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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현황

44

세상을 더 안전하게 만드는 ESTsecurity

회사명 ： (주) 이스트시큐리티 (ESTsecurity Corp.)

대표이사 ： 정 상 원

설립일 ： 2017년 1월 2일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3길 (서초동 1464-30) 

사업분야 ： 보안 SW 개발 및 서비스

- 엔드포인트 보안

(알약, 알약 익스플로잇쉴드, 서버용 알약, ASM,

알약 패치관리, 알약 레거시 프로텍터 알약 내PC지키미)

- 인텔리전스 보안

(IMAS 클라우드, IMAS 엔터프라이즈)

- 데이터 보안

(시큐어디스크, 인터넷디스크, 랜섬쉴드)

- 안드로이드 보안

(알약 안드로이드, 알약 for Android TV)

Vision
AI를 활용한 최고의
지능형 통합보안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

Mission
세상을 더 안전하게
만드는
ESTsecurity

㈜이스트시큐리티는㈜이스트소프트보안SW개발및서비스자회사로서시큐어디스크개발및영업일체를전담하고있습니다.



제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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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의 배경

내부자료의유실또는유출문제로고민하고계십니까?

PC 고장 또는 바이러스나 악성코드 등으로, 미처 백업 받지 못한 자료가 유실된 적은 없습니까?

USB 분실로인한자료유출을예방할방법을찾고 계십니까?

퇴사자 발생 시, 자료를 인수인계 받지 못해 애 먹은 적은 없습니까?

원활한협업환경을통해업무의효율성을높일방안이필요하십니까?

자신이 작업한 자료를 여러 사람에게 매번 메일로 보내고 확인하는 번거로움을겪고 있습니까?

부서간, 외부협력업체와대용량자료를배포하거나공유할때불편하지는 않습니까?

외근이나 휴가로 자리를 비운 담당자의 자료를 참조하지 못해 힘든 적은 없습니까?

사내모든정보자산을통합하여체계적인관리가필요하십니까?

기업 내부자료가개인PC에 산발적으로 저장되어 운용현황 파악이 안되십니까?

자료에 대한 사용자 접근권한을 체계적이고 손쉽게 관리하고 모든 자료의 유통경로를 확인하고 싶습니까?
아직도 관리자가 일일이 계정과 조직변경을 수작업으로 하십니까?

담당자실수또는고의로삭제된문서복원을고민하십니까?
파일 공유로 인한 문서 버전 관리가 안되십니까?



제품소개

InternetDisk7.0는유연하고편리하며일원화된관리와운용이가능한프라이빗클라우드
환경의클라우드스토리지입니다.

+
보 안

협 업

공 유

= InternetDisk기존 파일서버



InternetDisk 7.0

인터넷디스크 클라우드 스토리지란?

연동을통한기간시스템통합으로비용절감, 관리의일원화및효율성을제공하고,

인트라넷에서인터넷구간까지확장된 협업및자료유출방지를위한보안이적용된 신개념의클라우드스토리지입니다.

제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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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스토리지

연동

관리

보안협업

공유

형상관리



시스템연동을통한데이터통합

Open API 제공
Open API를제공하여그룹웨어, 메일시스템, ERP 등의기간시스템과연동함으로써, 각시스템의파일들을
인터넷디스크통합파일서버로통합하실수있습니다.

데이터 통합데이터 산재, 중복저장

…

ERP그룹웨어메일파일서버

저장장치저장장치저장장치저장장치

… ERP그룹웨어메일 …

InternetDisk7.0

KMS

제품소개 – 연동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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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



조직도연동을통한체계적협업관리
인사DB와의연동으로조직도에기반한부서별업무공간을자동으로생성해주며신규입사, 퇴직자발생, 
인사이동이빈번하게발생하더라도별도로파일서버에서조직도를재구성하실필요가없습니다.

조직도기반의편리하고효율적인협업관리

InternetDisk 7.0

인터넷디스크 조직도

제품소개 – 협업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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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업



내부업무공유
(부서단위/ 팀단위/ 프로젝트단위)

내부및외부업무공유
외부업무공유및서비스

(지사/ 외부협력업체/ 고객사)

인트라넷 인터넷

인트라넷 인터넷

내/외부공유를통한업무효율성증대

내부공유
각 부서별 공통 업무공간을 통해 조직도에 기반한 내부 구성원간의 원활한 공유를 가능하게 합니다.

외부공유
파일서버계정이없는외부업체사용자와의협업과공유를손쉽게하실수있는다양한기능을제공하며, 
탐색/업로드/다운로드/삭제등의차별화된권한설정을통해보안을강화하였습니다.

