policy, you can see only the apps that a user installed from the XenMobile Store
and not any personally installed applications. You must use this policy if you want to blacklist certain apps from
running on corporate devices.
User example: A user with an MDM-managed device cannot disable this functionality. T he user's personally installed
applications are visible to XenMobile administrators.

App lock policy
Why use this policy: T he App Lock policy, for Android, allows you to blacklist or whitelist apps. For example, by
whitelisting apps you can conﬁgure a kiosk device. Typically, you deploy the App lock policy only to corporate owned
devices, because it limits the apps that users can install. You can set an override password to provide user access to
blocked apps.
User example: Suppose that you deploy an App lock policy that blocks the Angry Birds app. T he user can install the
Angry Birds app from Google Play, yet when they open the app a message advises them that their administrator
blocked the app.

Connection scheduling policy
Why use this policy: You must use the Connection scheduling policy so that Android and Windows Mobile devices
can connect back to XenMobile for MDM management, app push, and policy deployment. If you do not deploy this
policy and have not enabled Google Firebase Cloud Messaging (FCM), devices will not connect back to XenMobile. It is
important to deploy this policy in the base package for enrolling devices. T he Scheduling options are as foll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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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ways - Keeps the connection alive permanently. Citrix recommends this option for optimized security. When you
choose Always, also use the Connection timer policy to ensure that the connection is not draining the battery. By
keeping the connection alive, you can push security commands like wipe or lock to the device on-demand. You must
also select the Deployment Schedule option Deploy f or always-on connection in each policy you deploy to the
device.
Never - Connects manually. Citrix does not recommend this option for production deployments because the Never
option prevents you from deploying security policies to devices; thus, users never receive any new apps or policies.
Every - Connects at the designated interval. When this option is in effect and you send a security policy, such as a
lock or a wipe, XenMobile processes the policy on the device the next time the device connects.
Deﬁne schedule - When enabled, XenMobile attempts to reconnect the user's device to the XenMobile server after
a network connection loss and monitors the connection by transmitting control packets at regular intervals within the
timeframe you deﬁne.
User example: You want to deploy a passcode policy to enrolled devices. T he scheduling policy ensures that the
devices connect back to the server at a regular interval to collect the new policy.

Credentials Policy
Why use this policy: Often used in conjunction with a WiFi policy, the Credentials policy lets you deploy certiﬁcates
for authentication to internal resources that require certiﬁcate authentication.
User example: You deploy a WiFi policy that conﬁgures a wireless network on the device. T he WiFi network requires a
certiﬁcate for authentication. T he Credentials policy deploys a certiﬁcate that is then stored in the operating system
keystore. T he user can then select the certiﬁcate when connected to the internal resource.

Exchange policy
Why use this policy: With XenMobile, you have two options to deliver Microsoft Exchange ActiveSync email.
Secure Mail app - Deliver email by using the Secure Mail app that you distribute from the public app store or the
XenMobile Store.
Native emal app - Use the Exchange policy to enable ActiveSync email for the native email client on the device. With
the Exchange policy for native email, you can use macros to populate the user data from their Active Directory
attributes, such as ${user.username} to populate the user name and ${user.domain} to populate the user domain.
User example: When you push the Exchange policy, you send Exchange Server details to the device. Secure Hub then
prompts the user to authenticate and email begins to sync.

Location policy
Why use this policy: T he Location policy lets you geolocate devices on a map, if the device has GPS enabled for
Secure Hub. After you deploy this policy and then send a locate command from the XenMobile server, the device
responds back with the location coordinates.
User example: When you deploy the location policy and GPS is enabled on the device, if users misplace their device,
they can log on to the XenMobile Self Help Portal and choose the locate option to see the location of their de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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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a map. Note that the user makes the choice to allow Secure Hub to use location services. You cannot enforce the
use of location services when users enroll a device themselves. Another consideration for using this policy is the effect
on battery life.

