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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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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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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워크 환경
스마트폰, 태블릿PC를 통해 스마트워크 환경을 완벽히 지원하며
풍부한 사용자 기능으로 보다 편리한 업무 환경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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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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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의 공유와 협업
조직도 기반의 공유디스크로 협업 효율성이 극대화되며 기간시스템 연동으로
보다 효율적인 업무가 가능합니다.

공유와 협업 지원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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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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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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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한 및 형상관리
형상관리 기능으로 문서의 버전 별 백업과 복원이 가능하며
제한 사항 및 접근 권한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문서의 형상 관리
· 모든 문서에 대한 버전 별 백업/복원 기능을 제공
· 유실 방지 기능으로 사용자에 의해 삭제된 문서를 일정 기간 내 복구 가능

V 1.0
V 2.0

V 2.0

V 3.0

Restore

V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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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어디서나 편리한 문서 작업과 효율적인 업무가 가능합니다.

보안과 통제
강력한 중앙 통제 기능과 모니터링으로 사용자에 의해 발생될 수 있는
문서의 유실과 유출을 사전 방지하여 보안을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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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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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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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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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구성 특징
기본 시스템 구성
클라이언트

인터넷디스크 서버

Mob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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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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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et

파일서버

Linux/Unix
지원 OS Linux

DAS
Direct Attached Storage
SAN
Storage Area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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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 구성
HA 구성 지원
- 서비스 가용성 증가
- Active-Stand By 형태의 HA 구성

분산 구성 지원

가상화된 클라우딩 스토리지

- 효과적인 I/O 보장
- 파일서버 무한 확장 가능

- 물리적으로 분산된 저장공간을 하나의 통합된 가상스토리지로 구축 가능
- 본사와 지사로 분리 구축하여 로컬 트래픽을 이용한 빠른 사용 환경 보장

인터넷디스크 기반 확장 제품

기업 문서 보안의 New Trend!

정보유출 원천차단

문서중앙화

개인정보보호

사용자 PC 및 각종 온/오프라인 매체에
업무 자료의 저장을 금지함으로써 기밀
정보의 유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합니다.

모든 내부 문서가 중앙 서버로 통합 저장
되어 효율적인 관리 및 업무의 연속성이
보장되는 문서 통합 환경을 제공합니다.

개인정보가 담긴 문서의 유출을 사전에
방지하고 중앙 서버에 일괄 저장하여 작업
통제 및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이스트시큐리티는 클라우드 스토리지, 문서 중앙화,
정보 유출차단 등 다양한 솔루션을 선보이며 파일
플랫폼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주요 고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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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된 인증력과 기술력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3 이스트빌딩 ㈜ 이스트시큐리티
제품문의

㈜이스트시큐리티 TEL. 02-3470-2980

E-Mail. internetdisk@estsecurit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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