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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stom Apps?

• Apple 개발자 프로그램의 일부 

• 개발자가 고객 또는 자신의 회사에 맞춤형 앱을 제공 

• 고객, 파트너, 프랜차이즈, 내부 직원 및 계열사를 위한 앱 배포 

• MDM 또는 Redemption code를 통한 라이센스 배포  

    * 한국은 Redemption code 배포 시행 전

사용자화 앱?





배포 유형

App 유형 Enterprise App Store Custom

지불 대상 사내 일반 사용자 기업

구매 관련 (허용 여부) 내부 사용만 허용 일반적인 공용 배포 기업 판매 또는 내부 사용

사용자화 설정 가능 여부 Yes 모든 사용자가 동일한 앱구매 Yes

App Store 판매 No Yes Yes

앱 리뷰 No Yes Yes



 - 차이점

In-House App 배포 
(Enterprise App) Custom App 배포

개발자 멤버쉽 Apple Enterprise Developer Program

$ 299 (1yr)

Apple Developer Program

$ 99 (1yr)

개발자 멤버쉽 Site https://developer.apple.com/kr/programs/enterprise/ https://developer.apple.com/kr/programs/

앱배포 방법 MDM 통해서 배포
서버에서 직접 다운로드

MDM 통해서 배포
Redemption code (한국 불가)

필수 요구 사항 - Apple Business Manager (ABM)

 http://business.apple.com

App Store 리뷰 No 빠른 심사

제약사항 기업에서 Enterprise Developer Program에 
가입해야 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 -

장점 자유로운 App Update App Expire 안 됨

단점 App Expire (주기적으로 인증서 및 Profile 갱신작업) In-House App 배포 보다 

업데이트가 자유롭지 못 함

다양한 앱 배포



 - In Apple Business Manager
앱 배포 프로세스

Custom App 
사용자화 앱

Public App 
일반 앱

Apple Business 
Manager

MDM 
Server Device





Benefits of Custom Apps

• 모든 앱을 관리하는 하나의 프로그램 (내부 및 외부) 

• App에 대한 만료 기간 없음 

• 개별적인 App 관리 

• 3rd Party 공급 업체와 더 쉽게 작업이 가능 

• App Store 기능 추가  

• TestFlight와 App Store Connect Tools 사용 가능

사용자화 app의 장점



Custom App 구매 / Apple Business Manager
사용자화 앱 구매

• https://business.apple.com에 등록 

• App, 사용자화 App 및 책을 대량으로 구입 (Volume Purchase Program:VPP) 

• 라이센스를 구입하거나 Redemption Codes 사용 (한국은 서비스 미지원) 

• 기기 또는 사용자에게 배정 

• App 할당, 취소 및 재할당 가능



Custom App Deploy
-사용자화 앱 배포 방법 / App Store Connect



Custom App Deploy
-사용자화  App 배포 확인 / Apple Business Mana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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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support.apple.com/guide/apple-business-manager/select-and-buy-content-
asmc21817890/w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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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emption Codes in AB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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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e Business
www.apple.com/kr/business/

기기 등록(Device Enrollment) 사용하기
https://support.apple.com/ko-kr/HT204142

Apple Business Manager 사용 설명서
https://support.apple.com/ko-kr/guide/apple-business-manager/welcome/web

Apple School Manager 사용 설명서
https://support.apple.com/ko-kr/guide/apple-school-manager/welcome/web

Apple Education
www.apple.com/kr/education/



2019 WWDC : App Distribution – From Ad-hoc to Enterprise

https://developer.apple.com/videos/play/wwdc2019/304/

참조 페이지

2020 WWDC : Custom app distribution with Apple Business Manager

https://developer.apple.com/videos/play/wwdc2020/10667/

Custom App 배포

https://developer.apple.com/kr/custom-ap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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