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ice Log Service
복합기 출력 로그 집계 서비스

전용 서버나 별도의 소프트웨어 없이

복합기 사용 현황을 Web UI에서 집계·참조.
비용 관리를 효율화하여 TCO 절감 효과 추진.
Device Log Service는 기계의 사용 현황을 Web 브라우저를 사용하여 집계·참조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집계 결과는 표나 차트로 보기 쉽게 색으로 구분되며 출력도 가능합니다.
대상 기계 및 사용자 ID로 필터링하여 집계할 수 있어 개인이나 부문별로 비용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EP-BB*를 계약한 복합기와 인터넷에 연결할 수 있는 PC만 있으면 바로 운용이 가능합니다.
전용 서버를 지정할 필요가 없으며 사무실의 TCO 절감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습니다.
* 후지필름비즈니스이노베이션 제공하는 복합기 관리 서비스.

이런 일을 간단하게 추진할 수 있습니다.
손쉽게
도입

TCO 절감

특별한 설비나 수고가 필요치 않고 손쉽게
비용 절감의 PDCA 사이클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표나 차트 통하여 한눈에 사용량을 볼 수
있어
사내의 절약의식을 드높입니다.

상세하게
관리

기계의
최적 배치

기기나 사용자별 사용량을 집계 가능.
상세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부문별 사용량도 알 수 있어 각 부문에
합리적으로 복합기를 배치할 수 있습니다.

간편하고 사용하기 쉬운 조작 화면
개요 화면 — 모든 사용 현황 목록
Device Log Service에 로그인하면 처음에 표시되는 ‘개요’ 페이지. 여기에는 관리하고
있는 기계 목록 및 '이번 달 사용 현황'이 표시됩니다. 화면 상단에 있는 메뉴에서 각 기능
페이지로 표시를 전환할 수 있습니다.

부문 집계 결과
사용자별 집계 결과

집계 설정 화면

개요 화면

사용 현황 집계 — 집계 패턴 등록도 가능

기계에서 사용 현황 확인

사용자 및 기계별로 사용 현황을 집계하거나 사용 현황 데이터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계 조작부에서 이번 달 사용 현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사용자에게 전달하는 메시지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양면/2-up 설정을 권장하는
메시지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여러 테넌트의 사용 현황을 일괄적으로 집계할 수 있습니다. 집계 대상이나 항목 등을 용도에
맞추어 세부적으로 설정하고 집계 결과를 차트화할 수 있습니다. 한번 설정한 조건은 “집계
패턴”으로 등록하고 다음번 이후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컬러, 흑백별로 단가*를 설정하면
금액을 환산하고 차트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 Multifunction Device Linkage Tool을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 단가 설정은 기종 공통입니다.

기계 조작부에서 사용 현황 확인

차트 종류
- 원형 차트
- 막대형 차트(가로/세로)
- 꺽은선형 차트
- 영역 차트

부문별 집계 예

기계에서 사용 현황 표시 화면

기계 관리

사용자 관리

Device Log Service

최대 10000명까지

가 관리하고 있는 기계의
상세 정보 표시. 목록
표시와 상세 표시를
전환하거나 집계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추가
및 정보 업데이트도
간단합니다. 사용자
정보를 CSV 형식으로
내보내거나 등록할 수
있습니다.
또한 Azure Active
Directory, LDAP 서버
사용자 정보를 동기화할
수 있습니다.

상세 화면

Job Log Analyzer(작업 로그 집계 도구)*

사용자 관리 화면

Device Log Service의 구조

Device Log Service에
저장된 작업 로그를 집계하여,
독자적인 리포트나 상세
차트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Internet

고객

세부 통지
간이 통지

*Job Log Analyzer는 Device Log
Service ‘도움말’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EP센터

Device Log
Service

시스템
관리자
클라이언트

Job Log Analyzer 화면

집계 결과
집계 실행

Device Log Service 의 동작 환경
동작 환경/클라이언트 PC
항목

지원 운영 체제*1

웹 브라우저

연결할 소프트웨어

내용
Windows 10 Home (32bit/64bit)
Windows 10 Pro (32bit/64bit)
Windows 10 Enterprise (32bit/64bit)
Windows 10 Education (32bit/64bit)
Windows 8.1 (32bit/64bit)
Windows 8.1 Pro (32bit/64bit)
Windows 8.1 Enterprise (32bit/64bit)
Internet Explorer 11
Microsoft Edge
Mozilla FireFox
Google Chrome™ *2
Microsoft Outlook 2019
Microsoft Outlook 2016
Microsoft Outlook 2013
Mozilla Thunderbird
Internet Explorer 11

*1： OS 는 일본어 이외 ( 영어 , 중국어 번체 , 한국어 , 태국어 ) 도 지원합니다 .
*2： 멀티 테넌트 집계 기능을 사용하려면 웹 브라우저를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

Job Log Analyzer 동작 환경
항목

내용
64비트 버전

32비트 버전
Windows 10 Pro
(32bit/64bit)
Windows 10 Enterprise
(32bit/64bit)
Windows 10 Education
(32bit/64bit)
Windows 8.1 Pro Update
(32bit/64bit)
Windows 8.1 Pro
(32bit/64bit)
Windows Server 2016
Standard (64bit)
Windows Server 2012 R2
Standard (64bit)

지원 운영 체제

Windows 10 Pro (64bit)
Windows 10 Enterprise
(64bit)
Windows 10 Education
(64bit)

CPU
하드 디스크 용량
메모리
표시
필요한 하드웨어

Pentium® III 1 GHz 이상
사용 가능한 공간 4 GB 이상
256 MB 이상
XGA (1024×768픽셀) 이상
DVD-ROM 드라이브

필요한 소프트웨어

Microsoft Excel 2019 (32bit) *1*2
Microsoft Excel 2019 (64bit) *1*2 Microsoft Excel 2016 (32bit) *1*2
Microsoft Excel 2013 (32bit) *1*2

중요 :	Microsoft Excel 의 사용자 지정 설치를 위해서는 Microsoft Visual Basic for Applications 를 반드시 설
치해야 합니다 .
*1： 호환 모드만 지원됩니다 .
*2：	각 운영 체제상에서 해당 운영 체제와 동일한 언어로 된 Microsoft Excel 버전을 사용해야 작동이 보장됩니
다

EP-BB
기기의 안전 가동을 지원
EP-BB 는 브로드밴드 네트워크의 활용에 의해 복합기 도입 후의 관리 업무를 무상으로 지
원하는 서비스입니다 . 만일의 고장이나 소모품 품절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동시에 희망에
따라 기기별 가동 상황을 보고 , 효과적으로 활용 할 수 있습니다 .

미터 카운터 정보
소모품 정보

고객의 환경

EP-BB

고장 정보

※ 당 서비스 개시에는 고객의 신청이 필요합니다 . 또한 , 일부 지역 , 계약 형태에 따라 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당사 영업사원에게 문의하여 주십시오 .
※ EP-BB 는 고객의 희망에 따라 당사 고객 서비스맨이 본체에 기능을 설정합니다 .

소모품 보충
점검·수리
후지필름비즈니스이노베이션
EP센터

※ 브로드밴드 등 네트워크에 관한 회선 비용은 고객의 부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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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crosoft, Windows, Windows Server, Excel, Microsoft Edge, Internet
Explorer, Outlook 는 미국 또는 그 외 국가에서 Microsoft Corporation의 상표 또
는 등록 상표입니다.
Pentium 로고 는 미국 및/또는 기타 국가에서 Intel Corporation 의 등록 상표또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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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79 KR (2104-R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