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oud Service Hub
빠르고, 확실하고, 안전하게 업무를 지원하는 Cloud Service Hub

모든 것을 하나로
Cloud Service Hub 를 통해, 클라우드 서비스를 한 차원 높은 수준으로 업무에 활용해 보세요. 편리하고 안전하며 원활한 스캔-저
장-프린트 워크플로를 통해, 클라우드를 활용하는 기존 업무를 한층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복합기 UI에서
Cloud Service Hub
로 들어가, 다양한 공용
클라우드 서비스에
액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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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성 향상을 위한 솔루션을 찾고 계신가요?

한발 앞선 기업이 되려면

오늘날, 파일 공유, 파일 저장의 툴로 클라우드를 활용하는 중소기

스마트한 업무 처리, 신속한 대응,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경쟁

업이 점점 늘어남에 따라, 여러 클라우스 서비스의 정보 동기화,

우위를 점하고 계속 유지하기 위해, 중소기업에게 현재 요구되는

종이 문서 전자화 등의 기술적인 과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사항입니다. 후지필름비즈니스이노베이션는 번잡함을 없애 업무를

대다수의 클라우드 솔루션은 각 기기에서 각기 다른 순서를 거쳐

효율화하고, 사용자 경험을 향상시켜 드리고자, 기존에 사용하던

이용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는 IT에 문외한인 사용자에

여러 클라우드 시스템을 하나의 인터페이스에서 이용할 수 있는

게 매우 어렵고 시간 소모적인 일이기 때문에, 모처럼의 기회를 놓

Cloud Service Hub 서비스를 선보입니다. 단순히 데이터를 스캔,

친다거나 오류 발생으로 시간을 낭비하거나 좌절감을 맛봄으로써

저장, 공유하기 위한 서비스가 아니라, 클라우드 통합 시 발생할 수

팀의 업무 흐름을 정체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있는 복잡한 작업을 생략해 팀의 실적을 향상시키고, 클라우드 활
용의 이점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클라우드 정보 최적화로 기업 이윤 창출
Cloud Service Hub 로 업무 시간은 단축, 커뮤니케이션 오류는 감소시켜,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과제인 사업 성장과 이윤 극대화
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왜 Cloud Service Hub일까?
Cloud Service Hub 는 Single Sign-On 기능을 통해 여러 클라

Hub 를 통해, 외근 중에도 항상 팀과 연결되어 있어, 안심하고 효

우드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하여, 정보를 교환하고, 관리할 때 사

율적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든 인터넷만 연결되

용하는 표준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파일을 검색할 때에는 하

어 있으면 됩니다.

나의 키워드를 입력하기만 하면 되므로,모든 폴더를 찾아 볼 필요

확장성이 뛰어난 본 서비스는 데이터 수집, 전자화, 저장 등 고객

가 없습니다.

의 진화하는 니즈에 부응하는 최적의 솔루션이 되어, 불필요한 비

또한, 스캔 데이터를 바로 클라우드에 저장하여, 사용자의 PC, 노

용을 감소시켜 드릴 것입니다.

트북, 모바일 기기 등에서 프린트할 수 있습니다. Cloud Service

스마트하고 신속하고 손쉽게 클라우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팀의 업무를 지원.
Cloud Service Hub 를 통해 다음과 같은 일들이 가능해집니다.
협업 강화
최신 정보를 팀 내부에서 간편하게 공유할 수 있습니다. 팀 일원들은 어떤 복합기에서나 콘텐츠를 실시간으로
스캔하여 업로드할 수 있으며, 최신 버전의 문서를 공유 폴더에 저장해 서로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파일을 바로 손에 넣기
의 Working Folder를 비롯하여, Box®, Dropbox®, Evernote®, Google Drive™, OneDrive /
OneDrive for Business, SharePoint Online과 같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이러한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데이터를 스캔, 프린트할 뿐만 아니라, Single Sign-On
기능으로 여러 클라우드 플랫폼에 액세스하고 이러한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데이터를 스캔하거나 프린트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의 검색으로 필요한 파일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파일 저장 위치를 정확하게 기억할
필요가 없습니다.

파일 변환 시간 단축
프린트할 문서나 이미지, 데이터를 전송하기 전에Cloud Service Hub가 각기 다른 파일 형식을 PDF 파일로
자동 변환하므로, 작업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Microsoft Office, DocuWorks, TIFF, JPEG 등 다양한
파일 형식을 지원합니다.

고도의 데이터 보안
Cloud Service Hub로, 데이터 보안에 대한 걱정이 사라집니다. 강력한 보안 환경에서 데이터를 전송하며,
SSL 인증서, SSL 암호화, 데이터 센터 보안 준수를 통해 클라우드 저장소를 보호합니다.

