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eep cyber
threats
far away

악성코드로부터 귀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브라우징 정책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사내 브라우저 사용자들의
경험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가상화 환경에서의 성능을 
가속화시킬 수 있습니다

어떠한 웹사이트에서의
브라우징도 격리시킬 수
있습니다

귀사의 콘텐트 검사 시스템과 
통합하실 수 있습니다+972.89.77.38.38

info@smartxsb.com

www.smartxsb.com

가상화 기술

Citrix XenApp, XenDesktop 

Microsoft RDS

VMware Horizon 

지원 클라우드 플랫폼

Amazon Web Services 

Microsoft Azure

Google Cloud 

지원 브라우저

Internet Explorer 8 이상

Mozilla Firefox 6.5 이상

Chrome 모든 버전

가상 어플라이언스

VMware

Windows Hyper-V 

Xenserver

Cloud

DMZ Desktop

VDI

XenApp



About SmartX Secure Browsing

SmartXSB는 웹사이트나 특정 외부 링크, 또는 파일 다운로드를 통한 
어떠한 악성코드의 유입도 기업 내부망과 격리시키고 이를 통해 기업 
내부 데이터 유출까지 차단할 수 있도록 기업 내 어떠한 사용자의 
브라우징도 관리, 격리할 수 있습니다. SmartXSB를 통해 기업 내
사용자들은 향상된 유저 경험과 함께 어떠한 웹사이트도 안전하게
브라우징 할 수 있습니다. 

SmartX Secure Browsing Solution

이보다 더 안전한 브라우징은 없었습니다
SmartXSB를 통해 귀사의 직원들은 기존에 보안 이슈로 접근을 막았던 
웹사이트들을 안전하게 브라우징할 수 있습니다.

귀사 사용자 브라우징 정책을 관리하십시오
귀사 조직의 브라우징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저희가 제공하는 룰 엔진을 
사용하십시오. 이를 통해, 귀사는 데스크탑, 가상 데스크탑 또는 클라우드 
기반 브라우저에서 직원들이 사용하는 SNS 또는 웹사이트들을 컨트롤
할 수 있습니다.

가상화 환경 성능을 가속화시키십시오
트래픽을 과점하는 웹사이트를 브라우징 시, 격리된 환경을 사용함으로써 
내부 App들이 가장 최적의 성능을 보일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Browse with Confidence and Security

Benefits

How It Works

SmartXSB는 기업 사용자와 가상화 기술환경 사이에서 웹 프록시로서 
역할을 수행합니다. SmartXSB는 온 프레미스와 클라우드 환경 모두를 
지원합니다. 또한 고도화된 룰 엔진을 사용하여 어떠한 웹 콘텐트도
실행을 통제하거나 격리시킬 수 있으며  요청하는 사용자의 우선 순위,
위치, 요청하는 웹 사이트 등에 기반하여 어떤 브라우저가 사용되어야
하는지 또는 어느 위치에서 웹 콘텐트가 익명으로  실행되어야 하는지 
등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Cloud-ready
글로벌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이미지 

Software-only
서버에 영향을 주지 않는 SW로 하드웨어 및 에이전트 불필요

Easy to deploy and maintain
빠르고 쉽게 구축, 업그레이드 및 유지 가능

Flexible pricing
VDI 유저 당 영구 및 년 기반 라이선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