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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 지금 어떤 과제를 가지고 있을까요?

HCP Anywhere는 

기업 내 디지털 워크플레이스 구현을 위한 

파일 공유 및 협업 솔루션입니다

히타치의 검증된 

클라우드 오브젝트 스토리지 

HCP를 기반으로 한 

파일 공유 협업 솔루션

On-Premise 내 시스템 / 

데이터 보유, 

언제 어디서든 

데이터 액세스

웹, PC, 모바일 등 

사용자의 다양한 

디바이스 운영 지원

사용자의 데이터를 

사내 시스템과 동기화하여 

기업 자산화 환경 구현

협업

데이터 공유 및 

협업의 한계

메일 첨부 용량 제한의 압박

번거로운 데이터 공유 대상 및 

범위 설정

1명의 관리자가 

모든 사용자 파일 공유 권한 관리 

편리한 

데이터 공유 및 협업

데이터 주소 링크를 통한 

간단한 파일 공유

손쉬운 개인, 그룹(팀) 단위 

공유 권한 관리

중간 관리자 설정하여 그룹 단위 

사용자 권한 관리 지원

정보 유출, 보안 관리

어려움

정보 유출 경로 확인 / 추적 어려움

퇴사자 발생 시 파일 회수 어려움

랜섬 웨어 감염 시 재정적 / 

사업적 손실 발생 

파일 액세스 로그 관리 / 

모니터링 / 자동 버전 관리

모든 파일 접근, 다운로드 이력 제공

계정별 데이터 상세 액세스 기록 확인

사용자 등록 디바이스 데이터 

강제 삭제

랜섬 웨어 감염 시 

이전 버전 파일로 즉시 복구

업무 효율성

개인 파일 보호 / 관리

 어려움

개인 PC 내 파일에 대한 백업, 

보호 일괄 적용 어려움

외근, 출장 시 사내 파일 접근 

어려움

데이터 보호 / 백업 용이

다양한 접근 방법 지원

자체 백업 및 데이터 보호 기능 

기본 제공

Web, PC, 모바일 등 다양한 

디바이스를 통해 언제 

어디서든지 원하는 

데이터 액세스 가능

보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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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장점

기본 구성도

기업 내부

6GB사용자

Thin Client

8GB사용자

Thin Client

20GB사용자

Thin Client

모바일

HCP Anywhere 앱

인터넷 동기화

제품 사양

타입 어플라이언스 타입 VM 타입

모델명 Entry Pod Standard Pod VM Node

사용자 최대 50,000 유저

H/W 노드 2개

· E5-2620v3 (2.4GHz, 6코어) x 1EA

· Memory 32GB

· 300GB SAS 6개 (RAID 5)

노드 2개

· E5-2680v3 (2.5GHz, 6코어) x 2EA

· Memory 320GB

· 1.2TB SAS 6개 (RAID 5)

Vmware ESXi v 5.5 이상

· CPU        (min) 4코어 (max) 16코어

· Memory (min) 4GB   (max) 256GB

기기 유저당 최대 7개의 디바이스 등록 가능 

지원 · Windows, Linux, MacOS

· Explorer, FireFox, Chrome

· 안드로이드 / iOS / Windows Mobile 최신 버전 (모바일 앱 지원)

사내 시스템에 등록된 계정 및 

디바이스만 HCP Anywhere에 

액세스 가능

등록된 PC, 모바일, 웹을 통해 

데이터 액세스 가능

권한 관리자를 통해 등록기기 및 

데이터 제어 가능

파일 접근

첨부 대신 링크를 통해 편리하게 

파일/폴더 전송 및 공유 

링크 주소에 암호를 부여하여 암호값을 

모르는 유저는 접근 불가

개인/팀폴더를 통해 파일 공유 가능 

각 폴더 관리자는 특정 공유 사용자 초대 및 

제외, 각 사용자의 권한 관리 가능

파일/폴더 공유

용량 관리

PC의 HCP Anywhere 폴더 동기화 

용량 설정을 통해 PC 저장 공간 절약

사용자의 PC에서 사용 빈도가 낮은

원본 파일은 4KB의 Stub 파일로 

변환됨으로써 동기화 폴더 공간 절약

Stub 파일 실행 시 HCP Anywhere에 

저장된 원본 파일을 리콜하여 사용

조직 및 권한 관리

버전 관리

추적 관리

1차 관리자가 조직별 개인/팀폴더 

권한 관리

1차 관리자가 2차 관리자에게 관리 

권한 부여

시스템 관리자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중간 관리자가 상세 조직 관리 가능

원본 파일이 수정될 때마다 

버전별로 백업

버전별로 보관된 파일로 롤백 가능

파일이 생성, 수정, 삭제될 때마다 

버전별 자동 백업 및 보관

버전별 백업 파일을 현재 버전으로 롤백 가능

상세 데이터 액세스 로그를 추적 관리

계정별 액세스 가능한 폴더/파일 모두 

확인 가능

계정별 상세 데이터 액세스 로그를 

확인하여, 주요 데이터에 대한 생성, 

수정, 삭제 등 추적 가능

모바일 웹PC클라이언트

HCP Anywhere

https://hcpaw.링크 주소

팀 개인 개인

암호 부여

링크 송부

동기화

100GB

HCP Anywhere

원본

20GB

내 PC

Stub

2차 관리자
(중간 관리자)

1차 관리자 
(시스템 관리자)

소비자

소비자 소비자

현재 버전

v4.0

삭제버전

v3.0

수정버전

v2.0

초기버전

v1.0

롤백

관리자 상세 액세스 

로그 확인

Hitachi Content Platform 
Anywhere

디지털 워크플레이스 시스템 구현을 위한 파일 공유 및 협업 솔루션

접근 관리

공유 & 협업

데이터 보호

HCP 
Anywhere

HCP
오브젝트 스토리지

사용자 PC 영역은 개인이 설정한 

공간만큼만 사용하도록 지정 가능

공유파일 전체 용량

100GB

HCP Anywhere의 편의성과 기능성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무료 체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영업대표 및 홈페이지(www.his21.co.kr)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은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

홈페이지 (www.his21.co.kr)의 <제품문의>를 통해 

연락 부탁드립니다.

When you succeed, 
we succ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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