Cloud Service Hub 주요 사양 및 기능
주요 기능
항목

내용

지원 클라우드 서비스

Box®, Dropbox®, Evernote®, Google Drive ™ ,
OneDrive / OneDrive for Business, SharePoint Online,
Working Folder

등록된 사용자 수

최대 20000 명 ( 관리자 포함 )

해상도

600 dpi, 400 dpi, 300 dpi, 200 dpi

지원 형식

흑백 바이너리 : DocuWorks 문서 , PDF
그레이스케일 / 풀 컬러 : DocuWorks 문서 / 고압축
DocuWorks 문서 , PDF / 고압축 PDF

문자 인식
(OCR)

지원 언어 : 한국어 , 영어 , 중국어 번체 , 중국어 간체 , 태국어 ,
베트남어 , 일본어

문서 가공

공백 페이지 절약 , 자동 회전 , 기울기 보정

스캔 기능

파일 검색

프린트

보안 기능

교차 검색

프린트 형식

DocuWorks (*.xdw)
DocuWorks Binder (*.xbd)
Microsoft Word (*.doc, *.docx)
Microsoft Excel (*.xls, *.xlsx)
Microsoft PowerPoint (*.ppt, *.pptx)
OpenDocument 텍스트 (*.odt)
OpenDocument 스프레드시트 (*.ods)
OpenDocument 프레젠테이션 (*.odp)
OpenDocument 그래픽 (*.odg)
PDF 문서 (*.pdf)
이미지 (*.tiff, *.jpg, *.png)
Google Drive ™의 Google Docs
Google Drive ™의 Google Sheets
Google Drive ™의 Google Slides
Google Drive ™의 Google Drawings
Evernote® 의 Note

관련 기능

프린트 금지 ( 테넌트 / 그룹 )

통신 경로
암호화 방식

TLS 를 통한 암호화 통신

SSL 인증서

RSA 2048 비트 키 길이

SSL 암호화

256 비트 암호화로 전송 시의 데이터 보호

액세스 제한

클라우드 서비스로의 액세스를 사용자별로 제한
테넌트로의 액세스를 IP 주소로 제한 *1

웹 브라우저 작동 환경
Windows OS 환경
항목

내용

웹 브라우저

Internet Explorer 11
Microsoft Edge
Mozilla Firefox
Google Chrome ™

지원 언어

한국어 , 영어 , 중국어 번체 , 중국어 간체 , 태국어 , 베트남어 , 일본어

Mac OS 환경
항목

내용

웹 브라우저

Mozilla Firefox
Google Chrome ™
Safari

지원 언어

한국어 , 영어 , 중국어 번체 , 중국어 간체 , 태국어 , 베트남어 , 일본어

iOS 환경
항목

내용

웹 브라우저

Google Chrome ™
Safari

지원 언어

한국어 , 영어 , 중국어 번체 , 중국어 간체 , 태국어 , 베트남어 , 일본어

Android™ 환경
항목

내용

웹 브라우저

Google Chrome ™

지원 언어

한국어 , 영어 , 중국어 번체 , 중국어 간체 , 태국어 , 베트남어 , 일본어

Data Center
ISO 27001 및 SOC 2 보안 표준에 따라 설비 내에 서버 배치
Security 준수
인증 기능

싱글 사인 온 (SSO) 지원

지원되는 클라우드 ID 관리
서비스

Azure Active Directory

지원 언어

한국어 , 영어 , 중국어 번체 , 중국어 간체 , 태국어 , 베트남어 , 일본어

*1: IPv4 글로벌 IP 주소만 지정할 수 있습니다 .

fujifilm.com/fbkr

사용 가능한 모델은 국가/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업 담당자에게 문
의하십시오.

한국후지필름비즈니스이노베이션 주식회사

본 카탈로그에 나온 제품 사양, 외관, 기타 세부 정보는 개선을 위해 사전 고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11길 19 배재정동빌딩B동
전화 1544-8988

상표 FUJIFILM과 FUJIFILM 로고는 FUJIFILM Corporation의 등록 상표 또는 상
표입니다.
DocuWorks 와 Working Folder 는 FUJIFILM Business Innovation Corp의등록
상표 또는 상표입니다.
Microsoft, Windows, Azure, Active Directory, Excel, PowerPoint, 및 Internet
Explorer 는 미국 또는 그 외 국가에서 Microsoft Corporation의 상표 또는 등록
상표입니다.
기타 제품명, 회사명은 각 회사의 등록 상표 또는 상표입니다.
카탈로그에 있는 제품 사양, 외관 및 기타 세부 내용은 사전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
니다. 카탈로그에 있는 제품 색상은 용지, 잉크의 성질로 인해 실제 색상과 다르게 보
일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하여

사용하기 전에 취급설명서를 정독한 후 , 올바르게 사용해 주십시오 . 올바른
전원 , 전압인 상태에서 사용해 주십시오 . 접지 상태를 확인해 주십시오 . 고
장이나 누전이 발생할 경우 , 감전될 우려가 있습니다 .
이 내용은 2021년 10월 현재의 내용입니다. PIC-0180 KR (2104-R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