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lashtop Enterprise

통일된 보안 원격
액세스 및 지원.
신뢰할 수 있는 보안으로 고객이 원하는
생생한 경험을 전달합니다.

당신이 필요로 하는 고성능

수십 억 개의 세션을 통해
입증된 엔터프라이즈 등급의
신뢰성 및 확장성.
•
•
•
•
•

사용자의 거리와 무관한 60fps 4k 스트리밍
최소화된 지연 및 지연 변동성
실시간 작업 상태
색상 심도 및 충실도에 대한 품질 설정
NVIDIA, AMD GPU, Intel CPU에 최적화

당신이 신뢰할 수 있는 보안

사용자의 걱정을 덜어주는
빌트-인 보안과 컴플라이언스
우수 사례.
기능

고급 보안
싱글 사인 온(SSO) 통합을 통한 중앙집중식 인증

역할 기반, 사용자 및 그룹 기반한 접근 권한의 세밀한 제어

AES-256 비트 암호화를 통한 TLS 1.2
멀티 팩터 인증 (MFA)
포괄적인 로깅

사생활 보호를 위한 원격 컴퓨터 화면 블랭킹

컴플라이언스
유휴상태의 웹/Business 앱에 대한 자동 로그아웃 실행
SOC 2

PCI

GDPR

FERPA

CCPA

HIPPA

컴퓨터에 액세스 중 일 때 지속적 배너 알림 활성화
사용자 IP 주소에 따른 접근 제한

모든 기기. 모든 플랫폼.

운영 체제에 관계없이
어떤 기기에도 액세스
합니다.

Android

MacOS

Linux

Chrome OS

iOS

Windows

당신이 원하는 심플함

이용교육이 불필요한 사용자 친화적
인터페이스.

신뢰성

풍부한 기능

소비자 등급의 사용성과
엔터프라이즈 등급의
신뢰성을 동시에
느껴보세요

광범위한 기능을 통한
생산성 향상시켜 보세요

커스터마이징 가능
효율성
대규모 배치를 불과
몇 분 안에 셋업할 수 있
습니다.

커스터마이징 설정을 통해
손쉬운 관리 및 확장이
가능합니다.

Splashtop Enterprise의 기능

통일된 고성능 보안 원격 액세스 및 지
원 솔루션.
언제 어디서든 직원들이 원하는 모든 기기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원합니다. 학생들과 교수진에게
캠퍼스 내 컴퓨터 랩에 대한 원격 액세스 기능을 제공하여 원거리 학습을 강화합니다. 무인 및 유인
지원을 통해 IT 및 헬프 데스크 팀이 컴퓨터와 모바일 기기에 대한 원격 액세스, 지원 및 관리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컴퓨터와 Android 기기에 대한 무인 액세스

스케줄 액세스

SSO/SAML 통합

파일 전송, 채팅, 세션 녹화

정교한 액세스 권한 통제

사전 설치 없이 컴퓨터 및 모바일 기기에 대한 유인 지원*

그룹 기반 관리

컴퓨터 모니터링 및 관리*

다중 모니터 지원

지원 채널 및 기술자 관리*

*기술자 라이선스만 해당

당신이 필요할 때면 언제나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Splashtop의 최우선 과제는
언제나 고객에게 가능한
최고의 서비스 경험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회사 크기에 관계없이 필요할 때는 언제든 전문가
에게 직접 문의하세요. 우리가 아닌 당신의 일정에
따라 업무가 진행되어야 하기에 우리는 24/7 지원
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채팅이나 이메일을 통한
상담보다는 실시간 상담을 선호하신다면 이것 역시
가능합니다.
여러 번의 복잡한 과정을 거쳐 가격 정보나 취소에
관한 내용을 이해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투명하고 일관된 가격 및
유연한 취소 정책을 특징으로 하는 투명한
비즈니스 정책을 제시합니다.

• 24/7 글로벌 지원
• 심플한 가격 체계
• 쉽고 빠른 취소

수치로 본 Splashtop

30m 85%
Splashtop 글로벌
고객 수.

Splashtop을
사용하는 Fortune
500 기업 비율.

93

Splashtop NPS
점수.

800

실행되는 Splashtop
세션 수(단위: 백만).

Splashtop을 이용하시는
고객분들의 의견입니다...
보안 관련
고객지원 관련
“Splashtop 덕분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귀사와 귀사
의 멋진 지원 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Splashtop 모든 직원
분들이 저의 시스템 셋업을 잘 안내해 주셨습니다! Splashtop 제품
의 고객 지원은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본 것 중 최고라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이 점도 강조하고 싶네요 – Splashtop은 너무 안전합니다! –
Splashtop is so secure! 투 팩터 인증이 있는 관리자용 백엔드가
있다면 사용자들에게 파일을 끌어서 놓기, USB에 넣기, 복사 후 붙여넣
기 등을 허락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너무 너무 안전합니다.”

Rick Campion
Technical Operations Manager
Music Department at Goldsmiths University of London

Andres Reyes
Chief Technology Officer
Boxel Studio

성능 관련

단순함 관련

“빠른 속도는 기본입니다. Splashtop은 모든 것을 최고의 품질로
보고 들을 수 있어요 – 게다가 전부 동기화 되더군요.”

“최초 시작부터 사용자들에게 접근 권한을 부여하는 것까지 간단하면
서도 안전한 셋업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사용자와 그룹을
관리하고 즉석에서 이들을 지정할 수 있어요.”

Margaret Chu
Partner
TechCastles

Mike Marsh
IT Manager
WBITVP New Zealand

Contact Us
Tel
(02) 2081-8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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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xenosolutio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