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효율적인 계약서 관리 시스템으로 인해 기업들은 매출액의 9.2%까지 손실을 입는다”
- Tim Cummins, President,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Contract and Commercial Management

블록체인 기술 전문 MSP 기업 블로코는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의 SaaS 전자문서 솔루션, DocuSign의 국내 리셀러 권한을 가진
파트너입니다. 블로코는 국내 기업들이 DocuSign을 통해 계약서 준비, 작성, 수행, 관리 전 과정을 자동화 및 간편화하고 비용과 보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통합 전문가 엔지니어 서비스를 제공해드립니다.

글로벌 표준 전자서명 솔루션

전 세계 전자서명 시장 규모
141억 달러로 예상

37억 달러

8억 7900만 달러

2018

2021

2026

DocuSign은 현재 미국 전자서명 시장점유율 75%를 차지하고 있는 1등 기업입니다.
세계 180여 개국 75 만 이상의 기업에서 DocuSign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DocuSign은 44개 언어를 지원하여 국내외 다방면으로 계약 체결을 더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DocuSign이 필요한 이유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불편함을 경험해보지 않으셨나요?

느린 처리 속도

높은 비용

오류, 복제 발생

문서 분실 및 훼손

보안 문제
(제 3자에게 공유 등)

한국에서도 전자서명은 법적 효력이 인정되나요?
네, 전자서명은 법원에서도 허용되고 상업적 계약에 사용 가능합니다.

전자서명 법
제3조제1항 : 전자서명은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
제3조제2항 : 법령의 규정 또는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의 방식으로 전자서명을 선택한 경우
그 전자서명은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 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제1항 : 전자문서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
제4조의2항: 전자문서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서면으로 본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성질상 전자적 형태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보지 아니한다.

언제 어디서나 서명 가능
언제 어디서든지 전자서명 요청이 가능합니다.

비대면으로 계약체결 가능

더 높은 계약완료율 달성

계약서명 성능 향상

계약서명 환경 간소화

시간 및 비용 절감
자동 약식 필드 인식 기술로 서명할 문서를 신속하게 준비 가능하며 템플릿이나 대량 전송기능으로 준비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BMW 그룹

Nevada DOT

세일즈포스

고객과 계약이 맺어지는 기간을
평균 3개월에서 1주일로 단축

운송업 계약 10배 가속화:
계약 시간 90% 단축,
DBE(Disadvantaged Business
Enterprise Program)
조달 프로세스 시간 92% 단축

각 계약서류 당
평균 10분 정도의 시간을 절약

보안 및 규정 준수
· 법원에서 허용하는 인증 모듈 자동 생성
· 강력한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규정 (ex. FedRamp, HIPAA, SOC 1 데이터 보관 규칙 및 GDPR)
· 다양한 방식의 서명자 인증 (이메일, SMS, 엑세스 코드, KBA)
· 계정 통합 관리 가능
· 전 세계 디지털 서명 데이터 및 법률 준수 + 증명서 제공 (ex. EU’s Advanced and Qualified Electronic Signatures)

다양한 API 연동
DocuSign은 시장에서 가장 강력하고 안전한 API를 자랑합니다. 350개 이상의 인터그레이션 및 API로 어플리케이션에서 바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ex. Salesforce, Workday, Microsoft, Google)등에서 계약을 바로 보내고 추적 가능
· 결제, 계정 추가, 신입사원 적응 프로그램 등에도 사용 가능

MS 워드에서 도큐사인 전자서명 서비스 이용 가능

구글 크롬에서 도큐사인 문서 상태 확인 가능

*전자서명 사용하면서 연동하고 싶은 API가 있으신가요?
DocuSign은 다양한 수상 경력이 있는 API로 Custom 형태로 기존 어플리케이션과 맞춤형 구축이 가능합니다.

Step 1

Step 2

서명 필요한 서류 등록

서명 순서 지정 후 알림 및 리마인더 설정

· 온라인 + 오프라인 접속 가능
· 클라우드에서 업로드 가능

(e.g. Box, Dropbox, Google Drive, OneDrive)

Step 3

1

수신자 명단 (색으로 구분)

2

필드 유형

3

페이지 목록

드래그 앤 드롭으로 문서 내용 내 텍스트 태그 배치 후 발송

DocuSign 패키지

기본 전자서명 기능 (모든 기기 지원)

Standard의 모든 기능

Business Pro의 모든 기능

대면, 비대면 서명 지원

브랜드 로고 1개 삽입 가능

브랜드 로고 5개 삽입 가능

인감 및 도장 관리

서명자 파일 첨부 가능

연간 최대 100개의 문자 발송

대량 전송 가능

다양한 업로드 저장소
(Dropbox, Google 드라이브, Onedrive 등)

파워폼(PowerForm) 기능 제공
(링크 하나만으로 문서 액세스 가능)

템플릿 잠금 기능

Docusign 모바일 앱 활용 가능

전자서명 기반 원스텝 지불

주소록 접근 제한 기능

템플릿 생성 및 사용 가능

개발자 전용 샌드박스(sandbox) 제공

비밀번호 정책관리

문서 수신, 서명 상태 추적 및 기록

API 통합 기능

관리자권한 강화

태그 기능

SMS, 통화 인증 가능
(1인당 연 100회)
SSO 관리
(사용자 이름, 암호 관리, 데이터 보호 강화)

API 통합 기능
(365개 외 customizing 가능)

발신자와 서명자의 의견, 질문, 답변을 문서 내에 게시

*위 표에는 주요 기능만 소개되어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상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블로코가 도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