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서명 클라우드 서비스 (DocuSign)
계약서 디지털화 / 문서화 솔루션
계약의 체결•관리를 단순화 하여 비즈니스의 속도가 크게 향상됩니다.
계약 업무에서 이런 문제들을 안고 있지 않으신가요?

계약 체결까지
긴 리드 타임

계약 체결 시 많은
비용과 공수 소요

•우체국을 통한 송부·
반송 시 긴 대기 시간
•상대방의 서명진행

계약 체결 후 어려운
종이 계약서 관리

•인지대, 등기비용,

•계약서·부수 문서의

교통비 등의 비용

•계약서 원본 등의 분실,

제출 또는 라벨링 공정

•인쇄·제본, 서명 날인,

상태 확인·독촉

컴플라이언스
위배

•감사 지원

봉인 등 우편송부 수작업 공수

훼손, 제3자에 의한
열람·복제 발생

•창고 보관 비용

후지필름비즈니스이노베이션 솔루션

전자 서명 표준 DocuSign eSignature
종이 기반의 서명 계약 방식에서 디지털화 및 전자문서화 된 전자 서명 계약을 제안합니다.

DocuSign
세계 최고 수준의 실적과 신뢰성 "DocuSign eSignature"는 전자 서명의 글로벌 표준입니다.
업로드

서명 요청

확인

서명

•계약서의 작성, 상호 서명, 날인 보관까지 모든 서명 프로세스를 디지털화
•등기우편비용과 인지대 등의 간접 비용 뿐만 아니라 수작업 시간을 제거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전자 서명

세계 수억 명의 사용자

75만 이상의 고객

43개 언어로 대응

다양한 사용자 요구사항에 대응

유연한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풍부한 기본 기능

350개 이상
외부 연계 기능

기존 계약 대비 약 25 배의 프로세스 속도 / 문서 당 약 30,000원 감소 효과!
※ 상기 수치는 DocuSign 회사의 벤치 마크 테스트 결과입니다. 비슷한 효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DocuSign 솔루션의 특징

2020 년도
IT 도입 보조금
대상 도구

•DocuSign의 기본 기능만으로도＂기존 프로세스＂를 크게 바꾸지 않고 계약 프로세스의 디지털화를 실현
•다양한 통합 기능으로 업무 프로세스를 디지털화 하여 큰 효과를 창출

계약서

SAP

날짜

제휴

Microsoft

품목

계약서 작성

금액

상대방

Salesforce

•기간 시스템 등의 데이터를 사용
하여 계약서를 자동 생성
•풍부한 연계 기능을 통해 계약 업무
전체의 최적화를 실현

•경제적인 봉투 단위 과금 체계
•관련된 문서를 일괄 관리 할 수

봉입

있으며, 계약 체결 후 운영도 편리
계약서

봉입

계약서

계약서

봉투 (Envelope)

여러 계약서 및 그 부가적인 문서도 함께 전송 OK!

* 봉투(Envelope) : 하나의 결제 프로세스에서 보내지는 계약서 모음 단위

* (예) 기본 기능으로 대응 가능한 서명 프로세스
법무
담당자

과장

전송

승인

확인

부장

승인

부장

승인

복잡한 내부 승인 흐름

사장

서명

거래처

서명

거래처

서명

•유연한 워크 플로우 기능 및 역할
•고객의 사용 환경에 맞춘 다양한
서명 프로세스에 대응

일괄 전송

계약서

개인 서명
서명

서명 날인

후지필름비즈니스이노베이션은
최대의 DocuSign 사용자입니다!

날짜 표시

회사 직인

신규 추가

개인 서명 / 인감, 각인 / 회사 직인 등 고객의 및 인장
규정에 준한 다양한 이미지 사용 가능

후지필름비즈니스이노베이션 본사는 2020 년 7 월부터 고객과의 계약등을 대상으로 최대 년간 50 만 건 규모의 계약
업무에 DocuSign을도입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계약 업무의 디지털화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당사로 상담해주십시오!

더 많은 정보나 상세한 제품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주시거나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십시오

한국후지필름비즈니스이노베이션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11길 19 배재정동빌딩B동
전화 1544-8988

fujifilm.com/fbkr

본 카탈로그 는 Xerox Corporation 의 라이선스를 받은 Fuji Xerox 제품을 포함합니다.
제품의 공급자는 FUJIFILM Business Innovation Corp 입니다 .
제록스 , 제록스 및 디자인 , 후지제록스 및 디자인은 일본 및 / 또는 다른 국가에서 Xerox Corporation 의 등록 상표 또는 상표입니다 .
FUJIFILM 과 FUJIFILM 로고는 FUJIFILM Corporation 의 등록 상표 또는 상표입니다.
ApeosPort 와 ApeosWare, DocuWorks, Working Folder 는 FUJIFILM Business Innovation Corp 의 등록상표 또는 상표입니다.

이 내용은 2021 년 6 월 현재의 내용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