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뢰성과 보안을 최우선으로 설계된 운영 체제를 통해 
성공적인 상거래 구현

소매업 운영 체제 분야에서 오랜 시간 견고한 신뢰성, 
독보적인 안전 그리고 고객과 소매업체 데이터에 대한 
철저한 보안을 자랑해 온 Toshiba가 또다시 전 세계 소매업체 
및 결제 고객의 성공적인 상거래 환경을 지원할 OS를 
선보입니다. TCx™ Sky 운영 체제는 쇼핑 경험을 한 차원 
끌어올려 줄 최고의 소매 플랫폼입니다. 업계 최고의 기술과 
차세대 아키텍처 그리고 뛰어난 기능을 갖춘 TCx Sky는 
비즈니스 복잡성을 관리할 뿐만 아니라 소매업 환경 혁신을 
통해 끊임없이 진화하는 업계의 지속적인 요구사항 변화를 
충족하도록 설계된 제품입니다.

Toshiba TCx™ Sky
소매업에 최적화된 운영 체제 



견고한 신뢰성

최고를 향한 끝없는 노력을 거듭 중인 Toshiba는 고객에게 
가장 엄격한 테스트 표준까지 통과한 검증되고 신뢰성 있는 
솔루션을 보장합니다. TCx Sky는 비즈니스를 보호하고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안전하고 최적화된 소프트웨어 
투자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옵션과 강화된 보안, 개선된 
통합을 지원합니다. 64비트 환경은 최신 시스템 아키텍처와 
호환이 가능하며 현재 모델 뿐만 아니라 Toshiba의 최신 
하드웨어 플랫폼에 대한 지원을 보장하므로 기업에서는 
회사 비즈니스 운영을 시스템이 지속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중 컨트롤러(Multiple Controller Feature) 기능으로
점포 서버의 원활한 장애조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물리적
하드웨어 오류 발생 시에도 점포에서는 중단 없이 거래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가상 컨트롤러(Virtual Controller Feature)는 엔터프라이즈
서버 통합, 새로운 컴퓨팅 모델 및 유연한 서버 하드웨어
옵션을 지원합니다.

•서비스 가용성(Serviceability)은 오류 없는 문제점 판별
기능을 제공하며 장애 상황과 관계없이 메모리 정보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해 줍니다.

•주변 장치 계측(Peripheral device instrumentation)
기능으로 운영 전문가에게 더욱 상세한 정보가 제공되어
진단 기능이 향상되고 점포 운영 문제를 사전에 식별할 수
있습니다.

안전성 및 보안 

보안을 둘러싼 우려가 커질수록 OS의 무결성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소매업체는 TCx Sky 도입을 
통해 다양한 POS 및 관련 시스템 환경에서 작동되는 
검증되고 안전한 OS를 갖출 수 있습니다. 업계 표준인 
Linux SSH(Secure Shell)로의 이전으로 중앙에 보안 관리 
대시보드를 배포해 워크플로우를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TCx Sky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업무 절차의 복잡성을 
낮추고 최근에 새로 등장한 취약성으로부터 보호해 줍니다.

• 64비트 상용 Linux 커널 및 업계 표준 Linux SSH(Secure
Shell)의 결합으로 보안이 향상됩니다.

•원격제어 프로그램인 TCx Sky용 Netop Remote Control을
다단계 인증 기능과 함께 사용하면 컨트롤러 및 터미널을
원격으로 제어하면서도 PCIDSS, HIPAA, FIPS를 비롯한 
여러 업계 표준을 준수할 수 있습니다.

•McAfee 화이트리스트 기능을 Embedded Control 및
ePolicy Orchestrator와 결합하면 보안 인텔리전스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Toshiba의 보안 작업 그룹은 보고된 취약성 및 맬웨어
알림을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최신 위협으로부터 보호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중요 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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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상황에도 준비된 OS 
TCx Sky는 TCx Elevate 디지털 상거래 플랫폼과의 결합을 
통해 다양한 장치와 터치포인트 환경을 관리하고, 사용자의 
장치와 점포를 연결하며, 비즈니스 역량을 확장할 수 있는 
안전하고 소매업에 최적화된 운영 체제를 제공합니다. TCx 
Sky를 TCx Elevate와 결합하면 서로 다른 애플리케이션과 
POS 환경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기 때문에 소매업체의 사업 
성장에 발맞추어 주요 비즈니스 논리를 수정하거나 하드웨어 
교체로 인한 위험 부담 없이 기존 Toshiba POS 환경에 

다양한 기능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TCx Sky와 
Toshiba와 함께 어떤 비즈니스 환경에도 
대응할 수 있는 굳건한 토대를 
마련하십시오.

소매업체
업계 표준 오픈 소스 
커널로 보안과 가용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서비스 
중단을 발생시킬 수 
있는 업데이트 횟수가 
줄어듭니다.

판매 직원
정상 모드로 빠르게 
돌아오는 자동 절전 
모드로 주문형 서비스가 
가능해 우수한 고객 
경험을 구현합니다.

고객
디지털 상거래 플랫폼 
기반의 강력한 기능과 
통합 성능으로 결제 
환경이 개선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