제품소개 – 공유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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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내부자료유출방지및바이러스로부터데이터를보호

전송구간& 저장소암호화를통한DLP (Data Loss Prevention) 기능지원
전송구간 암호화를 통해, 전송 구간 중 해킹에 의한 파일 유출을 방지할 수 있으며, 저장소 내
파일 암호화 저장으로, 서버 접근 권한이 있는 내부자에 의한 고의적인 파일 유출 또한 미연에 방지
할 수 있습니다. 

로그관리
인터넷디스크는 모든 파일에 대한 작업 내역을 상세한 로그로 기록함으로써, 내부자의 고의적
자료 유출 방지를 지원합니다.

바이러스엔진기본탑재
자사의 ALyac 바이러스 엔진을 기본탑재 하고 있으므로, 바이러스 및 악성코드에 의한 파일 유실을
방지하고, 중요한 파일들을 안전하게 보호 할 수 있습니다.

로그관리전송구간& 저장소암호화 바이러스엔진기본탑재

제품소개 – 보안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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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자동버전관리및삭제/복원을통한효율적인문서관리

문서 이력 관리
동일 파일명을 기준으로 최초 업로드 이후 수정된 이력이 자동으로 버전이 유지되면서 관리되어 이
전 버전에 대한 관리를 통해 문서의 안정성 유지합니다.

데이터 삭제 복원
사용자 또는 고의로 삭제된 파일을 사용자 또는 관리자가 쉽게 복원이 가능하여 문서 관리의 효율성
을 제공합니다.

데이터 복원문서 이력 관리

제품소개 – 형상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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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

Base File

.doc

1.0

.doc

2.0 Deleted file

.doc

2.0 시점 복원

형상관리



관리의편의성및효율성증대

관리체계의통합
각 서버마다 따로 관리를 해야 하는 Windows 파일서버와는 달리 인터넷디스크는 관리체계를 통합
하여 파일서버의 편리한 관리가 가능합니다.

관리체계계층화
각 부서디스크 별로 중간관리자를 지정해서 총괄 관리자의 관리부담을 덜 수 있으며, 
부서별 특성에 맞는 관리정책을 수립할 수 있으므로 업무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관리체계 계층화관리체계의 통합

메인 관리자 다중화 중간관리자 다중화, 계층화

보안영역관리

사용자등록관리

관리자 관리

제품소개 – 관리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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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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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소개 – 알약 리눅스 백신 탑재

리눅스 서버도 예외는 아니다.
실제 해킹이나 인젝션, 웹쉘을 통해 배포된 악성코드 및 웹브라우저 및 JAVA, Flash 의 취약점을 통
해 배포된 악성코드에 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보안 사고는 한가지 방법으로 모두 막을 수는 없습
니다.

검증된 탐지력의 듀얼 엔진 탑재
국제 보안 인증을 통해 인증 받은 엔진을 탐재하고 있고 국내 위협요소 DB를 바탕으로 전방적 악성
코드 탐지, 치료가 가능합니다. 

특허받은 오탐 검증 시스템
오진의 위험 최소화를 위해 사용자에게 업데이트 되기 전에 OS 및 주요 보안 프로그램, 주요 범용
프로그램들의 오진 여부를 확인하는 프로세스를 거쳐 업데이트를 진행하는 검증 시스템으로 안전한
DB를 제공하여 오탐지율 최소화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디스크통합파일서버로의데이터통합이가져다주는효과

업무효율성

사내에서생산/유통되는모든데이터가하나의파일서버에통합되므로, 사내타시스템들에산재되어있는데이터로인해발생하였던

업무효율의낭비를줄일수있습니다. 

업무연속성

업무에사용되는모든데이터가하나의파일서버에통합되어있기때문에출장및외근등으로인해외부에있게되더라도

인터넷디스크클라우드스토리지에접근한다면사내와동일한환경에서업무를진행할수있으며, 업무담당자가부재중이거나퇴직자가

발생하더라도모든데이터는한곳에통합되어있으므로업무가중단되지않습니다.

비용절감

소프트웨어: 기존의Windows 파일서버보다저렴한가격으로데이터통합이가능한인터넷디스크클라우드스토리지를

구입하실수있습니다.

하드웨어: 데이터통합을통해기간시스템들의스토리지H/W 구축비용과그에따르는전산설비등의관리비용을

절감할수있습니다.

