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 연구: 전문 서비스
중소 기업을 위한 NAS

기밀 유지: 자동 백업을 통한 법률 
회사의 클라이언트 데이터 보호

네델란드 법률 회사 Croon Davidovich는 수도 암스테르담 중심부의 
수로 지역에 있는 사무실에서 운송 회사에서 박물관에 이르는 
다양한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자문 및 소송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13명의 직원이 법인, 지적 재산권, 
정보 통신 기술, 부동산, 노동법 분야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Croon Davidovich는 각 클라이언트마다 소송 
문서, 이메일 서신등 다양한 중요 기밀 정보를 
사무실 내부 서버에 저장하며 보다 안전한 
데이터 보호를 위해 서버를 매일 백업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세스의 무결성과 신뢰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회사 설립 파트너인 
Menno Schmidt은 "클라이언트 소송에 중요한 
기밀 정보를 위해 안전한 백업 및 복구 
시스템을 유지해야 합니다."라고 강조합니다.

이 회사는 최근까지 오류 가능성이 있는 
수동 프로세스에 의존하는 테이프 기반 백업 
시스템을 사용했으며 보안을 위해 각각의 
일일 테이프 백업을 5일 동안 보관한 후 새 
백업으로 덮어쓰는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업무로 바쁜 직원들이 매일 새 테이프 
카트리지를 삽입하고 전날 데이터가 들어 
있는 테이프를 안전한 보관을 위해 외부로 
옮기고 사용 중인 모든 테이프를 추적해야 
했습니다. 직원이 실수로 테이프 교체를 

하지 않으면 전날의 백업을 덮어쓸 수 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시스템이 백업 성공 및 
완료에 대한 검증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회사에서 모든 데이터가 테이프에 완벽하게 
복사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었으며 백업 
프로세스에서 하드웨어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중요한 비즈니스 데이터의 유실 위험이 
있었습니다.

Croon Davidovich는 기술 제공업체 ICT 
Concept과 함께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자동 솔루션을 모색하여 최대 12 TB의 하드 
드라이브 스토리지를 제공하는 네트워크 
연결 스토리지(NAS) 장치인 WD Sentinel™ 
DX4000 소기업용 스토리지 서버를 
설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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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직원들이 더 이상 매일 새 백업 미디어를 
직접 삽입하지 않아도 WD Sentinel 하드 
드라이브에 자동으로 데이터가 백업됩니다. 
WD Sentinel의 기본 백업 보관 정책 지원으로 
회사에서 지정한 보관 정책에 따라 5일이 지난 
이전 백업은 자동으로 지워집니다. 또한 ICT 
Concept이 각 백업의 진행 상황을 원격으로 
모니터하여 데이터 복사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으므로 중요한 클라이언트 
정보 보호에 대한 확신을 얻을 수 있습니다. 
Schmidt는 "데이터 백업 상황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걱정하지 않고 안심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WD Sentinel이 제공하는 이점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Croon Davidovich가 이전 백업에서 
데이터를 복원해야 하는 경우 이전의 테이프 
기반 설정보다 WD Sentinel의 속도가 훨씬 더 
빠릅니다. 테이프에서 서버 데이터를 복원하는 
데 하루종일 걸렸지만 WD Sentinel을 사용하면 
이 프로세스의 속도가 크게 빨라진다는 것이 
ICT Concept의 IT 컨설턴트인 Louis Meijdam의 
설명입니다. "법률 비즈니스에서는 말 그대로 
시간이 돈인 분야입니다. WD Sentinel은 모든 
직원이 백업에 대해 걱정하지 않고 자신의 
고유 업무인 법률 자문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씬-클라이언트 환경에서 데이터 
보호

Croon Davidovich는 모든 비즈니스 정보를 
Microsoft® Windows® Server 2003을 실행하는 
공유 파일 및 프린트 서버에 저장하는  
씬-클라이언트 환경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개인들이 회사 사무실에 있는 약 20대의 
PC와 단말기에서 이 정보에 액세스합니다. 
이 설정에는 또한 씬-클라이언트 환경을 
지원하는 Microsoft® Terminal Server 
소프트웨어를 실행하는 보조 서버가 
포함됩니다.

이 구성은 Croon Davidovich가 공유 파일 
및 프린트 서버 백업만으로 모든 비즈니스 
정보를 보호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WD Sentinel을 이용하면 자동 백업 
프로세스가 자동화되고 빠르게 실행됩니다. 
WD Sentinel은 듀얼 코어 Intel® Atom™ 
프로세서를 기반으로 하며 안전성, 품질 및 
성능에 최적화된 WD 하드웨어를 포함되어 
회사가 이전에 사용했던 테이프 기반 
시스템보다 데이터 저장 및 조회 속도가 
빠릅니다. 

WD Sentinel은 또한 RAID 기반 디스크 결함 
한계에 따라 데이터를 보호하므로 한 
드라이브에 문제가 발생해도 데이터가 유실될 
위험이 없습니다. Schmidt는 "진정한 위험은 
데이터가 완전히 유실되는 것입니다. 이는 
법률 회사에 일어나서는 안 될 일입니다."라고 
강조합니다. Croon Davidovich은 이에 대비한 
보완 조치로 종이 문서 기반의 저장소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확장성

WD Sentinel은 백업 자동화와 단순화 이외에 
우수한 확장성을 제공합니다. 이 회사는  
2개의 하드 드라이브가 사전 설치된 구성을 
선택하여 향후 필요한 경우 2개의 드라이브를 
더 추가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ICT Concept의 Meijdam은 "Croon Davidovich
에서 새 하드웨어를 구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드라이브만 추가하면 스토리지 용량을 
확장할 수 있으므로 비즈니스 성장에 따른 
요구를 시스템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라고 
강조합니다. 

뿐만 아니라 디스크 스토리지는 대용량 
테이프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Meijdam은 "대용량 테이프는 구입 
가격뿐 아니라 유지 비용 또한 매우 높습니다. 
또한 테이프는 WD Sentinel에서 사용하는 
하드 드라이브와 달리 최소 1년에 한 번씩 
교체해주어야 합니다."라고 말합니다. 

간편한 설치

WD Sentinel은 Microsoft® Windows® Storage 
Server 2008 R2 Essentials 운영 체제를 
기반으로 하므로 이 법률 회사의 Windows 
기반 환경에 쉽게 통합할 수 있습니다. 

ICT Concept은 WD Sentinel을 Croon 
Davidovich Windows 디렉터리 환경 내 추가 
네트워크 드라이브로 구성했을 뿐입니다. 
서버는 Microsoft Windows Server 2003 
백업 유틸리티를 사용하여 WD Sentinel에 
데이터를 복사했습니다. Meijdam은 "구성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전원을 켜고 설치가 
완료되기만을 기다렸습니다."라고 말합니다.

WD Sentinel에는 또한 최대 25대 PC에 대한 
베어 메탈 백업 및 복원에 사용할 수 있는 
최신 백업 소프트웨어가 추가 비용 없이 
제공됩니다.

미래에 대한 대비 
Croon Davidovich는 현재 WD Sentinel 사용에 
만족하고 있지만 회사에 자연재해가 
발생하더라도 백업을 보호할 수 있도록 몇 
달 후 NAS 시스템을 보다 안전한 외부 장소로 
옮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Schmidt
는 "화재가 나더라도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는 
완벽한 방법입니다."라고 조언합니다.

자세히 알아보려면 다음 웹 
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 www.wdc.com/wdsenti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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