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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하드 클라우드

오피스하드 클라우드는 보안성, 협업 편의성, 서비스 안정성이 입증된 기업·공공 보안파일서버 시장점유율 1위 오피스하드 VEX를
검증 받은 IaaS플랫폼에서 운영하는 중소∙중견기업에 최적화 된 보안파일서버 클라우드입니다.

오피스하드 VEX의 강력한 협업과 보안기능을

클라우드에서 그대로!

강력한 보안

기업별 독립 가상화 서버제공으로 
랜섬웨어 대응 및

 내부 정보유출 방지

운영 비용 절감

초기 비용 ZERO, 
유지 관리 비용 절감 및  
사용량 기반의 요금 부과

손쉬운 운영

별도 인력이 필요없는 
최적화된 UI  및

 최신 보안 업데이트 제공

안정적인 서비스

업계 최다 구축,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구축형과 동일한 

성능 및 서비스 제공

특장점

24h 이내 도입

전문 유지보수

스마트 오피스

통합관리



주요 기능 & 신청안내

오피스하드 클라우드 가격표

30 User

50 User

100 User

150 User

200 User

2core

4 core

4 core

4GB

4GB

4GB

100GB(OS영역)+1TB(Data영역)

100GB(OS영역)+1.5TB(Data영역)

100GB(OS영역)+2TB(Data영역)

2core 4GB 100GB(OS영역)+500GB(Data영역)
180,000원

270,000원

360,000원

540,000원

720,000원

사용자

고객서비스 신청 접수
24시간 이내 설치 및 유지보수

서비스 Open 후
관리자 및 사용자 매뉴얼 제공

관제시스템

서비스신청 및 과금

서비스신청 시스템 자동 할당
IaaS

사용자수
Core Memory Disk

하드웨어 사양
클라우드 이용 가격(월)

* VAT 별도

※ 200 User 이상 별도 문의    |    문서뷰어는 별도 비용이 발생합니다. 

파일 직접 편집 기능으로 랜섬웨어 대응

PC 백업 기능으로 랜섬웨어 피해 복구

실시간 바이러스 검사/치료

정보 유출, 바이러스 및 악성코드 공격 예방

접근제어(IP영역별 접근 권한 설정)

랜섬웨어 · 악성코드 대응

웹(Any Browser)/ 전용 탐색기 제공 

공동 작업을 위한 파일 형상관리 지원

사용자 간 파일 송/수신함, 게스트폴더 지원

텍스트 추출 엔진 탑재, 파일 본문 검색 지원

대용량 메일 전송(실시간 파일전송, 다운링크)

파일 공유 및 협업

국정원 검증필 암호화 모듈 탑재

모든 파일 저장 시 암호화 보관

산재된 기업의 중요 데이터 통합 관리

개인정보보호 필터링, 보안폴더 제공

정책에 따른 파일 전송 제한

파일 보안

개인사진/문서폴더(파일 조회,미리보기)

전사/개별 기능 편집 설정

 파일 업/다운로드에 대한 현황 제공

파일 및 사용자 로그 관리

검색 기능을 지원하는 온라인 도움말 제공

통계 및 부가기능

신청안내

주요 기능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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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