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홈 폴더 인프라

Embian eFolder v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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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루션 도입 시 이점
 기업


사원, 팀장님들의 데이터를 공유나 사용이 편리



D B와 더불어 정보 시스템의 주춧돌인 기업 차원의 메타 스토리지를 구축



첨단 .com 기업에서 제공하는 웹 하드 솔루션으로 첨단 정보화 기업이라는 이미지 구축



이미 정보화의 첨단을 걷고 있는 사원들의 정보화에 대한 만족도를 이끌어 냄



대부분의 정보들은 시스템 백업등에서 유실되는데, 기업의 만들어지는 정보에 대한 전체 저장소 제공



기업의 언제 어디에 있던지, 심지어 집에서도 똑같은 저장환경 제공

 사원 및 부서


A ny Time, A ny Where D isk! 기존의 이동식 저장장소 불필요



대용량의 자료를 공유하는데 디스켓, e- mail등은 어려움을 해결



이동 시 유실될 데이터도 미연에 방지



사원들 사이, 또는 부서간에 자유로운 데이터 교환으로, 각 개인들은 창작 업무에 더 충실

 시스템 관리자


기존 사이버 기업, 웹메일, 업무 시스템, 사원 홈페이지를 위한 단일 저장소 제공



기업의 시스템들과 데이터가 분리됨으로 기업 시스템 Backup & R estore가 용이



하나의 Consolidated 스토리지를 이용하여 기업 전체 데이터 관리 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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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알고 있는 기업의 정보화 환경
회사 관리

고객 관리

저장

 왜 웹 저장 장치를 쓰는가?

메일



웹

ERP

메일

SCM

CRM

?

“ Institutional Storage Bus”
기업의 지정된 저장 인프라



많은 사원 들은 이미 쓰고 있음



이동식 저장장치가 더 이상 불필요

 왜 기업에서 도입을 해야 하나?
기업 의 지적활동
문서들은 어디에?

홈 폴더를 쓰고 있는 단체



정보화 기업 이미지 부각



기업 경쟁력 강화



원할 한 작업환경 도움



대기업은 일반적

DACOM , KT, CitiBank, LinuxOne, M cKinsey and Company,
M IT, Stanford University, Cornell University, Carnegie M ellon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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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루션 소개 (1/2)
 Embian eFolder는


웹상에서 V irtual H ard D isk를 줌으로써 플로피 디스크 등 이동식 저장매체 없이도 인터
넷이 연결된 곳이면 사용할 수 있는 편리한 네트워크 드라이브 솔루션
@ H ome
E mbian eFolder 접속

웹 서버
(L inux)

인증 서버
(L inux)

인터넷
파일 서버군
(L inux)
SCSI/Fiber Channel
(D A S, SA N , N AS)

Windows PC @ 회사
각종 스토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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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루션 소개 (2/2)
 Embian eFolder는


Institutional Storage Bus (기업 저장 인프라)로 작동 될 수 있으며, 이기종의 시스템, OS들
에게 통일된 FIL E SY STE M V iew를 제공하며, 다양한 네트워크 파일시스템 프로토콜을 제
공

Authentication Server
Legacy

File

Server

Server

Web
Mail

Group
-ware

FTP

web

DB

Institutional Storage Bus

Physical Stor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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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루션 특징
Embian eFolder A dvantage!
접근성
(A ccessibility)
안정성
(Security)

편이성
(Usability)

확장성
(Expandability)



A ccess A ny where, A ny time! 별도의 소프트웨어 불필요



인터넷이 연결된 어디서든지 자기 데이터 열기,수정하기,저장하기



이동저장 매체의 고장으로 인한 자료 손실 방지



이동 매체를 통한 바이러스 확산 줄임



사용자 PC와 관계없이 안전한 네트워크 디스크에 저장



FTP가 아닌 로컬 디스크처럼 바로 데이터 열기, 수정하기, 저장하기



M P3 파일 등 On- the- Spot 스트리밍 플레이



이동식 저장장치 불필요. 집과 기업에서 최대 이동성 보장



네트워크 저장장치에 사용자별 데이터 사용. 쉬운 사용자별 관리



개인 홈 디렉터리 서비스 이외에 기업의 기간 시스템에 파일 서비스 제공



기존의 웹메일, 사내 Cyber U niversity, 업무 시스템등과 바로 연계 연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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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 방안 (1/4)