제품소개 – 기대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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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의 구성

x86, x86_64 bit SERVER
(IBM, HP, DELL 외 다수 )

O/S
- LINUX
( RHEL 또는 CentOS 6.4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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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ernet Explorer, FireFox, Opera, Crome 등

H/W 플랫폼

인터넷디스크 서버

스토리지

다양한 인터넷 브라우저 지원

네트워크 구성

시스템 요구사항

대
내

서
버

망
/ 

인
터

넷

Mac

Windows

Linux/Unix

Smart Phone

17
* 특정 HW의 경우, 장비의 특성에 따라 설치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주요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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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기능의 구성

사용자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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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속 방식 공유 및 협업 백업 부가 기능

윈도우 탐색기

웹 탐색기(JAVA)

그룹간 자료 공유

협력업체간 자료 공유

폴더 별 권한 설정

알약 바이러스 검사

전송구간 암호화

서버(저장소) 암호화 클라이언트 백업 웹 링크/메모삽입

가상 CD-ROM 연결

유니코드 지원

SSO 인증 연동

대용량 메일 발송

게시판

모바일 지원

웹 탐색기(Active-x)

형상관리보안

파일이력관리

복원



접속방식 –윈도우탐색기

고도화된 윈도우탐색기 제공으로 사용자는 기존의 업무 환경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윈도우탐색기에드라이브형태로연결되어개인로컬에저장하듯이편리하게활용가능

인터넷디스크에저장된파일은다운로드과정없이바로실행/편집가능

20

인터넷디스크 영역

개인디스크

부서별, 프로젝트 별 협업폴더

Windows 7

환경설정
윈도우탐색기는 환경설정을 통해
윈도우 부팅 시 자동으로 드라이브가
붙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KEYMESSAGE

Samba, NetDrive, WebDav, FTP 등 공개되어 보안이 취약한 파일시스템이
아닌 자체 개발된 파일시스템을 통해 구현
타 사용자가 동일 파일 사용중 일 경우 자동 LOCK 기능
암호화, 로그, 폴더별 권한, 부가기능 사용 등 고도화된 윈도우탐색기 기능 제공



접속방식 –웹탐색기

두가지방식의웹탐색기제공으로사용자환경에따라편리하게사용할수있습니다.

21

접근성이 강화된 웹탐색기
다양한 OS 및 브라우저에서 사용 가능
다중 파일/폴더의 업로드 및 다운로드를 제공
Drag & Drop 등 파일에 관련된 기본 기능 모두 제공

JAVA 애플릿 기반 웹탐색기

편의성이 강화된 웹탐색기
단일 인터페이스에서 로컬과 서버영역을 동시 탐색
다중 파일/폴더의 업로드 및 다운로드를 제공
Drag & Drop 등 파일에 관련된 기본 기능 모두 제공

Active-X기반 웹탐색기



부서 별, 프로젝트 별, 특정 그룹 별로 편리한 디스크 공간을 제공합니다.

공유 및 협업 –편리한디스크공유

다양한 목적의 공유/협업 디스크를 생성
부서 별, 프로젝트 별, 또는 특정 그룹 별로 사용 가능한 디스크를 생성하여
해당 관련자들이 편리하게 자료를 공유

폴더 별, 사용자 별, 그룹별로 다양한 권한 설정 가능
관리자 및 중간 관리자는 부서별/사용자 별로 다른 권한을 부여
탐색, 읽기, 쓰기, 삭제 권한을 다양하게 부여 가능
모든 폴더 별로 사용자마다 다르게 권한을 부여 가능

공유폴더/협업디스크

B   사용자권한: 업로드/다운로드

C  사용자권한: 업로드중간관리자

22



연동

그룹생성 및 설정을 통해
팀장 그룹,   TFT 등 특정 목적별
그룹디스크를 손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조직도연동을통해편리하게디스크를생성하고내부계정을관리할수있습니다.

공유 및 협업 –조직도기반의공유및협업

1.  조직도 연동을 통한 그룹디스크 자동생성

#1 #2 #3 

2.  특수목적 그룹디스크의 간편한 생성

부서 내 자료 공유

사내 인사 DB 인터넷디스크 조직도

그룹 생성 및 설정

23

프로젝트 팀 자료 공유



협력업체

사용자가게스트폴더를생성하여계정을가지고있지않은외부협력업체와공유할수있습니다.

게스트 폴더

계정이 없는 외부 협력 업체도 접근 가능

- 어떤 특정 폴더라도 게스트폴더로 설정 가능

- 게스트폴더 만료기간 설정 가능

- 게스트 계정마다 차별화된 권한 부여 가능

- 게스트폴더 모든 작업 내역을 확인 가능

B  협력업체권한: 업로드/다운로드

공유 및 협업 –외부공유및협업

생성

디스크

게스트폴더1

게스트폴더1

사용자

C  협력업체권한: 다운로드

24



25

공유 및 협업 –게시판기능

부서별, 디스크별로웹게시판을제공하여원활한커뮤니케이션을지원합니다.