Passcode policy
Why use this policy: T he passcode policy allows you to enforce a PIN code or password on a managed device. T his
passcode policy allows you to set the complexity and time-outs for the passcode on the device.
User example: When you deploy a passcode policy to a managed device, Secure Hub prompts the user to conﬁgure a
passcode or PIN, which they must unlock before they can gain access to their device when they turn on the device or
when the inactivity timer expires.

Proﬁle removal policy
Why use this policy: Suppose that you deploy a policy to a group of users and later need to remove that policy from
a subset of the users. You can remove the policy for selected users by creating a Proﬁle removal policy and using
deployment rules to deploy the Proﬁle removal policy only to speciﬁed user names.
User example: When you deploy a Proﬁle removal policy to user devices, users might not notice the change. For
example, if the Proﬁle removal policy removes a restriction that disabled the device camera, the user won't know that
camera use is now allowed. Consider letting users know when changes affect their user experience.

Restrictions policy
Why use this policy: T he restriction policy gives you many options to lock down and control features and
functionality on the managed device. You can enable hundreds of restriction options for supported devices, from
disabling the camera or microphone on a device to enforcing roaming rules and access to third-party services like app
stores.
User example: If you deploy a restriction to an iOS device, the user may not be able to access iCloud or the iTunes
store.

Terms and conditions policy
Why use this policy: You might need to advise users of the legal implications of having their device managed. In
addition, you may want to ensure that users are aware of the security risks when corporate data is pushed to the
device. T he custom Terms and Conditions document allows you to publish rules and notices before the user enrolls.
User example: A user sees the Terms and Conditions information during the enrollment process. If they decline to
accept the conditions stated, the enrollment process ends and they cannot access corporate data. You can generate
a report to provide to HR/Legal/Compliance teams to show who accepted or declined the terms.

VPN policy
Why use this policy: Use the VPN policy to provide access to backend systems using older VPN Gateway
technology. T he policy supports a number of VPN providers, including Cisco AnyConnect, Juniper, as well as Citrix VPN.
It is also possible to link this policy to a CA and enabled VPN on-demand, if the VPN gateway supports this option.
User example: With the VPN policy enabled, a user's device opens a VPN connection when the user accesses 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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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l domain.

Webclip policy
Why use this policy: Use the Webclip policy if you want to push to devices an icon that opens directly to a website.
A webclip contains a link to a website and can include a custom icon. On a device a webclip looks like an app icon.
User example: A user can click on a webclip icon to open an internet site that provides services they need to access.
Using a web link is more convenient than needing to open a browser app and type a link address.

WiFi policy
Why use this policy: T he WiFi policy lets you deploy WiFi network details, such as the SSID, authentication data, and
conﬁguration data, to a managed device.
User example: When you deploy the WiFi policy, the device automatically connects to the WiFi network and
authenticates the user so they can gain access to the network.
Windows Inf ormation Protection policy
Why use this policy: Use the Windows Information Protection (WIP) policy to protect against the potential leakage
of enterprise data. You can specify the apps that require Windows Information Protection at the enforcement level
you set. For example, you can block any inappropriate data sharing or warn about in appropriate data sharing and
allow users to override the policy. You can run WIP silently while logging and permitting inappropriate data sharing
User example: Suppose that you conﬁgure the WIP policy to block inappropriate data sharing. If a user copies or
saves a protected ﬁle to a non-protected location, a message similar to the following appears: You can't place work
protected content in this location.

XenMobile Store policy
Why use this policy: T he XenMobile Store is a uniﬁed app store where administrators can publish all the corporate
apps and data resources needed by their users. An administrator can add Web apps, SaaS apps, MDX wrapped apps,
Citrix productivity apps, native mobile apps such as .ipa or .apk ﬁles, iTunes and Google play apps, web links, and
XenApp and XenDesktop apps published using Citrix StoreFront.
User example: After a user enrolls their device into XenMobile, they access the XenMobile Store through the Citrix
Secure Hub app. T he user can then see all the corporate apps and services available to them. Users can click on an app
to install it, access the data, rate and review the app, and download app updates from the XenMobile St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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