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중앙화

지식자산 보호와
통합적인 문서관리가 필요하신가요?
기업 지식 자산화, 정보유출방지, 협업가치 창출하는 문서중앙화 솔루션
업무 데이터를 중앙저장소로 집중화하여 중앙에서 통합적으로 관리, 통제
제로 다큐먼트(Zero Document) 환경과 업무 효율화 실현, 혁신적인 문서협업 체계 구현
기업 내부의 전/현직 직원과 외부 협력업체에 의한 산업기술 유출사고 증가
기업 자산인 업무 데이터의 개인화와 다양한 저장 매체에 의한 정보유출 방지 필요
업무 데이터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와 상호 협업을 위한 효율적인 문서관리 방안 필요성 증대
랜섬웨어와 같은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기업의 내부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 강화 방안 필요

MAXEON
모든 업무 데이터를 사용자 로컬 PC가 아닌, 중앙저장소로 강제저장, 중앙집중화
사용자 PC에 저장공간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보안 캐쉬(Cache)영역 제공, 유연한 업무환경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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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불가

사용자 로컬 PC

중앙 저장소

강제저장

관리 일원화, TCO 절감

내부정보유출 방지

중앙 집중화된 업무 데이터를 통합 관리
100% 기업 자산화시켜 TCO 절감

통제된 중앙저장소와 사용자 로컬 PC의
보안영역에서만 업무 데이터 유통

효율적인 협업환경 지원

업무 생산성 극대화

문서 유통 시 Link 정보 전달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고/ 공유/ 소통 가능

업무환경 변화 없이 사용
작업단위 협업을 고려한 고도화 기능 제공

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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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모든 업무 데이터를
100% 자산화 시키고자 하는
조직

통합적인 문서관리와 기술정보
유출방지를 모두 필요로 하는
조직

중앙저장소와 사용자 로컬 PC에
모두 저장, 통제가 필요한 조직

업무협업의 가치를 창출하여
업무 생산성을 높이고자 하는
조직

주요기능

윈도우 탐색기능

로컬 PC 보안 드라이드

윈도우 탐색기를 통해 중앙 스토리지에 접근 가능
ECM과 연계 또는 독립된 제품으로써 생성/편집/
버전업/삭제/잠금(해제) 등 협업기능 지원

어플리케이션 임시 파일(Cache) 저장소 제공
오프라인 문서함 역할을 수행하는 암호화 된
보안 드라이브 제공

문서 저장 통제

데이터 반출 제어

중앙저장소로 강제 저장
사용자 로컬 PC로의 문서 저장 차단

중앙저장소 및 로컬 PC 보안 드라이브의
데이터에 대해 이동/복사 원천 차단

다양한 시스템 환경 지원

웹 기반 업무시스템 지원

ECM, PLM, EDMS, File Server(NAS) 등
운용 중인 다양한 시스템에 적용 가능

웹 기반 업무시스템과 연계하여 중앙저장소
데이터를 안전하고 유기적으로 유통

시스템 구성도
보안관리자

Manager Console

사용자 인증(SSO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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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 중앙 스토리지 및
로컬 보안 영역(Cache)
으로만 문서 저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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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시스템
Client Agent

인증관리
로그관리
정책관리
Security Management
Ser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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