서버(저장소)암호화

관리자에의한데이터유출방지
기본적으로서버에저장되는모든파일에대해암호화를지원

하여물리적인디스크가유출되더라도자료유출방지

전송구간암호화

서버암호화

InternetDISK
File server

398$39#39#@#&*^%
3989##$%^^&&)(*@!
@#$%%%%%%398$3
9#39#@#*?~!@3989#
#$%^^&&)(*@!

관리자

X

398$39#39#@#&*^%
3989##$%^^&&)(*@!
@#$%%%%%%398$3
9#39#@#*?~!@3989#
#$%^^&&)(*@!

전송구간암호화

해커

X

해킹등외부공격에의한데이터유출방지
모든전송구간을암호화해데이터전송중자료해킹시에도

자료유출방지

보안 –서버및전송구간암호화

26



동일파일의수정된이력에대한자동버전관리

형상관리 –자동버전관리

27

파일변경이력이관리되어특정시점버전파일의이전버전보기및내려받기

• 버전 별 내려 받기 : 현재를 기준으로 가장 오래된 버전까지 이력을 보여주고 특정 시점의 파일을 내려 받음.

3.01.0 2.0

3.02.0

버전 별 내려 받기



사용자의실수또는고의로삭제된파일의복원기능

형상관리 –삭제파일시점복원

28

관리자가 디스크유형에 따라 삭제된 파일의복원내역조회

• 전체 복원 : 검색된 모든 파일을 원래 위치에 복원
• 선택한 파일 복원 : 선택한 파일만 원래 위치에 복원
• 내려 받기 : 선택한 파일을 로컬로 내려 받는 기능



폴더별권한관리

기획팀공유

프로젝트1

팀장보고

R/W/D

기획팀디스크

R/W R

R/W/D R/W

RR/W/D

분석자료 R

대외비 접근불가

R

프로젝트2

R/W/D

팀장보고

중간관리자

권한설정

- 읽기 권한
- 쓰기 권한
- 삭제 권한

R 
W 
D

사용자 별 폴더에 관한 접근권한을 설정하여 부서별 특성에 맞는 정책 수립이 가능

제한된 접근과 파일 유통으로 인해서 권한 없는 사용자에 의한 자료정보 유출을 방지

보안 –권한관리

단순한 업로드/다운로드 권한에서 더욱 세분화된

권한 설정으로 유연한 정책 적용이 가능 。

세분화된권한관리

29



모든파일송수신시바이러스및악성코드를체크하고치료。

알약엔진 탑재로
신속한 업데이트 및 지원을 보장합니다.

보안 – 백신엔진탑재

자체알약백신엔진탑재
자사의알약백신엔진탑재로신종바이러스에대한빠른대처와지속적인업데이트를제공가능함

30

* 알약엔진의 업데이트는 당사 알약 서버와의 통신을 필요로 하며, 
통신이 불가할 경우,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작업단위별스케줄링백업으로사용자PC의데이터유실을미연에방지합니다.

사용자PC백업을위한다양한기능제공

작업단위로 여러 백업 설정

마법사형태의 편리한 백업 UI

작업 별 로그 확인

파일명, 확장자명, 백업 상태 별로 정렬 가능

스케줄링백업설정

탐색기형태의백업작업아이콘보기지원

사용이간편한백업마법사 전체또는지정파일백업 작업별로백업로그확인

부가기능 –자료백업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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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기능 –대용량결재메일

다운로드 횟수,기간, 암호 설정 가능KEYMESSAGE

윈도우탐색기상에서대용량링크메일을통해손쉽게자료를전달할수있습니다.

결재프로세스를통한외부로자료반출

대용량 파일을 링크 형태로 첨부하여 용량 제한 없이 발송 가능

자체 결재 프로세스를 통하여 상급자의 승인 후 발송 가능

다운로드 횟수, 기간, 암호 설정 가능



부가기능 –Web 링크& 메모삽입

메모삽입

윈도우탐색기 상에서 파일을 직접 열지 않아도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설명을 기록하는 메모
기능 지원

Web 링크

저장된 파일의 URL로 자료를 웹 상에 게시할 수 있는 기능
- 파일 URL에서 파일명 암호화

- 유효기간 설정 기능

- 다운로드 횟수 설정 기능

33

링크 메일

가상 드라이브 연결

메모



ISO 이미지를 가상 CD-ROM으로 연결하여 중앙 배포가 가능합니다.

저장된 CD 이미지(ISO)를 다운로드 과정 없이 직접 로컬 PC 드라이브에 연결하여 편리하게 이용
CD 이미지 설치가 필요한 각종 대용량 SW를 편리하게 배포 및 공유가 가능합니다.

