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서중앙화�클라우독

초소형�모노�소켓�타워형�서버, 후지쯔�데스크탑�서버



중소 기업 및 공간 제약 환경에 적합한 초소형 모노 소켓 타워형 서버로, 강력한 성능을 제공
모바일 페이퍼리스 환경으로 종이 사용은 최소화 하고 업무는 편리하게

후지쯔
데스크탑 서버 어플라이언스

PC, 노트북, 
태블릿 PC, 스마트폰

고속 유무선

1GB 네트워크
최근 7일 

문서, 날짜별 백업!

후지쯔
데스크탑 서버

외장 스토리지



최근 7일 문서 날짜별 백업 
만일의 경우 모든 문서 며칠 전 그대로 복원 가능!

랜섬웨어 대응
정보유출 방지 한꺼번에!

외부인은 물론 전현직 직원에 의한 정보유출 방지로 최첨단 기술정보, 
고객 개인정보 등의 유출을 방지

클라우독 보안 기능으로 PC 에 침투한 랜섬웨어의 중앙 문서함 접근을 
차단하고 랜섬웨어 방지 관련 각종 서비스 제공



클라우독
지원기능

Disk Lock Disk Lock 

Plus

Mobile

Support

문서 관리 & 문서 협업

SW 설치파일 관리

커뮤니티 기능

윈도우 탐색기 UI 지원

화면 캡쳐 금지

인쇄 금지

인쇄 로그 정보 제공

클립보드 복사 금지

프린트 워터 마크

iOS,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UI 제공

디바이스 등록, 위치추적, 원격 삭제

개인/부서/공용 문서함 열람

외부에서 Proxy서버를 통한 내부 접속 

랜섬웨어  차단 기능

로컬 저장 금지

어플리케이션별 관리

반출 절차

Basic

Functions



Editors

Graphics

FTP

pdf reader

Messenger

Remote Support

CAD

Mail Client

Web Browser

MS Word, MS Powerpoint, MS Excel, HanGul(HWP), JungUMGW, NotePad, WordPad, 
UltraEdit, Evernote, OneNote

PhotoShop, Illustrator, InDesign

XFTP, WinSCP, FileZilla

Acrobat(Reader, PDF), Foxit Reader, NPDF

NateOn, Ucware Messenger, KakaoTalk, Naver LINE, Skype, Naver BAND, 
HiworksMessenger

Windows Remote Desktop

AutoCAD(2006~2016), AutoCAD LT(2015~2016), Inventor(2012~2017), ZwCAD(2017), 
SolidWorks

MS Outlook

Internet Explorer, Firefox, Safari, Chrome

<Disk Lock 정책지원 어플리케이션>

*주의  l 추가적인 어플리케이션 정책 설정은 별도 비용(개당 50만원/VAT별도)



제품구성
클라우독 후지쯔 데스크탑 서버 
50유저 이하용제품명

Basic, Mobile, DiskLock, DiskLock Plus

30~50 유저클라우독

최대 50유저용 Desktop Server
외장 스토리지(8TB * 4/Raid5)장비



장비스펙
30~50 유저

무상 3년 AS
3.5 GHz 4 Core *1, 16 GB RAM, 128 
GB OS SSD, 2 TB 7200 rpm SATA * 5
Proraid 4 Bay

*장비 모델은 기술 발전에 따라 
명기된 스펙 이상으로 상향 변경 가능

저소음, 저열량으로 PC처럼 책상위에 놓고 사용이 가능!
무상유지보수기간 3년, NBD(Next Business Day)로 익일 지원

무상 1년 AS
외장 스토리지 케이스, Raid 0/1/3/5/10, 
USB3.0(Max 5.0 Gbps)+eSATA, 
Hot Swap 8TB SATA * 4(Raid 5)

12.6 x 16.6 x 21.5 cm, 1.65 kg
(하드디스크 제외 무게)

외장 스토리지

후지쯔 데스크탑 서버



납부 방식

연간사용료 연간사용료 연간사용료

도입 첫 해
(N년)

N+1년 N+2년 N+X년

도입비용
(장비, 엔지니어비)

&
연간사용료



클라우독
도입효과

시간과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사내 업무가 가능하며, 
전사 업무문서가 체계적으로 중앙 관리 됩니다. 

또한, 인수인계 시 폴더를 빠르고 쉽게 이동 시킬 수 있습니다. 



이동 중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만 있으면 
문서함에 접속 가능

급한 업무 요청도 모바일로 신속하게 
처리 가능

기존 카페 기능을 대체하는 
협업 및 커뮤니티 공간 제공

데이터 인계 기능을 사용하여 
업무 이관을 한번에 해결 가능

부서문서함의 체계적 관리와 다양한 
검색기능으로 업무 효율성 향상

PC가 고장나거나 분실되어도 계정 
로그인 만으로 다른 PC로 업무 지속 가능

사용자 혜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