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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씨엘시스템즈

• Web 2 FAX

• Print 2 FAX

• FAX 2 Al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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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IEL 전자팩스 시스템 개요

•송·수신이력및문서통합관리

•개인정보법시행으로보안강화

•통합관리로문서유실최소화

•종이, 토너등소모품낭비

최소화

•저탄소배출로그린 IT구현

변화와혁신

전자팩스도입으로
인한변화

주요기능

• Web 2 FAX 서비스기능

• Print 2 FAX 서비스기능

• FAX 2 Alter 서비스기능

• SSO 및조직도/사용자동기화

• Web Image View

전자팩스솔루션은네트워크로연결된자신의다양한디바이스(PC, Mobile) 환경에서팩스문서를보내고받을수있

는기능을제공하며기관과기업의새올행정시스템및온나라시스템, 그룹웨어등 다양한응용프로그램과손쉬운연

동기능을지원하는전자팩스솔루션입니다.



2. CIEL 전자팩스 시스템 특장점

팩스솔루션

“대용량안정성이검증된솔루션

•사용자 PC에서 Active X 설치 없이 팩스문서를 볼 수 있는 이미지 뷰어 S/W 제공

•팩스 수신문서 이미지 암호화 및 복구화로 수신문서 보안강화

•기존 행정시스템(새올행정시스템, 시도포탈, 온나라시스템)과 연계를 통한사용자

효율성 및 운영 유연성 제공

•팩스기기 송수신 문서에 대해 통합관리 솔루션 제공(옵션)

• Web 2 FAX 서비스기능

• Print 2 FAX 서비스기능

• FAX 2 Alter 서비스기능

•동보전송(Broadcast Fax)

웹팩스클라이언트 3rdParty Application I/F

• SSO 자동로그인(새올행정시스템)

•사용자및조직정보동기화(SOAP)

•온나라시스템에서팩스전송

•디지털기반지능형팩스엔진

•장애감지모듈 탑재

•대용량동보전송기능제공

•비화전자팩스솔루션보유

https://www.google.com/url?q=http://en.innitel.com/IP swithboard-12.html&amp;sa=U&amp;ei=ufNdU-mdE4qQiQfRqIDABQ&amp;ved=0CDQQ9QEwAw&amp;usg=AFQjCNFVXL5nRd_HF3qRJRLa4HXpWFsnfA


2. CIEL 전자팩스 시스템 특장점

1

국내 200+
구축경험

국내최고수준의검증된솔루션

2

기존행정시스템과 연
계를통한 효율성제공

기존운용솔루션과연동에대한유연성
보장

새올행정

전자결재



2. CIEL 전자팩스 시스템 특장점

Web기반 Tiff 
Viewer 기능제공

Active X 설치없이 Tiff 파일 View 제공

3

4

팩스수신문서
이미지암호화

팩스수신문서이미지암호화및복호화로
수신문서보안강화



2. CIEL 전자팩스 시스템 특장점

5

팩스시스템모니터링 및
자동복구기능

장애발생요소모니터링및자동복구

6

종이문서기존방식

대로팩스전송(옵션)

팩스기기를통한송·수신문서를이미지화저장

관리(국내최초개발)



3. CIEL 전자팩스 시스템 구성(1)-Web FAX

IP PBX Fax Server

Fax In/out

IP네트워크

Web2FAX

Print2FAX

FAX2 Alter

FAX2 SMS

CIEL 전자팩스 솔루션은 교환기와 E1 PRI로 구성하며 네트워크로 연결된 자신의 PC에서 팩스문서를 보내고 받을
수있는 기능을 기본으로 제공하고 3rd Party Application(새올행정시스템, 시도포탈, 온나라시스템)행정프로그램
과 연계한 사용자 중심의 전자팩스 솔루션 입니다.