부가기능 –가상CD-ROM 기능

34

링크 메일

가상 드라이브 연결

메모



SINGLE SIGN ON 연동 가능

인증 연동을 통해 One-Pass ID로 접근이 가능해
편리하게 인터넷디스크를 이용

부가기능 – SSO연동및다국어지원

35

사용자 UI의 다국어 및 유니코드 지원

한국어, 영어, 일본어등3개국의UI를지원하며유니코
드를지원함으로세계어디서나사용가능합니다.



파일서버최초모바일오피스환경을지원하여언제어디서나업무가가능합니다.

Smart phone, Tablet PC Device에서도 파일서버에 접속하여 자료를 업로드, 다운로드, 복사, 삭제등
다양한기능을사용하실수있습니다.

부가기능 –모바일연동

Galaxy Tab
iPad

iPhone

Android

36

※ 모바일기기의운영체제에따라기능의차이가발생할수있습니다.



관리자주요기능

37



관리자 기능

사용자/부서 관리 디스크 관리 보안/통제 서비스 관리 관리자 관리

부서/사용자 등록 디스크 생성 및 관리 로그 관리

접속IP관리

파일필터링

기능 제한 설정

로그인 설정

관리자 다중화

관제 시스템

ISN

대용량 메일 설정/관리

관리자 기능의 구성

38

웹페이지 관리

조직도 편집

신청자 관리

게스트 관리

게시판 관리

알약 리눅스 백신

리눅스 백신 탑재



관리자 페이지 메뉴

사용자 /부서 관리

디스크 관리

서비스 관리

로그 관리

관리자 관리

기능 소개 –관리자메인페이지

39



조직도를구성하여사내사용자를소속에따라편리하게분류하여관리할수있습니다.

기능 소개 –조직도기반의계정관리

연동또는관리자에의한조직도생성
- 부서사용자를조직도형태로구성및관리

- 기존인사DB 연동으로편리한신입사원등록및퇴사사원계정정리

- 특정사용자검색및정보조회가편리함

- 직급편집기능으로사용자직급, 직책정보등록및확인이가능

40



파일및각작업내역을조회하여파일의유통경로를확인할수있습니다。

파일작업내역조회

파일업,다운로드,삭제한경로를확인하여

파일의유통경로를확인할수있습니다。

대용량링크메일전송내역조회

대용량링크메일발송한모든내역을확인할수

있습니다。

웹링크내역조회

웹링크추출로그를사용자와관리자가각각내역을

확인할수있습니다。

로그인실패내역조회

모든사용자의로그인실패이력을관리자페이지에

서조회할수있습니다.。

기능 소개 –로그관리

41

모든 파일 작업내역 조회

대용량링크메일조회



42

기능 소개 –로그인관리

다양한 로그인 관리 기능을 제공하여 로그인 보안등급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로그인 보안 설정 항목

자동로그인 설정
다중로그인 설정
비밀번호 변경 주기 설정
비밀번호 변경 알림 설정
비밀번호 영문, 숫자, 특수문자 혼용 정책 설정
비밀번호 최소 길이 설정
비밀번호 보안문자 설정



업로드, 다운로드허용, 차단을 IP로설정할수있습니다.

업/다운로드허용, 차단 IP설정

업로드, 다운로드가능한 IP 대역대를설정함으로써

보안을더욱강화할수있습니다.

편리한설정

모든 IP를차단한다음허용 IP만을설정함으로써

편리하게설정할수있습니다. 

기능 소개 –접근 IP 설정

43



기능 소개 –파일필터링기능

확장자필터링기능으로인터넷디스크내에서유통되는파일을관리할수있습니다.

파일확장자필터링

파일확장자로필터링하여사내불필요한파일의유통을차단할수있습니다.

네트워크부하관리

용량이큰불법동영상등, 네트워크부하를증가시키는파일의전송을

차단합니다.

44



사용자별, 또는디스크별로제한사항을설정함으로써보안을강화할수있습니다.

기능ON/OFF  기능

전용탐색기는물론공유폴더외사용자의

여러가지기능에대해ON/OFF 를설정할수

있습니다.

업/다운로드속도, 전송량제한

네트워크트래픽제한을위해업로드/다운로드

속도및전송량을제한할수있습니다.

기능 소개 –제한사항

45

디스크속성설정

상세사용자의기능의경우디스크생성설정에서

관리자가지정할수있습니다.



