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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obe Sign 기본 가이드

• 해당 문서는 사용자의 CCT 버전에 맞춰 기본적인 가이드를

제공해 드리기 위하여 작성 되었습니다.

• 실제 사인의 경우 보다 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관리적인 차
원에서의 기능은 제외하고, Sign 이 진행 되는 최소한의 내용만
을 전달 목적으로 작성 되었습니다.

• Sign 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가 아닌 내부에서 테스트 하실 때
참고용으로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1. 어도비 홈페이지 접속
-Adobe Sign 의 접속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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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reate Sign Templat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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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reate Sign Templat 작성
- Template Name 작성
- Files 업로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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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파일 업로드
Choose File From My Computer 를 통하여 결제 필요 서류 업로드



5. 파일 업로드
- 업로드 된 파일명 확인

6. Preview & Add Fields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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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파일 내용 확인
- 파일의 이상 유무를 재확인
- 사인이 필요한 내용을 Drop & Drag 형태로 이동

(해당 서명부분은 날짜, 서명자 명 등 다양한 데이터가 존재. 필요한 기능을 옮겨서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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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서명 내용 확인
-결제 완료일을 넣을 수 있는 템플릿을 드랍하여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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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서명 내용 확인
-서명자 1, 2 를 우측의 설정에 따라 정함.
-결정 된 서명자의 서명란을 드랍하여 이동

결제 할 사용자를 선택



10. 서명자의 결제 순번을 선택 및 메일 전달 될 메시지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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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메일 전달 완료 확인



12. 메일 전달 완료 확인
-11에서의 화면 확인 후 메일에 도착 된 메시지를 확인 할 수 있음. 



13.  서명자 1 서명 진행 요청 메일
- 서명자 1의 메일에 도착 된 메일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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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서명자 1 서명 진행
- 앞서 9번 목록에서 서명자 1의 사인 부분만 결제 가능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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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서명자 1 서명 진행
- 앞서 14번 목록에서 서명자 1의 사인을 어떤 형태로 진행 할것인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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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서명자 1 서명 진행
- 결정한 서명이 정상적으로 들어갔는지 확인
- ‘클릭하여 서명’ 을 클릭하여 결제 완료 진행



17. 서명자 1 서명 완료 확인



18. 서명자 2 서명 진행
- 서명자 1이 서명을 완료한 시점으로 서명자 2에게 메일 발송.



19. 서명자 2 서명 진행
- 서명자 1과 동일한 방식으로 서명을 진행
- 단, 서명자 2의 경우 최종승인자 이므로 데이트 필드가 당일로 활성화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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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서명자 2 서명 진행
- 서명자 1과 동일함. 서명 완료 확인 후 ‘Click to Sign’ 클릭
- 서명자 2의 경우 Adobe CC를 영문버전으로 사용중이기에 영어버전으로 화면에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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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최종 서명자 2 서명 완료 확인



21. 최종 서명자가 서명이 완료 된 후 서명자 모두에게 완료 메일이 전달 됨(서명자 2화면)



21. 최종 서명자가 서명이 완료 된 후 서명자 모두에게 완료 메일이 전달 됨(서명자 1화면)     



22. 최종 전달 문서 확인



22. 최종 전달 문서 확인
- 완료 된 문서에 어도비에서 인증한다는

공식 문서가 첨부 된 것을 확인 할 수 있음
- 해당 문서 내용을 보면 결제일 및

사인을 진행한 서명자 등에 대한
정보 확인 가능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