Web2Fax 서비스기능(팩스송수신)

: 웹 서비스상에서 팩스송신 및 수신확인 할 수 있는

웹 팩스기능을 제공, 언제 어디서나 웹 접근을 통하여

간단하게 팩스를 보내거나 받은 팩스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3rd Party      Application

새올/시도포탈 온나라

Print2Fax 서비스기능(팩스송신)
: 프린터 드라이버를 제공하여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에서의 인쇄기능을 통하여 팩스서버로 직접 팩스
전송요청을 합니다.(Print2Fax Device Driver 제공)

Fax2Alter 서비스기능(팩스송수신)
: 자신의 팩스번호로 수신된 팩스를 자신의 PC에
설치된 팩스 알리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Fax2Alter 서비스기능(팩스수신)
: 자신의 팩스번호로 수신된 팩스를 자동으로 문자로
전송하는 기능제공, 수신된 팩스현황을 자신의
핸드폰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CIEL 전자팩스 시스템 구성(2)-UMSFAX 시스템

새올행정시스템
전자팩스시스템

내부 행정망

사용자

DMZ(외부망)

외부망 행정통신 시스템IPPBX

E1 PRI

사용자
팩스송신 팩스수신

문자메시지

팩스메시지

통신망

모바일 접속

보안장비
보안장비

단방향 자료전송

통합메시지

통합발송

통합UI

(사용자web접속/모바일접속)

통합메시지



FaxSVR(송수신)

FaxDB(통신/DB))

FaxCVT(이미지변환)

FaxMon(모니터링)

CheckP(서비스감시)

Web UI(사용자)

Print 2 FAX

Fax Alter(알리미)

Image View

SSO및 동기화

팩스엔진 사용자 S/W

IP네트워크

Outbound
FAX User Experience

Inbound
FAX User Experience

3. CIEL 전자팩스 시스템 구성(3)- 주요모듈 구성

http://imagesearch.naver.com/search.naver?sm=ext&amp;viewloc=1&amp;where=idetail&amp;rev=17&amp;query=DBMS%EC%9D%B4%EB%AF%B8%EC%A7%80&amp;section=image&amp;sort=0&amp;res_fr=0&amp;res_to=0&amp;start=232&amp;ie=utf8&amp;img_id=news1380002014666_1&amp;face=0&amp;color=0&amp;ccl=0&amp;viewtype=2&amp;aq=0&amp;spq=0&amp;nx_search_query=DBMS&amp;nx_and_query=&amp;nx_sub_query=&amp;nx_search_hlquery=&amp;nx_search_fasquery=DBMS%EC%9D%B4%EB%AF%B8%EC%A7%80


3. CIEL 전자팩스 시스템 구성(4)- 기능구성도

연계시스템 SSO연동모듈 새올행정시스템 메신저/그룹웨어온나라시스템

전자팩스시스템기능구성

Home

공지사항

요약정보

팩스보내기

팩스보내기

보낸팩스함

팩스수신함

안읽은팩스

개인수신함

부서수신함

공용수신함

주소록

개인주소록

통계

통계보기

환경설정

개인정보관리

스팸관리

팩스함관리

알리미설정

직원주소록

지운팩스함

서식관리

문자전송

예약팩스함

지운팩스함

관리자

팩스내역

계정관리

환경설정

모니터링

보고서



4. CIEL 전자팩스 주요기능

팩스
송신

팩스
수신

팩스
관리

팩스
연동

팩
스

주
요
기
능

Web 2 Fax Service Print 2 Fax Service

송신결과 알림 서비스 재전송/예약전송/표지전송

C
ie

l Fax S
e
rvice

팩스 송신 기능

http://imagesearch.naver.com/search.naver?sm=ext&amp;viewloc=1&amp;where=idetail&amp;rev=17&amp;query=%ED%94%84%EB%A6%B0%ED%84%B0 %EC%9D%B4%EB%AF%B8%EC%A7%80&amp;section=image&amp;sort=0&amp;res_fr=0&amp;res_to=0&amp;start=7&amp;ie=utf8&amp;img_id=cafe21693307|12|3288_2&amp;face=0&amp;color=0&amp;ccl=0&amp;viewtype=2&amp;aq=0&amp;spq=1&amp;nx_search_query=%ED%94%84%EB%A6%B0%ED%84%B0&amp;nx_and_query=&amp;nx_sub_query=&amp;nx_search_hlquery=&amp;nx_search_fasquery=%ED%94%84%EB%A6%B0%ED%84%B0 %EC%9D%B4%EB%AF%B8%EC%A7%80