Institutional Storage Bus (기업 저장 인프라)







통일된 파일 시스템 뷰: 이기종의 시스템, OS들에게 동일한 스토리지 뷰를 제공. 다양한 네트워크 파일시
스템 제공
로컬 하드디스크 처럼 사용: 원격지의 파일을 이용자 자신의 하드 디스크 처럼 이용
버추얼 스토리지: 각 시스템이 V irtual Storage로 인식하기 때문에, 전체 문서 저장에 필요한 새로운 인터페
이스 필요 없음
기존 시스템과 연동: 기업에서 구비한 legacy system들의 소프트웨어의 수정 없이 쉽게 연동가능

기업 시스템과 연동 방안
기업 게시판과 연동: 파일 업로드/다운로드를 위한 첨부 파일 저장소



개인용 홈페이지와 연동: 개인 index.html을 호스팅 하기위한 홈 디렉토리 디스크



웹메일과 연동: 개인의 메일계정중에서 메일 박스가 저정되는 홈 메일박스



기업 관리 시스템과 연동: 기업 관리 업무에 쓰이는 전체 문서보관 창고



사이버 기업 연동: 사내 Cyber U niversity의 멀티 미디어 강의 자료, 과제 자료, 제출된 리포트에 대한 저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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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 방안 (2/4)
 사원 홈 폴더









이동식 디스크를 대체: 기업의 보고서를 공동작업 할 때 플로피 디스켓 보다 편리
언제 어디서나 작업: 이용자 PC의 로컬 드라이브처럼 작동하므로 워드프로세서에서 작업
한 내용들을 곧바로 저장.즉, 기업, 집, 게임방 등 작업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작업
컴퓨터 용량 확장: 어느 PC든 하드디스크 및 새로운 소프트웨어 또는 새로운 투자 없이
컴퓨팅 U tility를 쉽게 높일 수 있음
개인의 전사적 스토리지: 사원 홈 폴더가 사원의 홈페이지, 메일, 홈 디렉터리 등이 개인의
토털 저장 장치로 설정가능하기 때문에, 전체 스토리지 용량관리가 용이함. 또한, 홈 폴더
안의 내용은 별도 인터넷 소프트웨어 없이 쉽게 수정
게임 데이터를 저장: 게임용 데이터를 개인 홈 폴더에 저장함으로 집, PC방, 기업등 어디에
서나 똑같은 레벨에서 게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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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 방안 (3/4)
 기업내 / 타 기업과 마케팅 문서 공유








대용량 파일 공유 용이: 기존 기업에서 마케팅 문서 공유로 사용되는 e- mail 방법 대신 용량
제한에 관계 없는 쉬운 문서 공유. e- mail 사용 시 용량이 큰 프리젠테이션 파일 같은 경우
용량제한 문제로 송신 곤란.
장소에 구애 받지 않은 마케팅 활동: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곳이면 집, 타 기업, 컨퍼런스
등 어디서나 출력, 수정, view가 가능.
추가 투자 없이 문서관리 시스템 구축: 새로운 문서 관리 시스템을 추가 구입 없이, 기본적
인 E mbian eFolder를 이용하여 그룹 폴더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사용자들을 위한 문서
관리 시스템 구축 가능
쉬운 마케팅실 홈페이지와 연동: E mbian eFolder의 파일들은 간단한 네트워크 디스크 설정
으로 external 웹 서버와 연동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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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 방안 (4/4)
 사원 회람지 및 정보 PUSH 시스템






