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디스크 7.0



스마트워크를 위한

Cloud Storage

InternetDisk로

기존 웹하드, 파일서버를 대체하는 고효율의�

Business 환경을 구축하십시오.

스마트폰, 태블릿PC 원격지 PC

협력 업체, 해외지사 Private Cloud 내부 임직원, 출장/파견인

다양한
접속 환경

문서의
공유와 협업

권한 및
형상관리

보안과 통제

기간 시스템의 연동을 통한 문서 통합 관리 환경을 구축

* Private Cloud 환경이란?

기업 내부와 같이 폐쇄된 환경에서 특정 집단의 사용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는 Cloud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Public Cloud 환경과 달리 자체적으로 설치된 IT인프라를 기반으로 구축되기 때문에 자료의 통합 관리가 용이하고 자원에 대한 통제권을 고객사 

담당자가 직접 가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인터넷디스크 7.0
개인 PC는 물론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모바일 단말기에서도 자유롭게 문서의 열람과 공유가 가능합니다. 또한 

사용자 PC의 백업과 저장된 파일의 형상 관리를 통하여 유실 및 유출의 걱정 없이 언제, 어디서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신개념 클라우드 스토리지 솔루션입니다.



스마트워크 환경

다양한 접속 환경

· 전용 모바일 앱(iOS, Android)으로 스마트폰, 태블릿PC에서도 

   문서의 열람 및 공유가 가능

· 최신 윈도우 OS와 다양한 웹브라우저 지원

· 한국어, 영어, 일어 UI 및 유니코드로 전세계 어디서나 이용 가능

편리한 사용환경

· 친숙한 윈도우탐색기 기반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제공

· 클라이언트 PC를 주기적으로 백업하여 파일의 유실을 방지할 수 있는 

   백업 마법사 지원(스케쥴링/예약/즉시 백업)

공유와 협업 지원

· 부서/프로젝트 별로 공유디스크를 제공하여 내부 임직원 간의 

  안전하고 편리한 공유 및 협업 가능

· 게스트폴더, 웹링크, 대용량 링크메일로 외부 협력업체에게 원활한 문서 전달 가능

· 프로그램 및 템플릿을 iso 파일로 변환하여 중앙 배포 및 관리

기간 시스템 연동

· 인사 DB와의 연동으로 조직도, 입/퇴사자 계정을 자동 관리 

· 기간 시스템의 API 연동을 통하여 협업 과정의 산출물을 

   하나의 통합 서버로 보관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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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태블릿PC를 통해 스마트워크 환경을 완벽히 지원하며 

풍부한 사용자 기능으로 보다 편리한 업무 환경을 제공합니다.

문서의 공유와 협업

조직도 기반의 공유디스크로 협업 효율성이 극대화되며 기간시스템 연동으로 

보다 효율적인 업무가 가능합니다.

인사

DB



언제, 어디서나 편리한 문서 작업과 효율적인 업무가 가능합니다.

문서의 형상 관리

· 모든 문서에 대한 버전 별 백업/복원 기능을 제공

· 유실 방지 기능으로 사용자에 의해 삭제된 문서를 일정 기간 내 복구 가능

다양한 권한 관리

· 폴더 별로 사용자의 접근 및 작업 권한을 세부적으로 설정 가능

· 직관적으로 설계된 관리자 메뉴를 통해 서비스, 기능, 정책에 대한

각종 제한 사항을 손쉽게 설정

· 부서/프로젝트 디스크 별 중간 관리자를 설정 가능

통제/모니터링

· 문서작업 및 반출 내역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 계정의 비밀번호에 대한 주기적 변경 권고, 패턴 설정

· 이용 현황과 로그인 실패 내역에 대한 로그 제공

암호화/백신 적용

· 전송 구간의 문서 암호화로 해킹 방지

· 서버 저장 시 암호화로 하드웨어의 분실, 도난 시에도 정보의 유출을 원천 방지

· 기본 탑재된 알약 백신으로 바이러스/악성코드의 검사, 치료

24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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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 및 형상관리

형상관리 기능으로 문서의 버전 별 백업과 복원이 가능하며 

제한 사항 및 접근 권한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보안과 통제

강력한 중앙 통제 기능과 모니터링으로 사용자에 의해 발생될 수 있는 

문서의 유실과 유출을 사전 방지하여 보안을 강화합니다.

V 1.0

V 2.0

V 3.0

V 4.0

V 2.0
Restore



시스템 구성 특징

인터넷디스크 기반 확장 제품

클라이언트 스토리지

Mobile

Windows

Mac

Linux/Unix

DAS
Direct Attached Storage
SAN
Storage Area Network
NAS
Network Attached Storage

인터넷디스크 서버

지원 OS Linux

Internet

웹서버

DB서버

파일서버

기본 시스템 구성

확장 구성

HA 구성 지원

- 서비스 가용성 증가

- Active-Stand By 형태의 HA 구성�

분산 구성 지원

- 효과적인 I/O  보장

- 파일서버 무한 확장 가능   

가상화된 클라우딩 스토리지

- 물리적으로 분산된 저장공간을 하나의 통합된 가상스토리지로 구축 가능

- 본사와 지사로 분리 구축하여 로컬 트래픽을 이용한 빠른 사용 환경 보장

정보유출 원천차단

사용자 PC 및 각종 온/오프라인 매체에 

업무 자료의 저장을 금지함으로써 기밀 

정보의 유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합니다.

