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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중앙화 솔루션







일반 업무문서 고객 개인정보
핵심 설계
CAD 도면

관리 대상

각 부분별 파편화된 관리

매체 제어 문서암호화 개인정보 보호 문서관리



랜섬웨어 대응 부재

관리의 어려움 제한적 문서 보안 암호화 제외 문서
외부 유출 가능성

PC 성능 감소 문서 내장
암호 분실





문서중앙화 솔루션으로 한 번에!

윈도우탐색기
드라이브 문서관리

PC 저장금지 USB 포함
매체 제어

클립보드
복사 통제

화면 캡쳐 금지,
인쇄 금지

고객개인정보
핵심설계
CAD 도면

제품디자인
그래픽자료 생산/제조관리

제조관련
특허기술자료

관리 대상







• 30유저이상사용가능

• 사내구축서버로직접관리가능

• 영구라이선스외에도렌탈방식가능

현장구축형 (on-premise) 클라우드 서비스

• 5인이상사업장어디나사용가능!

• 전산실및관리장비·인력없이활용가능

• 매월사용한용량만큼의저렴한과금

• ClouDoc과동일한기능제공!

• 고객사별구분된키로암호화저장





* ClouDoc은 패키지 상품이 아닌 각각의 모듈로 구매







• Google mail

• Skype

• Whats app

• Facebook

• We chat

• Kakaotalk …

• Google drive

• One Drive

• Drop Box …







문서의 메타 정보에 대한
검색 기능 제공

윈도우탐색기에서
직접 내용 검색 가능

다양한 파일 포맷의
내용 검색 기능 제공

스캔 문서의 인덱싱 및
내용 검색 기능



파일 및 폴더를 암호화하여
협력사에 전달

OTP, 실시간 차단, 
열람횟수 제한으로 보호

파일을 첨부 및 링크로 전달 오프라인의 경우 암호를 통한
인증방식 제공

문서 종류 관계없이
적용 가능

용량 제한 없는
링크 전달 가능



DMZ 구간
- 대외 문서 교환 서버

협력사에 문서 링크
발송 / 문서 수신

협력사의 문서
다운로드 부인 방지 (OTP)

기간 만료문서
삭제 요청 프로세스



내부망 모드 / 외부망 모드
망간 자료 교환



어플리케이션, 확장자, 경로 등
로그 취득 대상을 제한

로그 대상이 되는 파일 작업을 지정
(파일 생성, 읽기, 쓰기, 이름변경, 복사, 이동 등)

각종 로컬 디스크
입출력 기록

여러 정책을 사전에 생성하여 관리
(조직도상의 개인, 부서에 대해 적용할 정책 지정)

각종 로그 관련 통계 차트 제공



오피스 문서
변환 기능 제공

다운로드 없이 열람이 가능한
문서 스트리밍 기능

(그룹웨어, 웹메일, … 등에 적용가능)

모바일 기기에서 PDF 문서에
판서 삽입

(글씨, 도형, 밑줄, 강조, 취소선)



개인문서함 / 부서문서함 별
개인정보 검출 정보 제공

개인정보 검출 문서에 대한
사용자 / 관리자용 기능

팀장 / 서비스 관리자 등에
Email 보고



문서 종류 관계 없이
버전 관리

3D CAD도면 버전 관리에 유용 예약 백업, 증분 백업, 
유사시 복원



문서반출, 링크메일, 결재 승인 등의
Push 서비스

iOS와 안드로이드 기반의
디바이스 기기 지원













고객 개인정보 보호

로컬디스크 내 개인정보 저장 금지

회사 내 모든 PC를 확인할 필요없이, 고객 개인정보를 단일 포인트로 관리



수신 부인방지 및 사후 삭제 관리

Email OTP
(부인방지 기능)

부인방지Email OTP
개인정보

사용기간 만료

(ex.경찰, 정부, 협력사등)

고객 개인정보 보호

개인정보 삭제 요청

대외 협력기관



ㅇㅇㅇㅇ

Ransomware 대책



ㅇㅇㅇㅇ

VDI환경에서 ClouDoc

보안 강화 / 업무 효율성 향상 / 협업환경 구축



Internet Internet

NetworkLock



01 02 03

영업 시 활용

Paperless



Paperless 효과

[ Paperless 만족도 조사 ]

만족

보통

불만족



외주 업체 직원의 유출방지



CAD 도면 유출 방지

버전관리기능으로
문서복원가능

로컬 PC를 거치지 않고
중앙문서함 바로 저장

로컬PC 및매체저장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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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up Solution























DBMS서버 Text 파일

데이터베이스 DUMP

백업장비

백업

백업장비

백업













▲ 백업스케줄 관리

◀ 백업 로그



▲ 백업 탐색기 ▲ 백업 스케줄

▲ 통계 ▲ 백업로그



백업 스케줄 관리 ▶

▲ 백업 탐색기 ▲ 백업 로그



스케줄수정이불가
백업탐색기에서다운로드불가(삭제가능)

스케줄수정가능(백업일정및스냅샷수정가능)
다운로드가능



◀ 서버 모니터링

▲ 대시보드 ▲ 백업 로그



고객사 1 고객사 2 고객사 3 고객사 4

각 별도 암호화 키 제공

Multi-tenancyCBO 서버









Youtube ‘mcloudoc’

를검색하세요!

검색창에서

mcloudoc.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