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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com 데이터시트

Why sign pro PDF?

Flexible e-signatures

서명은 여전히 중요한 결정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가장 자연스럽고 의미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컴퓨터 중심 사회에서 프로세스의 효율을 유지하려면 서명을
디지털화해야 합니다.
수기 서명의 디지털화
많은 조직에서 중요한 워크플로우는 펜과 종이를 사용한 수기 서명이 있어야만
완료됩니다. 이로 인해 원격으로 작업할 때 특히 프로세스의 속도가 느려집니다.
sign pro PDF 소프트웨어 제품군은 이러한 수기 서명의 캡처를 디지털화합니다.
sign pro PDF API
수기 전자 서명을 문서 워크플로우에
손쉽게 통합할 수 있습니다.

sign pro PDF는 디지털 문서에 수기 서명과 텍스트를 추가하기 위한
전문 솔루션으로, 디지털 펜을 사용해 문서에 서명하고 양식을 입력할 수 있어
종이 문서를 인쇄, 스캔 및 전송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sign pro PDF를 사용해
캡처한 서명은 안전하고 법적 구속력이 있습니다.

sign pro PDF 앱
디지털 문서에 수기 전자 서명을
추가하기 위한 독립 실행형 앱입니다.
Standard 버전과 Premium 버전으로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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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functionality

1

유연한 양식 입력
워크플로우에서 종이 양식을 사용할 경우 인쇄, 스캔, 우편 발송,
보관 등의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과 돈이 낭비됩니다.
sign pro PDF를 사용하면 펜 지원 기기나 키보드를 사용해
모든 상황에서 쉽고 빠르게 양식을 입력하고 주석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2

수기 인식(Premium 기능)
sign pro PDF에는 최첨단 수기 인식 기능이 내장되어 있어
유연성이 극대화되며, 사용자가 키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 모든 상황에서 양식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3

자유형 주석
sign pro PDF 앱을 사용하면 문서에 수기로 주석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이 기능은 복잡한 주제를 다룰 때, 내용을 변경해야
할 때 또는 중요한 사항을 강조할 때 유용합니다.

4

서명 캡처 및 암호화
sign pro PDF를 사용하면 펜 지원 기기를 사용해 수기 전자
서명을 캡처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경우 이 경험은 펜과 종이를
사용해 서명하는 것만큼 편하고 자연스러우며 의미 있습니다.
워크플로우 소유자의 경우 프로세스가 빠르고 간편할 뿐만
아니라, 서명이 생체인식적으로 정확하고 생성되는
즉시 내장된 암호화 기능에 의해 보호되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또한 각 서명이 법적 구속력을 갖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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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 cases

•
•
•
•
•

GDPR 동의(의사, 치과의사, 판매업 등)
계약서 서명(은행, 보험 중개인 등)
문서 작업(유지보수/수리 승인, 물류)
환자 치료 동의(병원, 진료소 등)
법적 동의(위임, 세금 신고 제출 등)

사람 간 워크플로우
sign pro PDF는 조직이 최소한의 통합 노력으로 기존의
워크플로우에 수기 전자 서명을 프로그램적으로 추가하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금융 서비스, 의료, 관광, 숙박,
공공 부문 등의 분야에서 고객을 대면하는 워크플로우에
이상적입니다.

원격 서명 워크플로우
sign pro PDF는 원격 작업자가 펜 지원 기기와 독립 실행형
sign pro PDF 앱을 사용해 또는 sign pro PDF API를
통해 기존의 응용 프로그램에서 디지털 문서에 수기 서명을
추가하는 간편한 방법을 제공합니다. 그 결과 직원들은 서류를
관리하거나 익숙한 워크플로우를 변경하는 번거로움 없이
집에서 결정 사항과 계약에 서명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기반 서명 대체
클라우드 기반 디지털 서명을 사용하면 프로세스가
더욱 복잡해집니다. 더 많은 통합 작업이 수반될 뿐만 아니라
사용자 경험을 제어하는 외부 업체에 의해 운영되기 때문에
업체 관리 업무가 증가하고 비용이 상승합니다.
sign pro PDF API를 사용하면 최소한의 통합 노력으로
기존의 워크플로우 내에서 수기 전자 서명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조직은 사용자 경험을 계속 제어할 수 있고,
복잡하고 많은 비용이 드는 클라우드 기반 디지털 서명
솔루션이 필요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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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gn within workflows

sign pro PDF API

Data
...

Ente rpris e application
calls sign pro PDF API

John Smith
01/04/1980

Fill PDF form
using handwriting
recognition or keyboard

사용자를 위한 이점
기존의 응용 프로그램과 워크플로우에 안전한 수기 전자
서명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Save PDF form
in enterprise application

Sign PDF form
using digi tal pen

간단한 맞춤형 통합만 구현하면 됩니다.

종이 양식의 작성, 관리 및 보관이 필요하지 않아 프로세스
업무가 감소합니다.

Json이나 텍스트 태그를 통한 양식 작성을 지원하는
작성 모드를 통해 손쉽게 문서를 맞춤화할 수 있습니다.  