사용자/부서
관리자

로그
관리자

서비스
관리자

최상위관리자다중화

관리자를각메뉴별로설정할수있어더욱 효율적이고

책임감있는관리가가능。

관리자다중화로보안통제의대상에서제외되었던

최상위관리자보안문제해결。
기획팀공유

프로젝트1

팀장보고

중간 관리자 중간 관리자

분석자료

대외비

프로젝트2

팀장보고

중간 관리자

중간 관리자

중간 관리자

중간 관리자

중간 관리자

중간 관리자

중간관리자다중화

중간관리자다중화를통해메인관리자의

업무부하문제해결 및효율성증대

기능 소개 –관리자다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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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 관리자 관리 권한 정보KEYMESSAGE



기능 소개 –인터넷디스크이중화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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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itchswitch

Service Area

본사 네트워크 망 스토리지

(SVR01) (SVR...N)

Service Area

(SVR11) (SVR...N)

지점 네트워크 망 스토리지

Back Bone Network

인터넷디스크
스토리지 가상화

데이터
볼륨#1

데이터
볼륨#2

데이터
볼륨#

데이터
볼륨#1

데이터
볼륨#2

데이터
볼륨#

가상화된클라우딩스토리지
물리적으로분리된(Ex. 본사, 지사) 환경에서도구축이가능

로컬트래픽을이용한빠른사용환경보장및네트워크부하경감

파일 서버 무한 확장 가능

효과적 I/O분산

서버 별 처리 로드를 분산하여 구성 가능

서버를 N개로 구성 시, 서버 장애를 1/N로 분산

인터넷디스크분산구성

Active-Standby 형태의 HA(고가용성 서비스)구성

인터넷디스크HA 구성

Switch Switch

데이터
볼륨#2



기능 비교01

경쟁사분석

구축 비용 비교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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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etDisk 7.0 VS Windows Server

보안

경제성 유연성

인지도

부가기능

확장성

비교 기준 InternetDisk
Windows
Server

파일서버
기본기능

접속환경 윈도우탐색기 O O

공유/협업

공유폴더
그룹별 디스크
사용자 별 권한 설정
그룹 별 권한 설정

O
O
O
O

O
O
O
O

보안
차단 IP 설정
파일필터링
작업 내역 로그

O
O
O

O
O
△

기타기능

파일 검색
다중 파일/폴더 업/다운
유니코드 지원
통계 현황 조회

O
O
O
O

O
O
O
O

인터넷디스크
전용기능

접속환경
웹 전용 탐색기
웹 탐색기

O
O

X
X

연동
그룹웨어, 메일, SSO 연동
Open API 제공
조직도 연동

O
O
O

X
X
X

공유/협업

외부용 공유 폴더(Guest폴더)
웹 링크(파일 URL 기능)
대용량 메일 전송
서비스관리(게시판, 공지 등)

O
O
O
O

X
X
X
X

보안
서버 / 전송구간 암호화
바이러스/악성코드 치료/검색

O
O

X
X

백업
클라이언트 자동 백업
증분 백업
스케쥴링 백업

O
O
O

X
X
X

기타기능
가상 CD-ROM 드라이브
전용 모바일 APP 지원

O
O

X
X

기술지원 24시 장애 관제 시스템 O X

InternetDisk

Windows Server

경쟁사 제품 분석 – 기능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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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제품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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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제품 소개 및 제품 발전 방향

인터넷디스크
클라우드스토리지

인터넷디스크클라우드 스토리지

51

단순저장파일서버의한계를뛰어넘은신개념클라우드스토리지

Open API제공

조직도 제공/연동

그룹디스크

대용량메일

권한별 제어

클라이언트 백업

자료의 로그관리

InternetDiskCloud Storage



연동제품 소개 및 제품 발전 방향

인터넷디스크
클라우드스토리지

시큐어디스크

보안솔루션시큐어디스크

52

내부자료유출원천차단으로자료보안문제해결

자료유출 원천차단

로컬드라이브 제어(ODD, HDD, USB 등)

프로세스 및 확장자 제어

화면캡처, 문서출력, 복사&붙이기 제어

권한제어, 이력관리

SecureDisk
자료유출 원천차단



연동제품 소개 및 제품 발전 방향

인터넷디스크
통합파일서버

KMS

인터넷디스크KMS

53

업무중생성된파일기반의사내지식관리시스템구축

폴더자료 내용의 색인화

MS-Office파일 내용 검색

한글파일 내용 검색

파일에 대한 메모장

핵심 지식함 관리

유형별, 조직 별 등 다차원 지식 맵

권한 별 자료 열람 및 검색

InternetDiskKMS
KMS의 표준



연동제품 소개 및 제품 발전 방향

통합커뮤니케이션
UC

인터넷디스크 UC

54

메신저, SNS 와사내시스템연동을통한통합커뮤니케이션서비스제공

실시간 인스턴트 메시징

메신저 전송 / 다중채팅

파일전송 (전송파일에 대한 바이러스 검사)

원격제어

SMS발송

사내공지

사내 시스템 연동(메일 알림, 결제 알림)

