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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제한없이공동작업

Collaboration

스마트비디오분석및중요순간캡쳐

Surveillance

사이버보안

Networ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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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파일서버및

글로벌공동작업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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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스트리밍

File Streaming





기존작업방식유지

Window 10 익스플로어 UX 사용

공간확보, 제한축소

선택적 동기화 작업으로 로컬PC 저장소 확보

Synology Drive



하나의포털에서

모든파일관리



SlidesDocument Spreadsheet



Cloud Station ShareSync

Cloud Station ServerSynology Drive

Cloud Station Backup

DS cloud



Cloud Station ShareSync

Synology DriveSynology Drive

Cloud Station Backup

Drive



Synology Drive

한 곳으로 동기화 및 백업 실시

자동 백업 예약 기능 추가



중앙 집중 동기화 및 백업

백업 예약 스케줄 지원

Drive ServerSyncSynology Drive

업그레이드된 클라우드

스테이션 쉐어 싱크



Drive

Drive ServerSync

Synology DriveSynology Drive

Synology Drive 토탈솔루션



시놀로지오피스& Chat

정부산하기관, 금융및은행업

시놀로지 오피스를 이용하면 여러 명이 동시에

하나의 문서를 가지고 공동 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 

타 부서와 함께 업무를 해야하는 프로젝트의 경우, 

데이터 공유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미팅을 준비하는 과정이 단축 및

간소화되었다. 또한, 시놀로지 Chat은 대화 내용이

NAS에 저장되기 때문에 중요한 안건에 대해

이야기를 해야할 경우에 자주 애용하고 있다. 

시놀로지드라이브

의료기관, 의료및연구업

시놀로지 NAS는 다양한 백업 솔루션을 제공하기

때문에 데이터 중요도에 따라 고객이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어 굉장히 합리적이다. 중요 데이터의

경우에는 패스워드와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외부로

공유 및 노출되는 것을 보호할 수 있다. 특히, 

직관적인 UI를 제공하기 때문에 IT 담당자가 아닌

일반 직원도 쉽게 따라서 이용할 수 있다. 



2020년까지, 보안업데이트서비스지원

2021년, 업데이트서비스중단

Cloud Station



FS3017

FS3017

RS3617xs+



Synology

Application Gateway

(SAG)

FS3017

FS3017

RS3617xs+



대규모단위기업의요구사항충족

Drive Chat MailPlus Calendar



대규모단위기업의요구사항충족

Drive Chat MailPlus Calendar Contacts



Synology Contacts

새롭게추가된공동작업패키지

CardDAV 통합으로 중복 번호 제거 및 추가 방지

중앙 집중 관리 및 중요 정보 보기 기능 제공

유연하고사용하기편리한기업수준



대규모단위기업의요구사항충족; 업무생산성과연관

공동작업제품군

Drive Chat MailPlus Calendar SAGCont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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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nology SITA 프로토콜 기반

대용량 파일을 위한 안정적이고 빠른 전송

FTP / HTTP 원격 전송 시간 단축

대만 – 독일뒤셀도르프 간의데이터 전송속도

Presto File Server

Faster



Presto Site Express : 대용량파일전송을위한 NAS간자동전송

안정적인고속전송품질

데이터 중요도에 따른 전송 시간 보장

전송 속도 및 품질 보장

추적을 위한 인력 절감

자동계층파일전송



Synology Drive

멀티 사이트 간 파일 동기화 및 협업

Presto

대용량 파일의 고속 전송



since 2008

Surveillance Station



매일 130만GB 이상의비디오업로드

동영상사용<1%



30

지능적보안감시시스템으로

중요순간포착

Intelligent Surveillance





딥비디오분석

Deep Video Analytics (D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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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nology NAS

DS1419dva



AI 서베일런스시스템

중요순간포착





강력한연결및

네트워크보안보장

Network Security



Synology Mesh Router

MR2200ac



SRM 1.2

MR2200ac

동시출시

RT2600ac



KRACK, Wi-Fi 보안의가장치명적인결함

57일

Apple

17일

NETGEAR

24시간

24시간이내 SRM 보안주의보업데이트출시

Note: Apple  announced AirPort repair on 2017/12/12



시대흐름에맞는사이버보안필수

최초, WPA3 검증획득



새로운패키지：Safe Access

네트워크사전예방

DNS 및 IP 위협인텔리전스데이터베이스

Google AI 기술을통한안전한검색환경구축

Google 세이프브라우징통합



자녀의안전한온라인활동보호

Safe Ac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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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 router

최초 음성지원

iOS 12 Siri 바로가기





SRM 1.2 + MR2200ac

국내출시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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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SRM

Next Generation SRM



유연한네트워크리소스할당 : VLAN
서버

생산성도구

IoT 장비

다중 LANs으로 IoT 디바이스분리

홈 유저 용

설정 방법 간단

엔터프라이즈 유저 용

부서 간 액세스 제어

네트워크 리소스 할당 최적화

다중LANs으로비즈니스네트워크
구축의유연성강화



VLAN 
접근 권한 관리

Layer-7 Firewall
기업 내부통제 강화

Dashboard
네트워크 업데이트 표시



메시엔터프라이즈무선네트워크

VLAN을사용하여네트워크를여러서브넷으로

분할하여사이버보안보장

Site-to-Site / SSL VPN 원격액세스

방화벽지원으로 엔터프라이즈네트워크사항에맞는

사용자규제

올인원네트워크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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