팩스
송신

팩스
수신

팩스
관리

팩스
연동

팩
스

주
요
기
능

수신결과 알림 서비스 수신팩스 복사/전달 기능

수신팩스 히스토리 관리 기능 수신문서 Image View

C
ie

l Fa
x
 S

e
rv

ice

팩스 수신 기능

4. CIEL 전자팩스 주요기능



팩스
송신

팩스
수신

팩스
관리

팩스
연동

팩
스

주
요
기
능

새올행정시스템 SSO연계 사용자 및 조직정보 동기화

온나라시스템 연계 구내 교환기와 연계

C
ie

l Fa
x
 S

e
rv

ice

시스템 연동

4. CIEL 전자팩스 주요기능

https://www.google.com/url?q=http://en.innitel.com/IP swithboard-12.html&amp;sa=U&amp;ei=ufNdU-mdE4qQiQfRqIDABQ&amp;ved=0CDQQ9QEwAw&amp;usg=AFQjCNFVXL5nRd_HF3qRJRLa4HXpWFsnfA


5. CIEL 전자팩스 주요 화면

SSO통합로그인: 새올행정시스템 연계

Service Function
• SSO통합로그인 연계를 통해 새올
행정시스템에서 원 클릭으로 웹 팩
스 접속 기능 제공

• 사용자/조직 정보 동기화 연계를
통해 최신정보 제공새올행정시스템 SSO통합

로그인 연계: 웹팩스클릭
하면 팩스화면으로 이동 Sample Screen

팩스수신함
으로 이동



5. CIEL 전자팩스 주요 화면

시도포탈 및 온나라시스템 연계

시도포탈 SSO연계
사용자 및 부서정보 동기화

온나라 시스템에서 팩스발송
팩스재발송

팩스발송결과조회



팩스 보내기: 팩스 송신

5. CIEL 전자팩스 주요 화면

모바일웹 - 팩스보내기



팩스 보내기: 보낸 팩스함

5. CIEL 전자팩스 주요 화면

모바일웹-발송결과



팩스 수신함

• 수신된 팩스를 확인하는 기능

• 팩스전용 Image View 제공

• TIF/PDF파일로 저장관리 기능 제공

• 타 부서 및 직원에게 팩스문서 전달

• 최초 수신부터 마지막 이동까지 히

스토리 관리

Service Function

Sample Screen

5. CIEL 전자팩스 주요 화면



직원 주소록 : 직원주소록, 개인주소록, 동보주소록

• 주소록 및 연락처 관리

• 주소록복사 기능 제공

• 주소록삭제, 다운로드, 업로드 제공

• 주소록 편집기능 제공

Service Function

Sample Screen

5. CIEL 전자팩스 주요 화면



5. CIEL 전자팩스 주요 화면

통계분석

• 통계분석자료

- 사용자별 통계자료

- 부서별 통계자료

- 일별송수신내역

- 발송결과분석

- 수신결과분석

- 사용자로그조회

Service Function

Sample Screen



관리자기능: 모니터링

• 금일 팩스현황 모니터링 서비스 제공

• 팩스사용현황 서비스 제공

• 부서별 팩스현황 서비스 제공

• 채널 모니터링 서비스 제공

Service Function

Sample Screen

5. CIEL 전자팩스 주요 화면



6. CIEL 전자팩스 도입효과



7. CIEL 전자팩스 주요 구축실적

주요구축사례 - 일반기업체

전자팩스

국내 / 고객사 환경에 최적화 구성이 용이한 전자팩스 솔루션입니다.



7. CIEL 전자팩스 주요 구축실적

주요구축사례 - 공공기관

전자팩스

국내 / 고객사 환경에 최적화 구성이 용이한 전자팩스 솔루션입니다.

http://www.gsnd.net/jsp/main/main.jsp
http://www.daegu.go.kr/
http://www.dalseong.daegu.kr/
http://123.142.231.170:7132/index.asp
http://www.bglrt.com/main/
http://www.goyang.go.kr/index.do
http://www.nam.daegu.kr/index.do
http://www.dalseong.daegu.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