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력 비용 관리는 한눈에 효율적으로,
문서 관리는 클라우드에서 안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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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ocera Cloud Print and Scan

교세라 클라우드 프린팅 솔루션으로
최적화된 문서 보안 및 비용 관리를 경험해보세요.



        

기업 고객에 최적화된 Kyocera Cloud Print and Scan은 오피스 내 전체 출력 비용을 한눈에 모니터링하고,  
별도의 서버 추가 없는 간편한 도입 및 사용을 지원하는 클라우드 프린팅 솔루션입니다.

출력 비용 관리는 한눈에 효율적으로,
문서 관리는 클라우드를 통해 안전하게.

Kyocera 
Cloud Print and Scan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출력 및 스캔 안전한 문서 보안

효율적인 출력 매수 관리 간편한 도입 및 사용

클라우드에 등록된 기기라면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간편하고 빠르게 인쇄 및 스캔 작업이 가능합니다. 

복합기에서 개인 인증을 거친 후 인쇄가 진행되도록 설계되어 
출력물 방치로 인한 정보 유출의 위험을 방지합니다.

사내에서 설정하는 출력 관리 정책에 따라 출력 매수 및 기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보고서를 통해 사용자/그룹/기기 별 비용 효율성을 한눈에 
파악하고, 매수를 조정하여 출력 비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솔루션을 위한 서버 설치 등 별도의 IT 인프라 도입이나 관리가  
필요하지 않아 초기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도입 및 사용 방법이 
쉽고 간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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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인 요금제
Kyocera Cloud Print and Scan은 서비스 사용량에 비례하여 
비용을 지불하는 pay-per-use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초기 투자 비용이 필요하지 않아 비용 절감 효과가 뛰어납니다. 

안전한 보안
스풀(Client Spooling) 기능을 통해 고객의 네트워크에 출력물을 
안전하게 저장하고, 클라우드에 저장된 문서는 모든 기기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  메타데이터는 클라우드(AWS)에 저장됩니다. 

클라우드 솔루션의 장점: 

Key Features

인쇄 매수 상한선 설정 및  
인쇄 규칙 적용 기능
사내 출력 관리 정책에 따라 출력 인쇄 매수 상한선을 
설정하여 사내에서 출력되는 인쇄 매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전체 출력 비용을 효과적으로 절감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인증 방식 기반의
높은 문서 보안
사용자 ID, 카드, 또는 PIN 코드 인증 등 다양한 방식의  
사용자 인증 후 인쇄 작업이 진행되도록 하여 
높은 문서 보안성을 제공합니다.

타사 클라우드 스토리지와의 
자유로운 연동
OneDrive™, Google Drive™, Box™  등  
주요 클라우드 스토리지와 통합 연동되어  
더욱 자유롭고 편리한 인쇄 및 스캔 작업이 가능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가능한 
인쇄 및 스캔 작업 
고객사의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 
교세라 HyPAS를 지원하는 모든 복합기에서의 
인쇄 및 스캔 작업을 지원합니다.

보고서 생성 
Kyocera Cloud Print and Scan은 전체 출력 비용 
및 사용 패턴 등을 분석한 분석 리포트를 제공하여 
비즈니스 관리 운영에 올바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팩스 포워딩
타사 클라우드 스토리지와의 폭넓은 연동으로  
복합기에 수신된 팩스 문서 내용을 모바일을 통해  
클라우드에 접속하여 언제 어디서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산성 향상 
Kyocera Cloud Print and Scan은 클라우드 기반 인쇄 및 스캔 
어플리케이션으로, 클라우드를 이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인쇄 및 스캔 작업 수행이 가능해 업무 생산성을 크게 높입니다.

걱정 없는 유지보수
Kyocera Cloud Print and Scan은 별도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작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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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세라 도큐먼트 솔루션스는 언급된 사양에 오류가 없을 것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카탈로그 내 사양은 별도의 사전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카탈로그 내 정보는 공표 시점 기준에서 정확하며, 기타 브랜드 및 제품 이름은 해당 소유자의 상표 또는 등록 상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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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이언트 운영 체제: 
 + Windows 8.1 이상
 + MacOS 10.13 이상 (*M1 칩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지원 브라우저:

 + Google Chrome
 + Microsoft Edge (Chromium)
 + Safari 

호환 기기: 
 + 교세라 HyPAS를 지원하는 모든 복합기* 

지원하는 타사 클라우드 스토리지: 
 + Google Drive™
 + OneDrive™ 
OneDrive for business

 + Box™ 
Box Enterprise / Enterprise plus 
Box Business / Business plus

*호환 기기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www.kyoceradocumentsolutions.com/kr)

Specification

클라우드 기반 인쇄 및 스캔 솔루션
Kyocera Cloud Print and Scan 을

웹사이트를 통해 자세하게 확인해보세요. 

교세라 도큐먼트 솔루션스 코리아 주식회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