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고객

구축사례
코웨이
필립모리스
동양생명
동부생명
웅진씽크빅
롯데렌탈
MUMS
모두렌탈
현대해상
KB생명
IBK기업은행
NH농협생명
IBK기업은행
미래에셋증권
우체국시설관리단
KT렌터카
ING생명
미래에셋증권
KDB생명
미래에셋생명
KB손해보험

2016
2016
2016
2016
2016
2015
2015
2015
2015
2015
2015
2014
2013
2013
2013
2013
2013
2012
2012
2012
2012

전자계약관리시스템
E-Contact 시스템 구축
모바일 영업지원 시스템 구축
모바일 전자청약 시스템
모바일 전자계약 시스템
모바일 전자계약 시스템
모바일 전자계약 시스템
모바일 전자계약 시스템
모바일 영업지원 시스템 구축
모바일 영업지원 시스템 구축
태블릿 브랜치 시스템 구축
모바일 영업지원 시스템 구축
태블릿 업무자료 시스템 구축
금융상품 매매 시스템 구축
전자서명시스템 구축
모바일 전자계약 시스템 구축
스마트 모바일 전자청약시스템
모바일 계좌개설 시스템 구축
모바일 영업지원 시스템 구축
모바일 전자청약 시스템 구축
태블릿 전자서명 시스템 구축

문의
회사문의

Tel 02-3444-4660

Email hello@jcone.co.kr

영업문의

Tel 02-3444-4661

Email sales@jco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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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ution

Content is everything
Everything is Content

성능과 안전성이 검증된 스마트이폼을 선택하세요

창조적인 스마트이폼 활용으로
고객의 성공을 지원합니다.

페이퍼리스 시장을 선도하는 제이씨원의 스마트이폼 솔루션은
최신 국제 표준기술이 집약되어 있으며,
많은 고객사에서 성능과 안정성이 검증된 전자문서솔루션입니다.

제품 구성
제이씨원의 Hi SmartⓔForm 솔루션은 전자서식을 작성
하는 Designer 제품, 작성한 문서를 통합 관리하고 이미지

페이퍼리스 시장을 선도하는 제이씨원의 Hi SmartⓔForm 솔루션은

변환, 타임스탬프, PDF 합본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존 종이 문서로 작성 및 보관하는 대신 스마트 디바이스를 활용하여

Server 제품, 전자문서의 보기 및 각종 입력을 지원하는

전자서식을 작성, 배포, 저장, 관리하는 전자서식 문서관리 솔루션

Client 제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입니다.
저탄소 녹색 성장 기반의 친환경 기술을 구현함으로써, 고객이 종이
문서 관리 비용의 절감은 물론 시간,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비즈니스
프로세스 효율성을 증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Designer

최신 국제 표준기술이 집약되어 있으며, 많은 고객사에서 성능과
안정성이 검증된 솔루션입니다.

•WIZWIG 기반의 전자서식 입력 항목 정의 툴
•입력 오브젝트의 다양한 속성 정의 및 XML 생성

컴퓨터의 등장 이후 이메일 도입을 통해 우리의 생활이 180도 바뀐 것
처럼, 모바일 스마트 디바이스의 공급과 더블어 페이퍼리스 솔루션은
점차 우리들의 삶속의 모든 분야로 스며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Server

은행, 보험, 증권, 카드, 공공기관, 병원, 학교, 학원등에서 계약서,
신청서, 동의서, 청약서, 보고서등 전자서명이 필요한 모든 다양한
업무분야로 수요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문서변환 엔진, 문서병합, Validation Script 생성
•대내/외 시스템 연동(이미지, EMS, TSA, 공전소 등)

•타임스탬프 – 부인방지 및 전자문서 위변조 방지

활용 분야
•PDF 문서의 이미지(TIF, JPEG, PNG 등) 변환

은행
전자전표 · 대출약정서 · 계좌개설 신청서

•PDF 문서 암/복호화 및 PDF 문서 내 개인정보 Masking 처리

보험/증권/카드
보험청약서 · 계좌개설 신청서 · 카드신청서

•전자서식 및 상품의 버전 관리 및 배포

HTML5 기반의 웹기술

운영 및 안정성의 개선

유통사
가맹점계약서 · 가입신청서
●

병원
수술동의서 · 선택진료동의서

●

●

건설 / 엔지니어링

HTML 5 Canvas & CSS3 기술적용
HTML Rendering 기술적용
웹 URL 호출을 통한 전자서식 작성

●

iOS,Android,Windows상에 동일한 전자서식 구현

●

다양한 업무채널로 확장용이(지점창구 확대)

●

업무변경에 따른 개발 생산성 향상

•통합 전자문서 생명주기 관리
• 부서별 접근 권한 통제 관리

Client
•HTML5 기반의 태블릿PC용 엔진
•신분증 및 제반 서류 카메라 촬영, 전자문서 내 Attach

전자계약서 · 현장점검 보고서

렌탈

Multi platform 지향

향상된 Form Designer

•카메라 촬영된 신분증 인식 모듈
– 개인정보 Masking 및 주요 정보 OCR

렌터카신청서 · 전자계약서

공공
설문지 · 민원신청서 · 부동산계약서

www.jcone.co.kr

●

스마트 디바이스 최신 OS의 신속한 대응

●

손쉽고 편리한 기능의 Form Designer 지원

●

전자서식 다운로드 및 암 복호화 불필요

●

XML기반의 속성 설정을 다양화하여 소스코딩 최소화

●

서버기반의 비즈니스로직 구현으로 앱 재배포 불필요

●

생성된 서식 통합관리를 위한 Form Manager 지원

•Android / iOS / Windows-Mobile 용 PDF 전용 View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