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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com Ink SDK for verification

Wacom Ink SDK for verification
   What it is and how it works

Wacom Ink SDK for verification이란 무엇입니까? 

실시간으로 수기 전자 서명을 검증하는 소프트웨어 기반의 디지털 

검증법입니다. 직원이 육안으로 검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정확하기 때문에 

금융 서비스, 보건, 공공 부문 등 다양한 서명 중심의 워크플로우에서 사기를 

방지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Wacom Ink SDK for verification은 어떤 방식으로 작동합니까? 

고객의 친필 서명 사본을 저장하는 데 사용되는 CRM 시스템 등의  

응용 프로그램에  서명 검증 엔진과 연결할 수 있습니다.

호환 기기에서 새로운 수기 전자 서명을 캡처하면 검증 엔진이 실시간으로 

친필 사본과 비교한 다음 즉각적으로 정확한 승인 또는 거부 메시지를 

표시합니다. 이 메시지는 검증 엔진이 생성한 0 ~ 1 사이의 비교 점수를 

토대로 하며, 0은 전혀 일치하지 않음, 1은 정확하게 일치함을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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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com Ink SDK for verification
   Sample workflow, financial services

Wacom Ink SDK for verification

여전히 많은 거래가 고객의 서명을 통해 승인되어야 합니다. Wacom의 검증 기술은 고객의 서명을 

시스템에 저장되어 있는 서명과 자동으로 비교해 직원이 서명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1. ISO 또는 FSS 형식을  

사용해 서명을 캡처합니다. 

2.  캡처한 서명을 검증 엔진으로 

전송합니다.

3.  서명 프로필을 검증 엔진으로 

전송합니다.

4.  검증 엔진이  캡처한 서명을 

 서명 템플릿과 비교합니다.

5.  검증 결과를 직원에게 

 전송합니다.

6.  서명 프로필을 업데이트하고 

기업 응용 프로그램 안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Clerk

Customer

Enterprise Application

Verification 
engine

ISO F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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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com 솔루션의 차별점은 무엇입니까?  
 
Wacom의 서명 검증법은 수십 년 간 수기 전자 서명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며 축적한 전문성과 경험을 토대로 하며,  
다음과 같은 점에서 다른 솔루션과 차별화됩니다. 

허가받지 않은 사람이 서명을 위조하고 진짜 서명자가 자신의 서명을 

위장하는 두 가지 시나리오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단일 솔루션에서 실시간 디지털 및 이미지 기반 서명 비교를 지원합니다.  

 
Wacom 기기뿐만 아니라 ISO 형식으로 수기 전자 서명을 생성하는 

모든 타사 하드웨어와 호환됩니다. 

 

단일 서명부터 시작해 검증을 수행하고 서명이 추가로 캡처되면 검증 

정확도를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갑니다. 
 

스캔한 종이 기반 서명에서 완전한 디지털 수기 전자 서명 솔루션으로 

손쉽게 마이그레이션할 수 있습니다. 

 

서버 기반 솔루션과 달리 SDK에 데이터가 저장되지 않기 때문에 규정 

준수 위험이 최소화됩니다.

SDK는 어떻게 구축합니까? 
 
Wacom Ink SDK for verification은  

기존의 응용 프로그램과 인프라에 쉽고 빠르게 

통합할 수 있는 간단한 SDK입니다.  

CRM 시스템 같이 서명 파일을 저장할 수 있는 

모든 유형의 응용 프로그램과 수기 전자 서명을 
ISO 형식으로 캡처하는 모든 하드웨어와 

호환됩니다.   

전용 서버 인프라를 필요로 하는 다른 솔루션과 

달리 Wacom Ink SDK for verification은 

고객의 서버에 설치되고 API를 통해 관련 응용 

프로그램에 의해 호출됩니다.  

캡처한 모든 전자 서명과 데이터는 고객의 

서버에도 저장되지만 SDK에는 저장되지 않기 

때문에 규정 준수 위험과 데이터 개인 정보 보호 

문제가 최소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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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주택담보대출 계약이나 대규모 현금 인출 같은 

중요한 거래에서 실시간으로 신원을 확인합니다.  
 

공공 
선거에서 투표권이 있는 시민만 우편 투표를 했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부정 선거를 방지합니다.   
 
 

의료 
규정 준수 요건에 따라 고위 의료진의 특정 시술 또는 

의약품 승인 권한을 보호합니다. 
 
 

교육  
중요한 시험을 치르기 위해 시험장에 도착한 학생의 

신원을 확인합니다.   
 

서비스  
레스토랑 등에서 배달 승인을 확인해 귀중품의 

도난을 방지합니다. 

What are the typical use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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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com Ink SDK for verification의 무료 평가판  

패키지를 신청하려면 다음 URL을 방문하십시오.  
wacom.com/loremipsum

Try it free
   Convince  
   yourse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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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와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02, 상암동 케이지아이티상암센터 12층 
Contactapbs@Wacom.com  · 080-800-1231

Wacom Ink SDK for signature를 솔루션에 통합하는 데 관심이 있으십니까? 

문의처: 080-800-1231 /// Contactapbs@Wacom.com

Wacom for Business는 수십 년간의 디지털 펜 기술 경험을 바탕으로 사람 간 상호작용을 필요로 하는 프로세스를  

디지털화하도록 도와줍니다. Wacom은 생체정보를 포함한 정확한 디지털 잉크를 저장하고 표시하는 소프트웨어를 통해  

Wacom과 타사의 펜 지원 기기의 활용도를 보다 향상시킵니다. 이러한 통합을 통해 Wacom의 글로벌 파트너 네트워크는  

수기 전자 서명과 주석을 조직 워크플로우에 완전하게 통합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디지털 펜을 사용하지만 종이를 사용할 때의 익숙한 경험을 제공하는 종이 없는 프로세스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Wacom의 WILL™ 3.0 (Wacom Ink Layer Language) 범용 잉크 표준은 더욱 인간적이면서도 더욱 디지털화된 

고객 경험을 제공하는 새로운 응용 프로그램의 개발을 지원합니다. 

More human

More digita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