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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aaS 란 SaaS의 한 형태로 패키지, 어플라이언스 형태의 보안 솔루션을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뜻합니다.

클라우드 상에서 서비스되기 때문에 솔루션을 신속하게 도입할 수 있으며, 유지 보수 비용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문서 보안 SECaaS

     
SECaaS

정보유출 위협 심화

· 정보기술의 복잡성 증대

· 민감 데이터 접근 장치 증가

· 과도한 액세스 권한

접근성 증대
디스크·CPU·메모리 서비스

중단없이 추가 가능

편의성 증대
IT 시스템

즉시 구축 가능

확장성 증대
넉넉한 저장 공간 및

사용 환경 변화에 따른
빠른 확장

무분별한 데이터 저장

· 스토리지 활용 저하

· 문서 검색 효율 저하

· 보안 위협 심화

잘못된 데이터 저장·관리
잘못된 데이터 저장 및 관리비용

· 스토리지 활용 저하

· 문서 검색 효율 저하

· 보안 위협 심화

중요 정보 자산 취약한 보안

· 사용자 부주의에 의한 높은 내부자 위협 비중 

· 취약한 기밀 비즈니스 데이터 

· 조직의 90% 내부자 공격에 취약

증가하는 랜섬웨어 위협

· 하루 평균 랜섬웨어 공격 수, 4,000건

· 안티바이러스 운영 기업 중 랜섬웨어 감염, 75%

· 데이터 복구 불가 기업, 17%

중소·중견기업에 최적화된 문서중앙화 클라우드

통합 문서 중앙 관리로 강력한 보안과 협업을 위한 해결책!

8,910억 달러 예상

비용 절감
저렴한 도입 비용 및
관리·구축 비용 절감

보안 향상

보안 전문가의 서비스
및 지속적인 업그레이드 제공

2020년



DocuONE CLOUD 란?

특장점

뛰어난 사용 용이성향상된 업무 생산성강력한 정보유출 방지

보안 컴플라이언스 완벽 대응

기업 데이터 중앙 집중화로 고도화된 �외부 
및 내부 보안 위협 대응

스마트워크 환경 구현

실시간 알림으로 공유/협업 환경 제공

‘태그’를 활용한 강력한 검색 서비스

기업별 환경에 맞춘 정책 설정 및 운영

쉬운 유지보수 및 관리로 리소스 절감

모바일 결재 기능 지원 및 결재 이력 조회

DocuONE CLOUD 란?

다큐원 클라우드는 기업의 중요 정보 유출 방지 및 내· 외부 보안위협 대응이 필요하지만 솔루션 구축 비용 및 IT전문가의 부재로 운영 및 관리가 어려웠던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문서보안솔루션 점유율 No.1 지란지교시큐리티가 10년 이상 축적한 문서보안의 기술력과 운영 노하우를 
활용해 검증 받은 laaS 플랫폼에서 운영하는 문서중앙화 클라우드입니다. 사용자 PC 내 기업의 모든 데이터를 통합 관리함으로써 강력한 보안과 협업의 
편의성을 제공합니다.

업무데이터 통합
지식 자산화

기업 정보
유출차단



주요기능

문서 보안 기능

주요기능

사용자 편의 기능

보안 드라이브 생성

· 별도 로컬 PC 내 영역 지정으로 대용량 파일 저장 및 속도 

   이슈 방지

· 보안드라이브 영역 내 파일 백업 지원

· 사용자 별 드라이브 용량 설정 지원

정보 유출 차단

· 매체 제어를 통한 정보 유출 차단 

· IP 정책을 통한 내·외부 접근 제어

· 문서의 로컬 PC 저장 차단 및 통제

· 모든 문서 중앙서버 이관 후 중앙 관리

반출 결재 및 
암호화 지원

· 결재 시스템을 통한 파일 반출

· 중앙서버 스토리지 내 파일 및 개인정보 암호화로 기업 문서자산 

   보호

· PC 문서 저장 방지로 랜섬웨어 감염 방지  

· 실시간 백신검사를 통한 바이러스 치료·제거

랜섬웨어 대응

파일 공유 및 협업

· 전사, 부서, 팀, 사용자 대상 협업 폴더 지원

· 폴더 별 사용자 권한 관리

· 실시간 작업 알림을 통한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 모바일 결재 기능으로 편리한 업무 환경

파일관리 및 검색

· 즐겨찾기, 태그검색 지원

· 중복 문서 제거로 저장공간의 효율적 활용

· 작업 파일 이력 기록 및 파일 버전 관리

· 시점 별 문서 복원, 삭제된 파일 복원

로그 확인 및 
관리자 권한 설정

· 사용자별 세부 권한 설정 

· 사용현황 통계화면 제공

· 관리자 다중화

· 사용자 및 관리자 사용 로그 검색 지원

부가 기능

· 개인 할당량 증설 요청 기능 지원

· 사용자 데이터 이관 

· 대용량 파일 링크 지원

· 다국어 지원 (국문/영문)



구성도

구성도 및 신청안내

Customer

서비스신청 및 과금,
시스템 관제시스템

laaS

고객 서비스 신청 접수

신청 후 24시간 이내 서비스 Open 시스템 자동 할당

서비스 신청

서비스 Open 후
관리자 및 사용자 매뉴얼 제공 고객서비스 신청 접수 24시간 이내

서비스 Open 후
관리자 및 사용자 매뉴얼 제공

02

신청안내

 * 100user 이상 별도 문의 / CPU, Memory, Disk 추가 별도 문의

4core 8GB 100GB(OS영역) + 2TB(Data 영역) 660,00030user

4core 8GB 100GB(OS영역) + 2TB(Data 영역) 880,00050user

유저수

하드웨어 사양

DiskCore Memory

클라우드 이용 가격
(VAT포함/월)

오피스하드 클라우드 가격표

유저 단위 판매
최소 30명부터

월과금 형태
1년 약정 필수

24시간 이내 사용
기본 접속 IP제공

서비스 중단없이 
Disk, CPU, Memory 확장

(별도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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