문서중앙화

모든 내부 문서가 중앙 서버로 통합 저장

되어 효율적인 관리 및 업무의 연속성이 

보장되는 문서 통합 환경을 제공합니다.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가 담긴 문서의 유출을 사전에 

방지하고 중앙 서버에 일괄 저장하여 작업 

통제 및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기업 문서 보안의 New Trend!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3 이스트빌딩 ㈜ 이스트시큐리티

제품문의      ㈜이스트시큐리티     TEL. 02-3470-2980     E-Mail. internetdisk@estsecurity.com

비지니스 파트너 모집

주요 고객사

포스코,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서비스, 두산, 코카콜라음료㈜, CJ홈쇼핑, SK C&C, SK에너지, 빙그레, 삼성엔지니어링, 현대건설, 현대카드, 경남기업, KT네트웍스, LIG건영, STX조선, 

금호타이어, 동부CNI, 기아자동차, KBS, MBC,  Hmart Inc.  서울대학교병원, 동국대학교한방병원, 서울아산병원, 광주보훈병원, 한국제지, 세스코, SL Corporation, 우진INC, NVH코리아, 

신영, 신호제지, 판교뮤직테라피, PACKARD KOREA,, MODMEN, 삼미,  법무법인(유)태평양, 청석엔지니어링, ㈜진합, 한라산업개발주식회사, 디지털오션, 세화기계, 열림기술, ECS KOREA, 

천안PKL, 로앤비법률사무소, 나노폴, 삼천포화력본부, LOT배큠, 수영로 교회, 명지테크, ㈜태웅, 엑스트라클래스, 동양ENP,  SD시스템즈,  하텍미디어,  유비온,  윤선생영어교실, 

엑스트라클래스, 동양ENP,  바텍 ,  웰화이드코리아㈜,  ㈜SM엔터테이먼트,  ㈜한주,  ㈜아코디스,  케피코, 환인제약,  조선대학교병원 등���

증권예탁결제원, 한국전력기술, 한국방송광고공사, 국제금융센터,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해양부, 중소기업청, 전기안전공사, 교육과학기술부, 농수산식품부, 한국과학재단, 

ETRI, 국립중앙도서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한국석유공사, KERIS, 강원도청, 전남도청,  국방과학연구소, 한국가스기술공사, 농촌진흥청,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해양오염방제조합, 

국립중앙박물관, 영주시청, 국립암센터, 담양군청, 동작구청, 임상백신연구개발사업단, IT벤처기업연합회, 핵융합연구센터,  대덕INNOPOLIS, 일산병원, 울산산업진흥테크노파크, 

강원정보영상진흥원, 한국소방안전협회, 국립국어원, 파주시청, 청원군청, 한국세무사회, 한국소방검정공사, 한국교총, 영양군청, 경기지방공사, 전라북도의회, ITCT,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횡성군청, 태안군청, 상주시청, 한국광산업진흥회, 축산연구소,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부산테크노파크, 공주시청, 서울시 건설안전본부, 서울시강동교육청, 대한의사협회, 

포항산업과학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경상북도교육정보센터, 포항테크노파크, 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 마산밸리, 진해시청, 부산에듀넷, 광주테크노파크, 봉화군청, 농진청 

영남농업연구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수산과학연구원, 경상남도 과학교육원, 부산시교육청, 광명교육청, 영천시청, 강릉시청, 광주과학기술원, 하남시청, 

하남교육청, 전자부품연구원, 청송군청, 김해시청, 한국공예문화진흥원,  대구시시설관리공단, 대구경북디자인센터 등

�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한양대학교, 포항공과대학교, 서울교육대학교, 경희대학교, 동국대학교, 중앙대학교, 단국대학교, 부산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홍익대학교, 

국민대학교, 상명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동덕여자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 한성대학교, 전북대학교, KIAS(고등과학원), 경원대학교, 부산외국어대학교, 전남대학교, 인하대학교, 

대구가톨릭대학교, 목포가톨릭대학교, 목포대학교,  영남대학교, 경상대학교, 부산교육대학교, 순천대학교, 금오공과대학교, 원광대학교, 강남대학교, 진주산업대학교, 광운대학교, 

경남대학교, 홍익대학교 조치원캠퍼스, 대전신학대학교, 호서대학교, 군산대학교,  경동대학교, 전주대학교, 위덕대학교, 극동대학교, 공주대학교, 금강대학교, 수원대학교, 밀양대학교, 

동신대학교, 삼척대학교, 나사렛대학교, 동양공업전문대학, 청강문화산업대학, 유한대학, 경동정보대학,  영남이공대학, 조선이공대학, 경민대학, 국립익산대학, 부산디지털대학교, 

안산공과대학, 한세대학교, 영진전문대학, 대구미래대학, 인천전문대학, 신구대학, 인제대학교, 동양대학교, 관동대학교, 서일대학, 대구산업정보대학, 양산대학, 거제대학, 경남정보대학, 

청운대학교, 경기공업대학, 울산과학대학, 수원여자대학, 동명대학, 원주대학, 청양대학, 수원과학대학, 명지전문대학, 경문대학, 부산정보대학, 경복대학,  부천대학, 동의공업대학, 

동서울대학, 한양여자대학, 대구대학교, 계명문화대학, 대림대학, 두원공과대학, 김천과학대학, 충청대학, 김포대학, 대진대학교, 안동정보대학, 세경대학, 계명대학, 경인교대, 명지대학,  

여주대학, 대경대학, 부산대학, 대구과학고등학교, 서울신학대학, 서울여상, 창원전문대학, 대구과학고등학교, 경주대학교 등

공인된 인증력과 기술력 :

이스트시큐리티는 클라우드 스토리지,  문서 중앙화, 

정보 유출차단 등 다양한 솔루션을 선보이며 파일 

플랫폼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