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후지필름비즈니스이노베이션(주)
기업 소개

Philosophy | 기업 철학

우리의 사명
비즈니스에 혁신을
우리는 혁신을 멈추지 않고 한계를 뛰어넘어 고객의 비즈니스 성장을
지원한다는 사명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 탁월한 제품, 서비스 및 솔루션을 제공하고
• 모든 업무 환경의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최적화하며
• 정보와 지식을 효과적으로 공유하는 워크플로를 구현하여, 조직의
업무 능력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비전
후지필름 그룹의 이상
개방적이고 공평하며 투명한 기업문화와 최첨단 독점 기술을 바탕으로
후지필름은 신제품 개발과 새로운 가치 창출이라는 도전에
과감하게 임하여 최고 기업의 지위를 유지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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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ny Overview | 회사개요
회사명 |

한국후지필름 비즈니스이노베이션(주)
FUJIFILM Business Innovation Korea Co.,Ltd

대표자 |

요코타 토모히사 (Yokota Tomohisa)

사원수 |

약 600명 (2021년 4월 1일 기준)

본 사 |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11길 19 (정동)
배재정동빌딩

대표번호|

1544-8988

홈페이지|

https://fujifilm.com/fbkr

창립일 |
사업 분야|

1974년 7월 11일
사무용 복합기 및 프린터
오피스 솔루션 및 문서관리 서비스
디지털 인쇄기

자본금 |

140억 원

자회사 |

서울후지필름비아이서비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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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tions | 국내 주요 사업장
전국 주요 사업장
전국 12개 사업장, 약 600명의 직원이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

12

Branches

강원사업장
본사
인천사업장
경기사업장

600

충청사업장

Employees

263

경북사업장

창원사업장
호남사업장

경남사업장

Part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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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Network | 글로벌 네트워크
Fujifilm Holdings Group Networks
미국, 중국, 유럽, 남아프리카 등 전세계 100여개 국가에 서비스 제공

100

Countries

317

Companies

73,906

Employ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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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tory | 주요 연혁
2021

1974

1906
Haloid사 설립
(Xerox의 전신)

코리아제록스 설립
(동화산업과
후지제록스 50:50 합작)

2001
신노사문화
대통령상 수상

1961

1996

제록스(Xerox
Corporation)로
사명 변경

국내 최초
디지털 복합기
출시

문서관리 아웃소싱
서비스 회사 비전 선포

새로운 오피스 통합
브랜드 ‘아페오스＇ 출시

2014
한국후지제록스
창립 40주년

한국후지제록스로
사명 변경

후지제록스 설립

Xerography
원리의 건식 복사
기술 발명

2007

KMAC 선정
2021년 KCSI
사무용복합기(복사기)
부문1위

1999

1962

1938

한국후지필름
비즈니스이노베이션(주)
로 사명 변경

2011
MPS
(Managed Print
Services)
국내시장 점유율 1위

1988

2020
후지제록스-후지필름의 완전 자회사화
발표

국내 최초
컬러 복사기 출시

2005
바른외국기업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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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Area | 사업 분야

Office Products
& Printers

Solution & Service
Consulting

Graphic Communication
Services

오피스 프로덕트 및 프린터

솔루션 및 서비스 컨설팅

그래픽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디지털 복합기 및 프린터와 함께
클라우드,문서보안 등의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해 스마트 오피스 환경
구현 및 문서 프로세스 개선

기업 커뮤니케이션 환경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컨설팅을 통해
기업에 최적화된 문서 커뮤니케이션
환경 설계 및 아웃소싱 서비스 제공

상업 인쇄, 출판 등 전문 인쇄 시장에
디지털 인쇄기, 프린트 워크플로,
1:1 마케팅 솔루션 등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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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Area | Office Products & Printers
Office Products
& Printers
디지털 복합기 및 프린터와 함께
클라우드, 모바일, 문서보안 등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해
스마트 오피스 환경 구현

디지털 복합기 및 프린터

클라우드 솔루션

오피스 솔루션

A3 컬러/흑백 디지털 복합기

클라우드 문서관리 솔루션

전자문서관리 솔루션

A4 컬러/흑백 디지털 복합기

클라우드 온디맨드 프린트

기업 문서보안 솔루션

소형 데스크톱 프린터

스캔번역서비스

문서관리 소프트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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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Area | Solution & Service Consulting
Solution & Service
Consulting
기업 커뮤니케이션 환경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컨설팅을 통해
기업에 최적화된 문서 커뮤니케이션
환경 설계 및 아웃소싱 서비스 제공

비즈니스 프로세스 자동화

통합문서관리서비스

다큐먼트 아웃소싱 서비스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RPA)

기업 문서환경 컨설팅(ODA)

사내 출력실 구축 및 운영 아웃소싱

이미징 프로세스 솔루션

기업 통합문서관리서비스

인쇄물(DM) 제작 관리 및 디자인

기업용 콘텐츠 관리 솔루션 (ECM)

기업 사무기기관리 서비스

대량 문서 스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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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Area | Graphic Communication Services
Graphic
Communication
Services
상업인쇄, 출판 등 전문 인쇄시장에
디지털 인쇄기, 프린트 워크플로,
1:1 마케팅 솔루션 등 제공

엔트리급 디지털 인쇄기

하이엔드 디지털 인쇄기

인쇄 워크플로 솔루션

컬러 디지털 인쇄기

컬러 디지털 인쇄기

디지털 인쇄 자동화 솔루션

흑백 디지털 인쇄기

흑백 디지털 인쇄기

가변 데이터 처리 솔루션

와이드포맷 UV 잉크젯 프린터

B2 고속 잉크젯 디지털 인쇄기

웹 주문 자동화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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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formance | 21년 연속 고객만족도 1위

