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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Z Charger  Suite
01
문서 보안/출력 인증 솔루션

02
비용 관리/절감 솔루션

03
복합기 리소스/사용현황 관리
솔루션

04
고객사 리소스 절감 솔루션

What is EZ Charger Suite?

EZ Charger Suite 는 사용자 인증을
통해서, 문서의 인쇄, 복사, 스캔,  팩스
작업을 모니터링하며 관리/제어 할 수 있는
복합기 보안/인증 관리 솔루션입니다.



Why do we need EZ Charger Suite?

동일한 네트워크 내에

서버 없이 최대 10대 까지



사용자 인증을 통해
문서 보안 향상

보안

관리
기업의 리소스 사용을

모니터링/제어

환경
종이 및 자원 낭비 방지 (탄소배출)

정보 유출 방지

허가 되지 않은 사용자의 출력에
따른 기업 정보 유출 위험 감소

효율적인 프로세스

사무 도구 및 시스템 관리의
효율성 향상

Why do we need EZ Charger Suite?



User Authentication

- 카드 인증
- 사용자 아이디 & 비밀번호

기본 인증 간편 인증 모바일 인증

- PIN 번호 인증
- Microsoft Azure 인증

- Pattern 인증
- Shake 인증

6 가지의 인증방식 제공



EZCS UI



EZCS UI



EZCS UI



EZCS Mobile Scan

스캔 to

모바일



EZCS Log Management

01

Job Log

02

Account Log

03

Graph Filters

04

Basic Fitters



EZCS Admin Tool

- 사용자 로그/사용량 관리
- 자체 백업 기간 (제한 없음)

EZCS-Admin Tool



EZCS Admin Tool

- 사용자 추가/삭제/변경

EZCS-Admin Tool



EZCS Admin Tool

- AD 연동 / RSI 연동

EZCS-Admin Tool



RSI 
(Ricoh Smart Integration)

EZCS Hybrid
(EZCS + RSI)

EZ Charger Suite
(Server & Serverless)

Private

On-Premise
Public

Cloud
Hybrid

What is EZCS Hybrid

Hybrid (하이브리드) 출력이란, On-Premise 와 Cloud 의 두 세계의 장점을 하나로 합친 컨셉입니다. 이 컨셉은 사내에 구축형
인프라와 클라우드 출력의 결합입니다.
하이브리드 프린팅은 On-premise 와 Cloud 의 장점을 모두 쓸 수 있기 때문에 옵션이 더 많아지고 유연성이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비즈니스 Critical 한 중요한 데이터는 On-premise 방식을 사용할 수 있고, Cloud는 접근의 용이성, 어느 네트워크
에서나 출력이 가능한 장점을 극대화 할 수 있습니다.



전환의용이성
On-premise 와 Cloud 
platform 을 자유롭게
이동

모바일/재택
5G, LTE, 가정용 Wi-Fi 
어디서나 자유롭게 이용
가능

보안성유지

비즈니스 Critical 데이터는
사내인프라를사용합니다.

클라우드의유연성

Ricoh Cloud 출력

퍼블릭클라우드서비스
연계 (Office 356, 

Google, Dropbox 등)

리소스의확장성

EZCS Hybrid Value



EZCS UI

온프레미스와클라우드를동시에사용하는하이브리드 방식



EZCS Hybrid

온프레미스와클라우드를동시에사용하는하이브리드 방식



EZCS Hybrid

온프레미스와클라우드를동시에사용하는하이브리드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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