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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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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디스크 주요 기능
안전한 협업 환경
01 사용자 별로 디스크/폴더에 대한 접근 및
작업 권한 세부 설정 가능
02 파일 전송 구간과 서버에 있는 파일 저장 시
암호화 진행

편리한 사용성

원활한 공유와 협업
01 부서/프로젝트 별 공유디스크를 제공하여
내부 임직원 간에 편리한 공유와 협업 가능
02 게스트 폴더, 웹 링크 기능을 통해 외부 협력
업체/해외 지사 등과 원활한 자료 공유 가능

통합 관리

01 윈도우탐색기에서 인터넷디스크 문서를
바로 실행하고 기존과 동일한 업무환경에서
문서 작업

01 사용자를 조직도 형태로 편리하게 등록 및
관리하고 사용자/조직/그룹 별 접근 권한
설정 가능

02 웹탐색기/전용탐색기를 통해 상황과
목적에 맞는 사용 가능

02 파일 업로드, 다운로드, 삭제 등 작업 내역
로그 및 관리자 작업 현황 실시간 모니터링

03 검색을 통해 빠르고 쉽게 문서 활용

다양한 접속 환경
01 최신 윈도우 OS 및 다양한 웹브라우저 지원
02 한국어, 영어, 일어 UI 및 유니코드로 전세계
어디서나 제약 없는 사용 환경 지원
03 모바일 전용 앱(iOS, Android APP) 제공

데이터 유실 방지
01 사용자 실수나 랜섬웨어 등으로 파일이
손상/유실되어도 이전 버전으로 복구 가능
02 정상 삭제한 파일도 관리자 복구 가능
03 저장되는 모든 문서에 대해 버전 관리

인터넷디스크 도입 시나리오

인터넷디스크를 통해
원활하게 공유하고 효과적으로 협업할 수 있습니다.
추천대상

부서/프로젝트 별 교류가 많거나 대외기관 및 협력사와의 협업이 많은 조직
: 유관부서 간 협업이 잦거나 협력사와의 업무/자료 전달이 많은 경우 메일로 파일을 전달하기 때문에 히스토리 파악과 파일 관리가 어렵습니다.

게스트폴더 지정 파일 업/다운로드

게스트폴더에 파일 업/다운로드

협력사

웹탐색기/전용탐색기
웹링크로 파일 다운로드

인터넷디스크 서버
사용자

파일 업로드 웹링크 공유

대외기관

윈도우탐색기

웹/전용탐색기

조직별/프로젝트별 협업 디스크

게스트 폴더

윈도우탐색기

권한 별 접근 제어

대용량메일

모바일 지원

문서 버전 관리

웹 링크 공유

도입 효과
AS-IS

· 협업 시 복잡한 절차/시간 소요
· 문서 추적/관리의 어려움

· 복잡해지는 IT 환경

· 데이터 유실로 업무 손실 증가
· 데이터 관리 어려움

TO-BE
안전한 협업환경
· 조직/프로젝트 별 디스크를 통해
직원들 간의 원활한 문서 교류
· 웹링크, 게스트 폴더 등으로
외부 관련자들과 안전한 협업
환경 제공

업무 효율 극대화
· 웹/전용/윈도우탐색기로
기존 업무 환경과 동일하게 작업
· 모바일 전용 앱으로
어디서나 자료 열람 및 공유 가능

중요 데이터 보호
· 랜섬웨어, 실수, PC 물리적 훼손 등
유실 위협으로부터 중요 파일을
서버에 안전하게 보호
· 접근 통제 및 작업로그 모니터링

주요 고객사
이스트시큐리티는 공공, 기업,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고객사들과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공공
김포시청, 밀양시청, 한국동서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TTA
기획재정부, 국세청,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KICPA, 중소기업청
특허청, 기상청,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통일연구원, 한국인터넷진흥원
생명보험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교육과학기술부, 전국경제인연합회, 농립축산식품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천문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 금융투자협회, 대법원

기업
삼성엔지니어링㈜, 삼성생명보험(주), 삼성에스디에스㈜, 삼성엔지니어링㈜, 두산, CJ
(주)LG생활건강, (주)LG생명과학, SK이노베이션㈜, SK루브리컨츠주식회사, SKC&C
현대카드주식회사, 현대캐피탈주식회사, (주)현대종합설계건축사사무소,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포스코, LS산전, 금호건설, GS엠비즈, LIG넥스원, STX조선해양, KT
S-OIL, 동부CNI, MBC, KBS, 금호타이어, KIA, 한국제지, 세스코, SL, 서울대학교 병원
한라, SM, 현대케피코

교육
한양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 서울대학교 병원,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성균관대학교
포항공과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중앙대학교, 단국대학교, 부산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홍익대학교, 경희대학교, 경북대학교, 전남대학교, 인하대학교, 경상대학교, 전북대학교
여주대학교, 영남대학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한서대학교, 진주보건대학교, 한세대학교
가톨릭대학교,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수성대학교, 부천대학교, 경인교육대학교

회사위치 및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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