2021 한국산업의 고객만족도(KCSI) 사무용복합기(복사기) 부문 1위

전반적
만족도
전반적 만족도

요소
종합
만족도
요소
만족도
요소 종합
종합 만족도

사무용복합기
종합 평가
재구입(이용) 의향
83.3

79

82.9

77.7

A사

82.1

B사

한국후지필름BI

산업전체

A사

80.4

80.2

82.7

74.4

산업전체

81

79.7

B사

79.1

한국후지필름BI

산업전체

A사

B사

한국후지필름BI

Source : 2021 한국능률컨설팅(KMAC) 보고서 (사무용복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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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R | 사회공헌
Graphic
Communications
Service

다양한 후원활동
· 민간 비영리 단체 희망제작소를 후원하기 위한 캠페인 실시
· 어린이재단에 디지털 복합기 후원
· 발달장애인 고용 기업 베어베터와 업무협약, 스페셜 올림픽 후원 등

사내 자원봉사단체 ‘한사랑회’
·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봉사활동 모임으로

CSR is Synonymous
With Corporate
Management
한국후지필름비즈니스이노베이션(주)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정기적 봉사활동 전개

차별 없는 사회를 위한 다양한 후원 활동
· 장학사업 지원, 심장병/소아질환 치료비 지원 등 다양한 후원 전개
시각장애인과 비시각장애인의 경계를 허무는 ‘Barrier-Free’ 활동 지원
‘2020 점자의 날’ 기념 도서출판(점자)와 묵점자 혼용 ‘빅북’ 제작

따듯한 사회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12

Green Management | 환경경영

친환경 오피스를 위한 제품과 솔루션 개발
· 옥수수 소재의 바이오매스 플라스틱으로 만든 복합기, 저전력 LED
프린터 헤드, 종이 사용과 CO2 배출을 줄일 수 있는 문서관리 솔루션 등

유해 화학물질의 사용 제한

For Sustainable Society

· 인체에 유해한 6가지 화학성분(납, 카드뮴, 수은 등)의
사용을 제한하는 유럽연합(EU)의 유해물질사용제한지침(RoHS) 준수

후지필름 그룹은 “Group Green·Policy”하에
기업의 모든 구성원이 하나가 되어 환경 부하 저감과
과제의 해결을 목표로 합니다.

후지필름그룹의「Green Value Products」인증제도
· 환경 부하 저감에 뛰어난 제품과 솔루션·서비스를 그룹 공통의 기준으로 랭크,

• 2014 자원순환 선도기업 대상 수상(환경부)
• 2018 ‘세계 환경의 날’ 자원순환활동 성과 공개

활용을 촉진하는 것으로 사회의 환경 부하 저감에 공헌
‘폐기 제로’를 목표로 자원의 재활용에 매진

• 2021 ‘후지필름 지속가능보고서 2020’ 발간

13

Quality Management | 품질경영

ㅍ

Leadership
through Quality
‘고객 우선’을 기본으로 고객의

2005

기업 혁신대상 산업부장관상수상,
바른외국기업상 수상

2007

업계 최초, 정보보안 경영시스템
ISO27001 인증 획득

2008

서비스 품질 혁신 촉진대회
대통령상 수상(지식경제부)

2011

세계적인 서비스 품질 평가
프로그램 SCP 인증 획득

2012

소비자중심경영 CCM 인증 획득

2013

AEO Double A 인증 획득

2015

CCM 소비자중심경영 우수기업
공정거래위원장 표창 수상

2018

4회 연속 소비자중심경영(Customer
Centered Management, CCM) 인증
우수기업 선정

2020

제54회 납세자의 날 기획재정부
장관상 수상

2021

업계 최초 21년 연속 고객만족도
사무용복합기(복사기)부문 1위
(한국능률협회컨설팅)

만족과 신뢰를 얻을 수 있는 품질 및
서비스 보증 활동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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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onsorship | 스폰서십

To Provide
Supports for
National event

1988

서울 올림픽 공식 파트너

1997

무주•전주 동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공식 파트너

2002

FIFA 월드컵 대회 공식 파트너
부산아시안게임 공식 파트너

2010

서울 G20 정상회의에 복합기
및 문서관리 솔루션 후원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에 복합기 후원
여수세계박람회 공식 파트너

2014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디지털 복합기 후원

2017

‘한일축제한마당 2017 in Seoul’
공식 협찬사

2019

‘디지털프린팅트렌드페어 2019’
공식후원사

2020

‘한일축제한마당 2020’
공식후원사

최신 복합기와 문서관리 솔루션 및
서비스를 제공해 행사의 원활한
운영과 진행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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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sion Statement | 우리의 사명

FUJIFILM Business Innovation과 그 계열사의 전 직원은 공통의 목표를 공유합니다.

지식의 창출과 효과적인 활용을
휘한 환경을 구축한다

우리의 비즈니스 영역은 근무 환경 내
업무 프로세스 혁신의 지원입니다. 가치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당사는 사람들이 정보와 지식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창의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상호 신뢰를 쌓고
다양한 문화를 함양하여 글로벌
공동체 발전에 기여한다
우리는 하나의 회사로서 성장하고
비즈니스 활동을 통해 새로운 형태의
가치를 제공함으로써 이해관계자들
사이에 상호 신뢰를 형성할 것입니다.
신뢰는 다양성에 대한 존중을 낳으며 전
세계 문화 발달을 위한 기초를 형성할
것입니다.

직장과 개인의 삶 모두에서
성장과 성취를 달성한다

우리는 우리의 일을 통해 전문성과 인간
능력의 향상을 추구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얻는 개인적 성장과 성취감을
우리의 조직과 비즈니스에서 원동력으로
활용하여 사회의 발전과 풍요에 기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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