사원들에게 정보를 Push: 사원들에게 전달해 주어야 할 파일을 해당하는 사원들의 폴더에
넣어 줄 수 있음
팀장님께 리포트를 Push: 사원들의 리포트를 팀장님의 홈 폴더/팀 폴더에 자동으로 넣어
줄 수 있음. 또한 e- mail로 제출하는 경우도 여러 사원들의 메일을 분류하고 각 첨부파일을
개별 저장하는 번거러움을 없앰
회람지 신청자들에게 Push: 정기적으로 사이버 대학의 과목 폴더에 올라오는 회람지들이
나 멀티 미디어 교육자료를 올려놓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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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서비스 유형 (1/3)
 Embian eFolder – H ome

활용

대상

서비스 사용 유형:
개인용 네트워크 디스크

사원

레포트 자료 및 마케팅 자료 보관실
M P3 파일, 동영상 파일, 사진 자료 등의 각 종 파일 자료 보관실

팀장님 사원들이 제출한 레포트 자료 보관실
강의 자료 및 회람 자료 보관실
부서

행정용 자료 보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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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서비스 유형 (2/3)
 Embian eFolder - Community

활용

대상

서비스 사용 유형:
클럽, 커뮤니티, 소모임, 공동 폴더 서비스

사원

음악 파일, 동영상, 사진 등의 각 종 그룹 공유 자료 보관실
문제은행, 컴퓨터, 어학 등 마케팅 관련 동아리, 소모임 공유 자료 보관실

팀장님 공동 마케팅 진행용 관련 공유 자료 보관실
강의 자료 및 회람 자료 보관실 & 강의 자료 배부
대용량 동영상 실행을 통한 강의
사원들 팀 프로젝트 문서 보관실
부서

행정용 공유 자료실
동호회용 공유 자료실
공지 사항 전달 도구로 활용
관련자에 대한 업무 파일 발송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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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서비스 유형 (3/3)
 Embian eFolder – System Restore/Backup
대상

서비스 사용 유형:
사내 PC 관리자용 네트워크 폴더 서비스

활용 전산 관리OS, S/W는 사내 PC 하드에, 사용자 데이터는 개인 홈폴더에 저장. 데이터의 분리로
자
간편한 시스템 복구
로칼 디스크의 남용 방지. 새내 PC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관리
전산 프로그램 자료실 및 바이러스 백신 자료실 운영
사원

사내 PC를 이용하는 사원들은 자신의 작업을 사내 PC의 하드에 저장하듯이 네트워크
드라이브에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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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이용 방식 (1/2)
 W indows 탐색기 방식

전용 클라이언트 에서
L ogon 정보 입력 후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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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이용 방식 (2/2)
 Embian eFolder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제공
(A ndroid, iPh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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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목록
 사용자별 기능 구분
사용자별 구분

작업 내용

설명

일반 사용자

로그인/로그아웃

일반 사용자 로그인

홈 폴더 및 파일 작업

홈 파일 및 폴더
생성/삭제/복사/이동/공유/실행

그룹 사용자 추가/삭제
+ 일반 사용자 기능

동아리 폴더에 대한 가입자를 처리하기
위한 기능

그룹 폴더에 사용자 권한 설정

그룹 폴더에 대한
생성/삭제/공유/실행에 대한
그룹사용자의 권한 설정

그룹 생성/삭제
그룹 관리자 생성/삭제
+ 그룹 관리자 기능

클럽 회원 간 자료 공유

그룹 볼륨 생성/백업/삭제

클럽 회원 간 자료 A ccess 권한 설정

그룹 관리자

전체 관리자

19

3. 솔루션 구성
솔루션 환경
솔루션 설치
솔루션 유지 보수 및 기술 지원

1. 제안 요약
2. 솔루션 소개
3. 솔루션 구성
4. 솔루션 도입 업체
5. Contact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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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루션 환경
 Client 환경