그림판

유니코드 지원

InternetDiskUC
통합 업무 및 커뮤니케이션의 표준

인터넷디스크
클라우드스토리지



연동제품 소개 및 제품 발전 방향

인터넷디스크
클라우드스토리지

EDMS

인터넷디스크 EDMS

55

문서수명관리를위한기업문서관리툴제공

폴더/문서의 등록, 수정, 삭제, 이동, 복사, 조회

문서 히스토리 관리

문서 잠금

문서 수명관리

자료 유실방지

작업 Merge / Brench

InternetDiskEDMS



연동제품 소개 및 제품 발전 방향

인터넷디스크
클라우드스토리지

중앙통제백업

인터넷디스크중앙통제백업

56

중앙통제가가능한사내자산관리시스템구축

중앙에서 사내PC 관리

백업 일정 관리

강제 백업 시행

Patch Management System 기능

원격제어

시스템 이력 관리

시스템 사용 모니터링

InternetDisk중앙통제



연동제품 소개 및 제품 발전 방향

클라우드
스토리지

시큐어디스크

UC KMS

57

InternetDisk 7.0 활용 예시



인터넷디스크는Open API 제공을통해조직내에서사용중인타시스템과의연동을유연하게하고,
이로인해발생하는모든File I/O를관장하는파일플랫폼입니다.

연동제품 소개 및 제품 발전 방향

파일플랫폼 InternetDisk

File I/O

타사 연동 제품 ESTsoft 연동 제품

DRM CRM
…

Group
ware

Mail ERP

Backup EDMS …

UC KMS 시큐어
디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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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보수01

기타

보유인증02

알약 백신 제공03

구축사례04

59

레퍼런스05



검수 완료 후 1년간 무상 유지보수 지원
전담전문인력배정을통해 철저한장애복구대응프로세스를갖추고완벽한유지보수지원을약속합니다.

관제

관제

관제센터 장애처리 시스템 ( ISN : Internetdisk Service Network )
서비스장애시관제센터에서자동으로사이트담당자와유지보수담당엔지니어에게메시지를발송하여즉각적인장애처리가가능합니다.

철저한 유지보수 지원

상세내역

전담 엔지니어 배정
고객 서버 운영 및 관리에 필요 기술 지원
고객 서버 On Line 지원
긴급 장애 조치
장애처리, 정기점검 결과 리포트
서비스 개선 및 성능 최적화
SDK(Software Development Kit) 제공

전담 엔지니어

사이트 관리자

장애처리
프로세스
발동

장애발생 E-mail 통보

서비스 서버 ISN 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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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된 품질과 기술력

인터넷디스크는다양한제품인증평가를통해, 그품질과기술력을인정받았습니다.

제품 인증

인터넷디스크는전세계유명벤더사들이선택한솔루션파트너입니다.

주요 파트너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선정
행정기관에서공통적으로사용할수있는우수S/W

TTA GS(Good Software) 인증
국내 최초 인증번호 04-0003

지식경제부신소프트웨어상품대상선정

지식경제부에서기술이우수한SW 품대상수여

61

조달등록 제품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등록제품



레퍼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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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디스크는국내시장점유율1위로기업과공공기관에서가장많이쓰고있는제품입니다.

포스코, 현대자동차, 삼성전자서비스, 두산, 코카콜라음료㈜, CJ홈쇼핑, SK C&C, 빙그레, 삼성엔지니어링, 현대카드캐피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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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

석엔지니어링, ㈜진한,한라산업개발주식회사, 디지털오션, 세화기계, 열림기술, ECS KOREA, 천안PKL, 로앤비법률사무소, 나노폴, 삼천포화력본부, LOT배큠, 수영로교회, 명지테크, ㈜태웅, 엑스트라클래스, 동양ENP, SD

시스템즈,  하텍미디어,  유비온,  윤선생영어교실, 엑스트라클래스, 동양ENP,  바텍,  웰화이드코리아㈜,  ㈜SM엔터테이먼트,  ㈜한주,  ㈜아코디스,  케피코, 환인제약,  조선대학교병원,등

증권예탁결제원, 국제금융센터,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해양부, 교육과학기술부,농수산식품부,한국과학재, ETRI, 국립중앙도서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한국석유공사,KERIS, 강원도청, 전남도청, 

국방과학연구소, 한국가스기술공사, 농촌진흥청,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해양오염방제조합, 국립중앙박물관, 영주시청, 국립암센터, 담양군청, 동작구청, 임상백신연구개발사업단,, IT벤처기업연합회, 핵융합연구센

