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명이필요한종이문서의
디지털전환사례
일 잘하는 사람들의 전자계약. 이폼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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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ital Transformation의 필요성

막연하게느껴지는디지털전환, 왜필요할까요?

▶가장빠르고효율적인디지털전환, 일상업무에서의종이문서전환

경영트렌드 업무효율개선 비대면업무

ESG
Paperless

시간과비용
업무프로세스

원격근무
재택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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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계약

높은비용및시간, 비효율적인문서관리및보관

높은 부대비용 및 리소스

계약에 소요되는 많은 시간

비효율적인 보관 및 관리

문서 분실 및 훼손 위험

전자계약

비용은낮추고, 업무는효율적으로, 보관은더안전하게

부대비용 및 리소스 절약

시간 및 공간 제약 없는 업무 처리

문서 관리 용이 및 데이터 활용

문서 보안 및 위변조 방지

혹시, 아직종이에서명하시나요?

종이문서의효과적인디지털전환, 전자계약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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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계약서비스도입을통한
디지털전환사례

전기공사업 B사

일용직근로계약서

제조화학 A사

근로계약서
운전기사출입확인증

안전점검표

헬스장 D사

회원가입신청서
양도신청서
환불신청서

제조업 C사

근로계약서
헌장점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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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제조업A사사내문서50종

기업내 50종의사내문서디지털전환필요 : 막막한전환비용과시간

근로계약서, 운전기사출입확인증, 현장안전점검표등

● 구축비용 없이, 월 평균 10만원대의 합리적인 비용
● 전송·관리·데이터 정리 및 활용까지 한번에
● 완료된 문서 자동 저장으로 관리자의 리소스 최소화
● 월 평균 200건에서 300건에 이르는 수많은 문서를 1명의 직원이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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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B사일용직근로계약서

근로기준법개정으로, 임금명세서교부의무발생
매월수백수천장발생하는근로계약서보관의의무준수의번거로움

일용직근로계약서

● 완료된 계약서 및 임금명세서 카카오톡 자동 교부
● 클라우드 서버 내 문서의 자동 저장 및 안전한 보관
● 필요한 문서의 검색 용이
● 서비스 도입을 통한 손쉬운 근로기준법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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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C사근로계약서및현장점검표

과도한종이소비량으로발생하는부가비용
전국에있는공장에직접방문및대면해서계약서를작성하는번거로움
대량의문서진행상황과완료된문서파악의어려움

근로계약서

● 사무실에 앉아 카카오톡 및 문자메시지 전송으로 비대면 서명 요청
● 계약의 진행 상황과, 완료 여부 실시간 확인 가능
● 완료된 대량의 근로계약서를 손쉽고 안전하게 보관 및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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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D사회원가입신청서

대면계약시수기반복작성으로불편함
페이퍼리스트렌드에대한니즈

회원가입신청서, 양도신청서, 환불신청서등

● 종이 사용 없이 태블릿으로 대면해 각종 신청서 작성
● 작성 완료 후 고객에게 완료된 문서 자동 전달
● 필요한 문서 발생 시, 고객 이름 또는 번호를 통해 손쉽게 검색 가능
● 고객들에게 스마트한 이미지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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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폼사인데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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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자설정및서명요청 검토및서명 데이터활용문서업로드 완료및보관

법적효력을 지닌 계약서, 신청서, 동의서 등을 이메일이나 카카오톡 등으로 작성, 서명, 전송 그리고 안전하게저장까지

이폼사인은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별도의 시스템 구축 없이, 
합리적인 요금제로 이용할 수 있는 간편 전자계약 서비스 입니다.전자계약, 3분만에끝!

일잘하는사람들의전자계약.이폼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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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잘하는기업들이선택한이폼사인
1인 기업, 중소기업 그리고 대기업까지

앞서가는 기업은 이미 이폼사인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12

대한민국대표전자문서기업

For Client’s Succss

국내 전자문서
시장 점유율 1위

2015년
업계 최초 코스닥 상장

국내 대표
전자문서 기업

100%
자체 기술력

50여 개 수상 및 인증
국내외 20여 개 기술 특허

FORCS JAPAN
FORCS Singapore



김다민매니저

02-6188-8455

manypeople@forcs.com

Scan Me!

산업별활용사례가궁금하다면?

알맞는전자문서무료컨설팅이필요하다면?

https://www.eformsign.com/kr/index.html?utm_source=document&utm_medium=ef_serviceKR&utm_campaign=regist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