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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프라이버시 & 보안



Synology Drive
각기다른규모의파일공유

2.0





Synology Drive Admin

외부공유제어
• 기본직원공유정책설정

• 비밀번호설정및유효기간보호기능필수로변경



Synology Drive

보다안전하게기업파일공유



공유권한
기업 파일 공유 법칙

관리자
공유된 파일 실시간

제어

검사
기업 검사 관리



모든파일에접근가능한단일포털



On-premises
내부로 즉시 동기화



Synology Drive Desktop

즉시동기화 2.0 

• 데스크탑클라이언트에로그인하여 NAS 내모든파일에쉽게
접근

• 동기화폴더설정불필요
• 로컬용량사용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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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dows Mac

Synology Drive Desktop

즉시동기화 2.0 

• 데스크탑클라이언트에로그인하여 NAS 내모든파일에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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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컬용량사용불필요



어느순간기업이직면하게될문제들



단일포인트
불필요한 스토리지 용량

DR에 장시간 소요

멀티사이트
중복된 스토리지 공간 사용

비효율적인 파일 공유



Synology C2 Public Cloud



Synology Hybrid Share
Synology NAS와 Synology C2가통합된하이브리드클라우드



Synology Hybrid Cloud Experience

Hybrid Share
• Synology C2에공유폴더생성

• SMB, AFP, NFS 파일프로토콜지원



스토리지용량
부족

시간소모가큰
재난복구

단일
포인트



스토리지용량
부족

단일
포인트 시간소모가큰

재난복구



제한없는 Synology 

C2 공간으로빠른
확장



제한없는 Synology 

C2 공간으로빠른
확장



클라우드에서파일접근?



클라우드내파일을로컬에서캐싱

자주사용하는파일 Synology NAS 내유지
LAN 속도로접속





단일
포인트 스토리지용량

부족
시간소모가큰
재난복구



파일
신속복구

스토리지 Synology C2에 연결

설정
신속복구

DSM 7.0 자동 구성 백업



공간중복차지

멀티
사이트 비효율적인

파일교환



공간중복차지
비효율적인
파일교환

멀티
사이트



각사이트별
스토리지공간절약

Cloud Data: 5TB

대만본사 미국 독일 영국



각사이트별자주사용하는지능적인캐시생성

각사이트별
스토리지공간절약

Cloud Data: 5TB

대만본사 미국 독일 영국



멀티
사이트 공간중복차지

비효율적인
파일교환



본사외부대역폭사용
예약동기화로인해파일공유지연



Synology C2

Hybrid Share
• 실시간파일버전변경공지

• 본사외부대역폭미사용



Synology C2

Hybrid Share
• 실시간파일버전변경공지

• 본사외부대역폭미사용



단일포인트 멀티사이트
고속

데이터복구



Hybrid Share Synology Drive



외부공유대역폭절감

Synology C2외부직원

• Synology Drive와공유통합

• 외부접속시 Synology C2 통해파일다운로드

Synology Drive



모든파일에 E2E 암호화

NAS에서권한인증
NAS에서파일권한통제

C2 파일로빠르게액세스
로컬캐쉬파일을클라우드에저장

클라우드고가용성(High Availability)

물리서버에대한 IT 유지비용절감

즉시제한없는클라우드공간으로확장

Synology C2의외부대역폭이용
기업대역폭미사용

가용성

확장성

대역폭

프라이버시

보안

속도



SMB, NFS Drive 

클라이언트 Drive 웹포털
Drive 앱 SMB, NFS SMB, NFS Drive 

클라이언트 Drive 웹포털
Drive 앱

본사직원 지사 원격지직원



Synology Hybrid Share
Synology NAS와 Synology C2를통합한하이브리드클라우드



Photo Station Moments



절반이상의 NAS 사용자가

Synology 사진관리패캐지사용중



전세계적으로 446억장의사진이 Synology NAS에저장

2017년대비 17.6% 증가



Photo Station Moments



사용자편의를고려한타임라인보기모드

자동얼굴인식및위치별사진정리

폴더관리기능



핸드폰사용자 DSLR 사용자 전문포토그래퍼



업로드 정리 공유 정렬 검색



Photo Station Moments



Synology Photos



빠르고,

뛰어나고,

정확한



사진업로드
고속디스플레이



3x
3시간 → 1시간

전환및인덱싱
SMB로 1000장 JPG 사진
업로드 시 소요 시간

초속 478 → 초속 160

인덱싱

3MB사진 처리



핸드폰백업

SMB 업로드

브라우저업로드

고속
디스플레이 >300%



사진정리
유연 ·스마트 ·편리



사진공유
신속히수거



사진수업
학생과
공유

친구와
여행사진
공유

공개수거





사진공유
신속히수집
빠른상호작용



사진정렬
막힘없는부드러움



사진검색
정확하게선별





장비업그레이드문제?



고속
디스플레이

뛰어난
유연성,
스마트,
편리

정확한
검색



DiskStation-DS420j

• Realtek®  RTD 1296 4코어 1.4GHz 프로세서

• 1GB DDR4 메모리

• 64TB-원시용량기준

*참고용사진

개인자료백업및파일공유에적합한 4베이엔트리급 NAS



DiskStation-DS120j

• Marvell®  Armada A3720 2-코어프로세서

• 512MB DDR3L 메모리

• 에너지효율적인전력소비 (9.81W)

*참고용사진

개인클라우드스토리지에적합한다목적 1베이 NAS



보다나은세상을위한데이터관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