터,  대덕INNOPOLIS, 일산병원, 울산산업진흥테크노파크, 강원정보영상진흥원, 한국소방안전협회, 국립국어원, 파주시청, 청원군청, 한국세무사회, 한국소방검정공사, 한국교총, 영양군청, 경기지방공사, 전라북도의회, 

ITCT,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횡성군청, 태안군청, 상주시청, 한국광산업진흥회, 축산연구소,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부산테크노파크, 공주시청, 서울시건설안전본부, 서울시강동교육청, 대한의사협회, 포항산업과학

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경상북도교육정보센터, 포항테크노파크, 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 마산밸리, 진해시청, 부산에듀넷, 광주테크노파크, 봉화군청, 농진청영남농업연구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수산과학연구원, 경상남도과학교육원, 부산시교육청, 광명교육청, 영천시청, 강릉시청, 광주과학기술원, 하남시청, 하남교육청, 전자부품연구원, 청송군청, 김해시청, 한국공예문화진흥원, 

대구시시설관리공단, 대구경북디자인센터등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한양대학교, 포항공과대학교, 서울교육대학교, 경희대학교, 동국대학교, 중앙대학교, 단국대학교부산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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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익대학교조치원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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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네트워크 품질 저하로 인한 업무효율 감소

해외인터넷의품질이낮아파일을전송하는데오랜시간이걸리고전송도중끈기는경우가많아

업무부담이늘고, 설계도면이나, 이미지파일등대용량의파일을전송할경우에는그문제가더욱

심각하여업무의어려움이증가되었습니다.

자료 유출의 문제

위에서언급한문제로인해대부분의임직원은데이터를DVD나종이문서등의물리적매체를

통해전달하였습니다. 이로인해이동중에분실의위험이높고, 악의적으로중요자료가복사되거나유출될위협을

가지게되었으며, 배송중에걸리는시간적비용이상당하여이는곧경쟁력악화로직결되었습니다.

전송 용량의 한계

기업내부메일시스템이첨부파일의용량을1GB 로한정하고있어, 용량이큰설계파일을전달하기

위해서는수번에서수십번, 메일을나눠서보내야하는번거로움이있었습니다. 

구축사례 –삼성엔지니어링

인터넷디스크를활용한삼성엔지니어링거점별파일동기화시스템

도입 전 문제점

클라우드 스토리지 솔루션 “internetdisk”을 기반 거점 별 파일동가화 시스템을 개발함으써

해외에 있는 임직원 및 협력업체, 사업주와의 원활한 자료 공유 및 협업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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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속도의 자료 공유 가능
자료동기화시스템은매일밤파일서버를동기화하기때문에업무중네트워크부하문제해결

업무중, 거점별파일서버에접속하여업로드/다운로드를수행함으로써빠른속도로파일전송이가능

모든자료를중앙에저장해놓고필요한자료만찾아서바로전송함으로써업무효율도극대화

외부 유출 파일에 대한 보안 문제 해결
자료동기화시스템은메일전송에대한결재진행
기밀문서가외부로유출되는것을사전방지
파일작업에대한모니터링및내역기록함으로써책임및유출경로추적강화
폴더별로각기다른권한을부여함으로써권한이없는사용자의악의적사용불가

구축사례 –삼성엔지니어링

도입 후 결과

클라우드 스토리지 솔루션 “internetdisk”을 기반 거점 별 파일동가화 시스템을 개발함으써

해외에 있는 임직원 및 협력업체, 사업주와의 원활한 자료 공유 및 협업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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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10월15일업무효율성향상을위한연구소외부에서대용량자료공유의불편을해소하기

위해인터넷“웹메일”과“internetdisk”의연동을통해구성된『연구소인터넷서비스시스템』오픈

통합서비스시스템은설계단계부터지역기무부대및기무사령부와긴밀히협조하여원활한
보안측정이이루어지도록하였습니다. 최근정보통신보안의중요성이증가함에따라통합
서비스시스템을안전하게운영하기위하여서버를이중화하고다단계네트워크구성및사용자
인증정보의암호화등으로외부의해킹위협에대비하였습니다.

과거수년간인터넷디스크는지속적으로진화되어왔으며앞으로도철저한보안유지와이용자
편의를우선으로발전할것입니다. 

‘OpenAPI’를 이용해 ‘웹메일’서비스와원활한연동

인터넷메일로받은자료를윈도우탐색기를통해손쉽게서버의자료에접근

연구소외부와자료전달로인한번거로움을최소화

마우스클릭만으로복원및백업가능

구축사례 –국방과학연구소

업무처리 효율이 증가 / 데이터 유실 예방

구축 및 향후 전망

인터넷디스크솔루션과웹메일통합서비스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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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nk You

Contact

TEL : +82-2-3470-2980
FAX : +82-2-882-3344
E-mail : internetdisk@estsecurit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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