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king Folder 주요 사양 및 기능
주요 사양 및 기능
항목

내용

사용자 수

캐비닛 당 사용자 10-500 명

용량

캐비닛 당 100 GB - 5000 GB

파일 크기

파일 당 최대 5 GB *1

각 캐비닛에 저장 가능한
문서 수

최대 5000000 건

각 캐비닛에 저장 가능한
폴더 수

최대 100000 개

통신 경로의 암호화

SSL (SSL 3.0 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인증

관리자에 의한 사용자 등록
비밀번호를 이용한 사용자 인증

액세스 권한

공유 드로어 내 폴더 및 전체 드로어에 대한 각 사용자/그룹의 액세스 권한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사용자/그룹의 액세스 권한 설정은 최대 100 건까지 가능합니다).

액세스 컨트롤

IP 주소로 액세스 컨트롤 가능

로그 관리

문서 조작 로그 저장 및 표시 (최대: 1 년)

저장 기간

관리자는 공유 드로어 및 휴지통의 문서/폴더 저장 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저장 기간 옵션:[무제한](기본값), [30 일], [60 일].

이메일 통지

문서가 저장될 때 이메일 통지 전송

문서 공개

문서는 웹 링크의 이메일 통지에 의해 특정 기간 동안 공개가 가능합니다.

버전 컨트롤

최대 100 개 버전(문서별로 변경 가능)

문서/폴더 조작

새 폴더 생성
파일 / 폴더 이동
파일 / 폴더 삭제 (휴지통에서 복구 가능)
파일 / 폴더 이름 변경

사용자 지정 로고

Home 화면에 고객의 로고 이미지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PC (웹 브라우저)

웹 브라우저에서 파일 업로드 및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PC (DocuWorks Desk)

드래그 앤 드롭 조작 *2 *3 으로 DocuWorks Desk 에서 파일 업로드 및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DocuWorks Document Tray Option *4 에 대한 저장 위치로 Working Folder 내의 폴더를
선택합니다.

모바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5 을 사용하여 파일 업로드 및 다운로드

복합기

Working Folder 로 스캔하고 Working Folder 에서 프린트하며 Job Flow *6 를 이용하여
자동 라우팅이 가능 *7

*1:

웹 UI 를 통해 업로드 시.

*2:

DocuWorks 7.3 또는 그 이상의 버전이 필요.
이 내용은 2018 년 11 월 현재의 내용입니다.

*3:

DocuWorks Extended Folder for Working Folder 1.1 이상.

*4:

DocuWorks Document Tray Option 1.2 이상.

*5:

DocuWorks Viewer Light (iOS) 또는 DocuWorks Viewer Light (Android)가 필요합니다. DocuWorks Viewer Light
(iOS)는 App Store 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DocuWorks Viewer Light (Android)는 Google
PlayTM 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6:

수신되는 팩스 문서의 자동 라우팅 지원.

*7:

지원되는 파일 포맷: DocuWorks (XDW), DocuWorks 바인더 (XBD), PDF, TIFF.

이 내용은 2018 년 11 월 현재의 내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