 Server 환경

구성 요
소

클라이언트

플랫폼

M S Windows OS
(X P, Windows7)
M ac OS, U N IX /L inux
A ndroid, iphone

시스템
S/W

인터넷
라인

E mbian eFolder 전용 클라이언트

모뎀, Ethernet, A D SL 등 56 K bsp 이상의
인터넷 회선

구성 요소
플랫폼

웹 서버

L inux

인증 서버
파일 서버

시스템
S/W

웹 서버

A pache, PH P, PE R L, X M L - SOA P

인증 서버

M y SQL/CIFS K erberos R endezvous
A uthentication

파일 서버

CIFS, N FS, A FS, SOA P

웹 서버
사양/
인터넷 라 인증 서버
인

X eon D ual, 4G
T1 이상

파일 서버

기타
기타

L inux 계열
OS V ersion

파일 서버, 인증서버, 웹 서버 통
합 운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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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루션 설치
 솔루션 설치
구분

서버

기간

스토리지 장비 설치 후
1일 ~ 3일

설치 S/W

OS 설치
E mbian eFolder File Service
Embian eA ccount A uthentication Service(K erberos etc)
Embian SOA P Service (A pache)
A ny affiliated Services

비고

Customization Installation CD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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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루션 유지 보수 및 기술 지원 (1/3)
 유지 보수 및 기술 지원 절차

2.

Re-Contact
사이트 담당자와 연결

3.

Probe
장애 원인 분석

4.

Research
해결 방안 강구

5.

Solve
장애 해결 방안 제공 또는 소프트
웨어 업그레이드; 문제해결

6.

Re-factoring
장애 원인 방지

8.

C onfi rm
사이트 담당자와 확인

1. Register:
장애 및 문제 요구 접
수

7. Delivery:
장애 처리 제공, 서비스
개선 방안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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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루션 유지 보수 및 기술 지원 (2/3)
 Basic Technical Support (6 개월간 기본 제공됨)





무료 A /S: E mbian eFolder 서비스용 S/W 문제 발생 시 무료 A /S
무료 상황 기술 지원: Embian eFolder 서비스 운영 및 이용 시 발생하는 오류 및 상황에 대
한 기술 지원
무료 관리자 교육: On- Site 또는 원격 프로그램 사용을 통한 서비스 관리자에 대한 교육
및 기술 지원



무료 업그레이드: E mbian eFolder 서비스용 S/W 업그레이드 시 무상 제공



무료 컨설팅: E mbian eFolder 서비스 운영 및 이용에 관한 기술 지원.



기술 업데이트: 지속적인 기술 U pdate및 운영 K now- H ow에 대한 전수



주 원격 검침: 원격 프로그램 검침을 통한 유지 보수 지원



월 정기 점검: 매 월 1회 정기 점검을 통한 유지 보수 지원



오픈 콜 센터: 전화/e- mail/messenger를 통한 유지 보수 지원



담당자 파견: 문제 발생 시 문제 해결 시까지 담당자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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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루션 유지 보수 및 기술 지원 (3/3)
 Beyond Basic Technical Support*


웹 포탈 Customizing: 스토리지 중심의 웹 포탈로 customizing 제작



타 데이터 베이스 연동: L egacy D B 연동에 관한 기술적 컨설팅 지원





타 시스템과 연동: E mbian eFolder를 레가시 시스템 또는 새로운 시스템과 연동시
Consulting
기본 항목 이외에 대한 서포트

* N ote: “Extended Technical Support”는 Premium/Enterprise Technical Support를 계약한 경우에
제공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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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솔루션 도입 업체
솔루션 도입 업체
협력 업체

1. 제안 요약
2. 솔루션 소개
3. 솔루션 구성
4. 솔루션 도입 업체
5. Contact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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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루션 도입 업체
 Embain eFolder 도입 업체

폴더플러스
http://www.folder.com

누리호스팅
http://nurihosting.com

소리바다
http://www.soribada.com

데이폴더
http://www.dayfold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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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Contact Us
연락처 및 약도

1. 제안 요약
2. 솔루션 소개
3. 솔루션 구성 및 가격
4. 솔루션 도입 업체
5. Contact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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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및 약도
 Embian 약도

 연락처:


Tel: (02) 2040- 6788 e- M ail: sales@embian.com



H ome: http://www.embian.com



서울 강남구 수서동 713 수서 현대 벤처빌 15층 #15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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