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PE NAS 문서중앙화 어플라이언스 카탈로그

HPE NAS x SECUDRIVE
문서 중앙화 어플라이언스
강력한 보안 환경에서 문서를 자산화하여 통합 관리하세요

문서통합관리

파일서버접근제어

H/W RAID

중복제거

HPE NAS 어플라이언스 기본 구성
어플라이언스란?
하드웨어 솔루션을 탑재시켜 최적화된 상태로 빠르고 쉽게 도입 가능한
일체형 장비입니다.

회사 자료를 한 곳에 모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Secudrive File Centralization 6.0
시큐드라이브 문서중앙화 Basic Edition 라이선스

합리적인 가격과 뛰어난 단순성을 지원하는 엔트리급 NAS

HPE StoreEasy Storage
HPE StoreEasy 1450 / HPE StoreEasy 1650

Microsoft의 친숙한 툴을 사용하여 간편한 파일 공유 지원

Microsoft Windows Server OS
MS Windows Storage Server 2016 Standard* / StoreEasy 모델

* WSS(Windows Storage Server) 2016은 Microsoft 에서 제공하는 스토리지 전용 OS 이며 일반 OS와 다르게 파일서버에 특화된 기능과 무제한 CAL 라이선스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HPE NAS의 다양한 기능
PC에 파일 저장을 금지하고 NAS에 파일을 모아 문서 파일을
통합 관리할 수 있습니다.

개인폴더

도입 전

도입 후

PC 고장, 랜섬웨어 감염, 퇴사 시 파일 삭제, 인수인계 실패로
기업 정보 자산이 무단으로 훼손되어 비효율적인 업무를

PC에서 생성되는 모든 문서를 NAS에 저장하도록 강제화 하여
기업 정보 자산을 NAS에서 통합 관리하여 체계적으로

초래합니다.

보호할 수 있습니다.

NAS를 통해 여러 사람들이 파일을 공유함으로서 업무 생산성이 향상됩니다.

공유폴더

도입 전

도입 후

메일 또는 USB를 이용하여 파일을 공유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NAS Storage를 통해서 다수의 인원이 파일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또한, 메일 용량의 한계와 파일의 복수 버전 존재로

있습니다. 업무 효율성이 향상되고 여러 사람에 의한

인해 비효율적인 업무를 초래합니다.

파일 갱신이 용이합니다.

HPE NAS 문서중앙화 어플라이언스의

특징과 장점

로컬 저장 금지

문서 강제 이관

랜섬웨어 대응

이동식 디스크 제어

로컬 디스크에 문서 저장 금지,
NAS에만 저장 가능

로컬 디스크에 저장된 문서
NAS로 강제 이관

디지털서명 미 보유 프로세서의
보안영역 접근 차단

비인가 이동식 디스크 차단,
등록된 이동식 디스크만 사용 허가

NAS 접근 제어

로컬 보안 영역

이동식 디스크 암호화

작업 감사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
설치된 PC만 NAS 접근 허가

출장자를 위해 오프라인 작업이
가능한 로컬 보안 영역 제공

USB메모리 및 외장하드에

보안 영역 내의 모든 문서 작업
로그 수집 및 관리

클라우드 백업

H/W RAID 구성

중복제거 및 압축

스냅샷 백업

MS Azure 기반의
클라우드 백업 지원

하드웨어 기반의 RAID 구성으로
빠르고 안정적인 디스크
볼륨 지원

무분별하게 중복되는 데이터를
제거하여 용량 및 성능을 향상

데이터 백업 및
파일 단위 버전관리 지원

3Y Warranty

온사이트 방문

HPE StoreEasy NAS는
3년 부품 무상교체 지원

하드웨어 장애 발생 시
HPE 전문 엔지니어 현장지원

저장하는 파일 자동 암호화,
장치 분실 대비

옵션기능

파일 복사 방지

파일 전송 방지

인쇄 및 캡처 방지

문서 승인 반출

파일서버 이중화

서버전용 백신

NAS에 저장된 문서
PC로 복사 방지

이메일, 메신저, 웹하드를
이용한 파일 전송 방지

인쇄 및 화면 캡쳐 방지,
인쇄 시 워터마크 강제 출력
및 이미지 백업

결제자 승인에 의한
문서 반출 및 이력 관리

NAS의 중요도에 따라

랜섬웨어 및 악성코드
감염 방지를 위한 전용
백신 지원

무중단 서비스를 위한
이중화 지원

HPE NAS를 통해
시큐드라이브 문서중앙화의
문서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인가된 사용자만 스토리지에
접근하여 안전한 업무환경을
구축합니다.

HPE NAS

모든 문서
작업이력 관리

시큐드라이브 문서 중앙화
클라이언트 PC

보안 영역

폴더공유, 중복제거, 버전관리, 백업,
디지털서명, 유출방지*

로컬 보안 영역에서는
문서 암호화

이동식
디스크 제어

로컬 일반 영역에서는
문서 저장 금지

*문서 및 도면 파일 유출방지 기능은 옵션 입니다.

NAS에 개인 폴더와 협업 폴더를
만든 후 중앙화하면 윈도우
탐색기 기반으로 쉽고 편리하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개인 폴더

파일 수신함

부서 폴더

개인 문서를 저장하는 공간
나의 전용 공간

메일이나 메신저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1:1로 파일을 공유하는 공간

부서 직원들 끼리 파일을
공유하는 협업 공간

프로젝트 폴더

전사 공유 폴더

타 부서와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사용하는 협업 공간

전 직원에게 파일을 공유할 때
사용하는 전사 공유 폴더

HPE NAS 문서중앙화 어플라이언스 Model
FC Basic 라이선스

HPE 서버

용량

OS

12,100,000원

2TB SATA*4EA

30PC
StoreEasy1450

WSS 2016 STD

StoreEasy1450

WSS 2016 STD

StoreEasy1650

13,300,000원
30,400,000원

2TB SAS*8EA

100PC

9,900,000원
17,700,000원

2TB SATA*4EA

50PC

가격(부가세별도)

WSS 2016 STD

19,900,000원

HPE NAS 문서중앙화 할인 프로모션
프로모션기간 : ~ 2017년 12월 31일 까지
제품 문의처 : HPE StoreEasy NAS – 김상옥 차장 (sokim@icomer.com) | 시큐드라이브 – 고원석 차장 (sales@secudrive.co.kr)

| SECUDRIVE는 브레인즈스퀘어(주)의 등록상표입니다.

휴렛팩커드 엔터프라이즈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8길 31, 13-14F
제품정보 및 구입 안내 : 080-703-0700 | 홈페이지 : http://www.hpe.com/kr

브레인즈스퀘어(주)
서울 특별시 성동구 성수이로 87 성문빌딩 5-8층
홈페이지 : www.secudrive.co.kr | 고객센터 : 1588-6873
페이스북 : www.facebook.com/secudrivekr/ | 블로그 : secudrive.blog.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