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AS for office
공동작업을위한강력한도구

Network Attached Storage



NAS 구축으로 안정성과효율성 UP

• 기업의소중한 DATA 자산을 지킬수 있습니다.

• 공동작업을통해 업무 효율성을높일 수있습니다.

• 구성원의이탈(퇴사) 시, 구성원 개인 PC의바이러스 감염발생 시에대비할 수있습니다.

• DATA삼중 백업(1차 Sync방식, 2차 NAS자체 RAID방식, 3차 USBcopy 기능-옵션)으로 안심할수 있습니다.

• 활용사례(파일작업,인트라넷, 원격접속을 통한관리, VPN서버운영으로 본점과지점간의 네트워크구성)

• 클라우드서비스? 결코안전하지 않습니다. 내 자료를외부 서버에저장하는 것은안전하지 않습니다.

• NAS 구축을 선택이아닌 필수라고생각하는 순간기업 경영의안정성과 효율성은 UP 되기 시작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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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S를 구축해야하는 이유 DATA 자산

외장HDD를통한백업 공유PC를통한백업

-개인이 직접 백업하면 직전 백업을 어디까지 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전체를 다시 백업?-시간소모).
-외장하드와 공유PC의 별도 비용발생
-백업도구의 관리는 누가 할 것인지?
-만약 외장HDD를 퇴사 시 가져가 버린다면?
대책이 없습니다!

1

평상시처럼작업하면그대로실시간
동기화되어저장됩니다.

저장된자료는 RAID 방식으로이중백업!
백업을위한별도의관리자가필요없는
NAS의메인기능!

실시간 동기화 Sync

NAS raid 로 이중 백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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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S를 구축해야하는 이유 공동작업2

공용으로사용중인파일(일지나사업
일정등)을함께사용할때!
윈도우탐색기에서나스와 연결된
파일(hwp, xlsx 등)을 바로열어편집후
저장이가능합니다.

WebDAV 기능 활용

Drive Server 기능 활용

개인자료와 NAS의개인폴더를
연결하여실시간동기화(Sync)를하므로, 
작업내용을별도로백업할필요가
없습니다. NAS를켜두면네트워크에
연결설정된폴더는자동으로실시간
동기화됩니다.
구성원들은평상시대로작업하고
DATA의안전은 NAS가알아서
지켜줍니다.

내부 네트워크의 속도저하 걱정

과거와달리지금은인터넷통신망을
굳이기가넷(Giga Net) 상품을쓰지
않더라도, 내부네트워크는기가허브를
통해 Giga Byte 속도를구현할수
있습니다. 다이렉트로파일백업하는
것보다절대늦지않습니다.

사무실의 주변기기(Print 등) 활용

허브를통해네트워크에연결하여
사용도할수 있으나, NAS에연결하면
차후외부원격서비스지원시
주변기기의상태도제한적인범위에서
점검이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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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S를 구축해야하는 이유 긴급상황대비3

긴급대처로랜선을뽑아, 내부
네트워크에서퍼지는것을막습니다.

하지만우리의손보다빠르게퍼지므로
감염을완전히막긴어렵습니다.

바이러스 감염 1차 대응

NAS의 바이러스 대비

실시간공유설정이되어있어바이러스
파일이 NAS를감염시킬수있습니다.
1차적으로개인 PC에서막지못한
바이러스는 NAS에침투할수있지만
일반 PC 보다는감염의위험이낮습니다.
감염되더라도스냅샷기능을통해감염
전의상태로되돌릴수있고, 이후공유
설정이된폴더의파일도복구할수
있습니다.

구성원이탈과바이러스감염

공용파일을관리, 사용중이었던직원이
퇴사를하는경우에인수인계정도에
따라소중한 DATA를잃게됩니다.

NAS는이러한 DATA를한곳에서
집중관리하여소실을최소화합니다.