많은 비용이 들고 복잡한 클라우드 기반 디지털 서명 플랫폼이
불필요해집니다.

sign pro PDF API를 사용하면 데이터
적합성 문제 없이 쉽고 비용 효율적으로
CRM, ERP, 계약 관리 프로그램 같은
기존의 응용 프로그램으로부터 수기 입력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종이 양식을 인쇄, 서명,
처리 및 보관하는 대신 전자적으로 양식을
작성해 프로세스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수기 전자 서명을 구현해 복잡하고
많은 비용이 드는 클라우드 기반 디지털
서명 시스템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익숙하고 자연스러우며 신뢰할 수 있는 서명 경험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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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sion
overview

앱

4.5

4.5 Premium

4.5 Standard

3.5

3.5

Windows 7 이상

Windows 7 이상

Windows 7 이상

iOS 11 이상

Android OS 4.2.2 이상

Wacom 기기

Wacom 서명 패드(STU),
펜 디스플레이(DTU),
펜 태블릿(CTH/CTL)

Wacom 서명 패드(STU),
펜 디스플레이(DTU),
펜 태블릿(CTH/CTL)

Wacom 서명 패드(STU),
펜 디스플레이(DTU),
펜 태블릿(CTH/CTL)

Apple iPad + Bamboo
Stylus Fineline, Fineline
2, Intuos Creative Stylus,
Creative Stylus 2

타사 기기

펜 지원 Windows 기기
( Asus, Dell, HP, Lenovo,
Toshiba 등)

펜 지원 Windows 기기
( Asus, Dell, HP, Lenovo,
Toshiba 등)

펜 지원 Windows 기기
( Asus, Dell, HP, Lenovo,
Toshiba 등)

Apple iPad + Apple Pencil

버전 번호

OS 요구사항
기능
워크플로우 통합

sign pro PDF 앱:
바로 문서에 수기 전자 서명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Standard와 Premium
두 가지 버전으로 제공됩니다.

서명 캡처

자유형 주석

키보드를 사용한 양식 입력

수기 인식을 사용한 양식 입력

sign pro PDF API:
최소한의 통합 노력으로 워크플로우에

PDF 양식 작성

문서 라이브러리

수기 전자 서명, 주석 및 양식 입력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ISO 서명 지원

서명 암호화

펜 호환성

언어

스타일러스가 포함된
모든 Android 기기

영어, 독일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일본어, 한국어, 네덜란드어, 폴란드어, 포르투갈어(브라질), 러시아어, 중국어(번체), 중국어(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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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e human

Japan (HQ)
For more information please contact:
Wacom Co., Ltd. · Sumitomo Fudosan Shinjuku Grand Tower 31F, 35F,
8-17-1 Nishi-Shinjuku, Shinjuku-ku, Tokyo 160-6131, Japan
vm-info@wacom.co.jp · 03-5337-6706

Americas
For more information please contact / Pour de plus amples informations,
veuillez contacte / Para obtener información adicional, póngase en contacto
con: Wacom Technology Corporation · 1455 NW Irving Street, Suite 800 |
Portland, OR 97209 USA
esign@wacom.com · 1-503-525-3100

China
For more information please contact:
Wacom China Corporation · 518, West Wing Office, China World Trade Center,
No. 1 Jianguomenwai Avenue, Chaoyang District, Beijing 100004, China
e-signature@wacom.com · 400-810-5460

Australia
For more information please contact:
Wacom Australia Pty. Ltd. · Ground floor, Building 1, 3 Richardson Place,
North Ryde, NSW, 2113, Australia
Contactapbs@Wacom.com · +61 2 9422 6730

Hong Kong
For more information please contact:
Wacom Hong Kong Ltd. · Unit 1610, 16/F, Exchange Tower, 33 Wang Chiu Road
Kowloon Bay, Hong Kong
e-signature@wacom.com · +852 2573 9322

Korea
For more information please contact:
Wacom Korea Co., Ltd. · Rm #1211, 12F, KGIT Sangam Center, 402 Worldcup
Bukro, Mapo-gu, Seoul 03925, Korea
Contactapbs@Wacom.com · 080-800-1231
Singapore
For more information please contact:
Wacom Singapore Pte. Ltd. · 5 Temasek Boulevard, #12-09, Suntec Tower Five,
Singapore 038985, Contactapbs@Wacom.com · (503) 525-3100
India
For more information please contact:
Wacom India Pvt. Ltd. · 426, Tower B, DLF Building Jasola District Centre,
Mathura Road, New Delhi 110025 India, Contactapbs@Wacom.com
Customer Support: 000-800-100-4159, +91-11-47239412

Europe, Middle East and Africa
For more information please contact / Pour de plus amples informations,
veuillez contacte / Para obtener información adicional, póngase en contacto
con: Wacom Europe GmbH ·Völklinger Straße 1, 40219 Düsseldorf, Germany
solutions@wacom.eu · +49 211 385 48 0
wacom.com/for-business
© 2022 Wacom Co.,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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