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모에 맞춰 사용 가능한
기업용 컨텐츠 관리 솔루션
FUJIFILM BI DocuShare 7.0을 통해 업무 방식을 탈바꿈시키고,
업무 처리를 가속화하며, 고객과 효과적으로 협업할 수 있습니다.

DocuShare로 향상되는
생산성 및 효율성
비즈니스 콘텐츠 보관을 일원화하여 콘텐츠를 효율적으로 관리, 공유, 활용하고 협업을 촉진하세요.
FUJIFILM BI DocuShare 7.0은 풍부한 기능을 갖춘 기업용 콘텐츠 관리 솔루션으로,
오늘날 기업이 필요로 하는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DocuShare는 기업 내 부서, 소규모 사업체의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는 동시에,
각기 다른 업무 특성에 맞춰 사용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DocuShare 라이선스를 추가하고 고급 기능을 활용하면,
요구 사항이 변화하고 많아질 때마다 그에 맞는 정교한 솔루션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DocuShare 7.0의 이점
1. 효율적인 관리

2. 원활한 협업

다양한 출처, 다양한 유형의 콘텐츠

데스크톱 또는 모바일 플랫폼을 통해 실제
업무공간, 온라인상의 업무공간 사이에서
콘텐츠를 원활히 변환할 수 있음

를 보다 잘 관리

4. 보완 환경 속에서 이루는 혁신

기업용 콘텐츠를 안전하게 보호하
고 제한적으로 공유하는 한편, 더
나은 팀 간 협업 실현

3. 생산성 향상

새로운 업무 방식 지원, 업무속도
향상

5. 데이터 활용

6. 계획적인 생산성 관리

감사 내역 및 콘텐츠 라이프사이클
유지 관리

사업 성장에 따라 필요한 ECM 요건
을 추가할 수 있음

ECM의 구성 요소

•종합적인 콘텐츠 관리
•한 번에 처리 가능한 지능적인 스캔 작업
•더욱 빠른 프로세스를 위한 워크플로 자동화
•보안 및 보관을 위한 라이프사이클 관리
•웹 모바일, 업무용 애플리케이션에서 액세스

생성 및 수집

관리

비구조화된 콘텐츠, 구조화된
콘텐츠를 수집, 색인화, 저장
하여 사용이 가능하도록 함

비즈니스 콘텐츠의 라이프 사이클
을 분류, 저장, 구성, 관리

프로세스

공동 작업

데이터 집약적인 업무 프
로세스를 자동화하여 효율
적이고 정확한 의사 결정

활용
PC 모바일 기기를 통해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업무상 중요한
콘텐츠에 액세스

FUJIFILM BI
DocuShare

문서 단위의 협업을 통해
커뮤니케이션 촉진

규모에 맞춰 사용
가능한 기업용 콘텐츠
관리 솔루션
보안
사용자/그룹 단위의 액세스를 통해
민감 정보를 보호하고, 민감 정보의
보존 및 처리를 자동화

업종의 제한 없는 솔루션
DocuShare
귀사에서 전자화의 일환으로 프로세스를 간소화할 방법을 찾고 계시다면, FUJIFILM BI DocuShare ECM 플랫폼을 문서 관련 과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활용하세요. 한 부서에서 시작하여 프로세스를 자동화한 다음, 다른 부서로 확대해 나가고 최종적으로는 전사적으
로 전개할 수 있습니다.

업무별 다양한 요구 사항에 맞춰 사용할 수 있는 DocuShare
계약 관리

•협력 업체 관리
•계약서 회람 및 승인

재무 및 회계

•외상 매입금
•지출 보고서 처리

인사

•인사 파일 관리
•신규 입사자 교육

운영

거너번스

•방침 및 절차 관리
•커뮤니티 참여, 포털
•인트라넷

•준법 경영 및 인증
관리
•보관 및 방침

하나의 패키지로 기업의 모든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다.
DocuShare는 다양한 버전으로 출시되어 기업의 기술상, 재정상, 조직상의 요구 사항을 충족시켜 드립니다. 또한 전과 다름없이
뛰어난 사용 편의성, 확장성, 견고함 FUJIFILM BI 서비스 및 지원을 누릴 수 있습니다.

Express
•작업 그룹의 인원을 최대 10명까지
설정 가능
•종이 문서를 전자 문서로 변환하여
손쉽게 관리할 수 있게 해 주는
경제적인 문서 관리 소프트웨어

Standard

Enterprise(CPX)

•문서 회람, 콘텐츠 관리, 공동 작업,
이미지 캡처 지원
•정보를 즉석에서 공유, 배포하길
원하는 중소기업에서 적합
•Working FolderⓇ 모듈을 추가함으
로써 사내외 사용자들을 위한 하이브
리드 업무 공간 창조

•사용자가 지정할 수 있는 콘텐츠 규칙
•귀사만의 기업 워크플로 구축
•전자 서식을 만들어 데이터 수집 및
콘텐츠 입력 자동화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에 적합한
기업용 버전
•이미지 캡쳐(OCR) 기능을 추가하면
어떠한 종이 콘텐츠든 검색 가능한
전자 콘텐츠로 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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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월 현재의 내용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