구성원 이탈 대비

외장HDD의 물리적 결함

HDD의물리적결함으로데이터복구
업체에의뢰할경우적게는 NAS 구축
비용의절반이상비용이발생합니다. 

외장SSD로백업한경우는그비용이 2배
더상향되어복구가망설여집니다.

HDD 교체를통한자동복구

Snapshot 기능을통한 시점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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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S를 구축해야하는 이유 실시간동기화4

NAS의실시간동기화(Sync) 폴더 PC의실시간동기화(Sync) 폴더

양방향
실시간
동기화

Sy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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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RAID 10 구성을 통한 HDD 상호보완외 Hot Spare를 활용한 NAS 자체의 물리적 이중백업도 가능(추가옵션)

NAS를 구축해야하는 이유 디스크 RAID5
RAID10과 Hot Spare

RAID 10 방식의 1:1 미러링 기능 볼륨생성을 통한 저장공간 관리 4개의 디스크를 1:1 매칭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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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S 활용사례 파일작업1

공동작업에서 설명한 Drive Server는 구성원 개인
PC의 특정 폴더를 실시간 동기화하여 NAS에
저장하는 것이라면

WebDAV를 활용한 공용 파일의 문서 작업은
NAS의 공용 폴더에 저장된 한글이나 엑셀 파일을
구성원 개인의 PC에서 열어서 편집 후 저장까지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1명의 구성원이 작업 중이면 다른 구성원이
파일을 편집할 수가 없어, 중복 작업을 방지하며
이러한 작업은 구글 드라이브에서 제공되는 것과
유사한 기능이긴 하나 차이점이자 장점은 기업내
저장소에 자료를 보관한다는 점입니다.

WebDAV를 활용한 한글, 엑셀 문서작업

Drive Server는 구성원 개인 PC의 특정 폴더를
NAS의 사용자 폴더와 실시간 동기화 하는 것으로, 
구성원 개인은 평상시 처럼 업무를 진행합니다.

파일을 열고 문서작업을 한 후 저장을 하면 본인
PC에 저장됩니다. 그리고! NAS에 설정한
사용자폴더에 똑같이 저장되어 DATA를 보관합니다.

한마디로 2곳에 동시에 저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Drive Server를 활용한 실시간 동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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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S 활용사례 인트라넷(업무공유)2

NAS 기반 인트라넷 구축이 가능하고, 
가정용 인터넷상품 사용시에도 DDNS를
활용하여 외부에서 접속이 가능합니다

기업 인트라넷 구축

커뮤니티
-공지사항, 자료실, 일정, 자유, 질문답변 등의
게시판을 구성하여 자료를 정리하고
공유합니다.

업무자료를 한 눈에

웹호스팅 비용절감과 독립적 운영

웹호스팅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자료 또한
내부 저장소인 NAS에 저장되므로 독립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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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S 활용사례 원격접속관리와 VPN서버운영3

외부에서 원격으로 기업 NAS 
시스템의 A/S가 가능하여
직접방문시의 시간적 소모를 줄일
수 있습니다.

Disk Station 원격관리

본점과 지점간의 동일 네트워크를
구성! 데이터관리 효율성을 극대화

VPN서버운영

외부 공격IP 차단 목록 등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하여 NAS를
최적의 상태로 유지합니다.

월 단위 지속적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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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S 구축은기업발전의밑거름이될 것입니다.

NAS는 Network Attached Storage의 약자로, 네트워크에 부착된 저장장치입니다.

네트워크의 거리는 짧거나 아주 먼 곳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기업내에 NAS를 구축하는 것은 기업 전체가 NAS를 중심으로 Network화 되는 것입니다.

Network화 된다는 것은 공유가 가능하다는 의미이고, 그 안의 구성원이 변경되는 것에 영향을 받지 않고
항상 일정 수준의 DATA를 NAS라는 시스템 안에서 안정적으로 유지해 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의 NAS 구축선택은향후기업발전의밑거름이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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