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비, 마이크로소프트 팀즈용 어도비 사인 및 애크로뱃 통합
서울, 2021 년 4 월 28 일 – 어도비가 마이크로소프트 팀즈(Microsoft Teams)용 어도비 도큐먼트 클라우드(Adobe
Document Cloud)에 대한 새로운 통합을 발표하며, 현대적인 생산성 향상을 위한 마이크로소프트와 파트너십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했다. 앞으로 동료, 파트너, 고객 등과 공동 작업을 진행하는 전 세계 1 억 명 이상의
마이크로소프트 팀즈 사용자는 플랫폼 내에서 바로 세계 최고의 전자 서명 솔루션과 PDF 도구를 사용할 수 있다.

마이크로소프트 팀즈용 어도비 도큐먼트 클라우드 통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이크로소프트 팀즈용 어도비 사인으로 안전한 승인 및 디지털 서명 경험 향상
전자 서명 솔루션인 어도비 사인(Adobe Sign)이 마이크로소프트 팀즈 승인 앱에 추가됐다. 이로써 사용자는 팀즈
최초의 네이티브 전자 서명 솔루션인 어도비 사인을 통해 감사 및 인증 가능한 방식으로 전자 서명 또는 기타
승인 요청을 안전하고 쉽게 처리 및 관리할 수 있다. 또한 마이크로소프트 팀즈용 새로운 라이브 사인(Live Sign)을
통해 안전 및 신뢰가 보장된 가운데, 마치 직접 만나 서명을 하는 것과 같은 새로운 디지털 문서 경험을 제공한다.
가령, 팀즈 화상 통화로 의사와 환자가 상담을 나누는 동시에, 마이크로소프트 팀즈를 떠나지 않은 상태에서
다양한 서류 양식에 서명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
마이크로소프트 팀즈용 어도비 애크로뱃으로 원활한 공동 문서 작업 진행
마이크로소프트 팀즈용 어도비 애크로뱃(Adobe Acrobat)을 사용하면, 이미 애크로뱃을 사용 중인 많은 사용자는
팀즈 내에서 셰어포인트(SharePoint), 원드라이브(OneDrive) 또는 팀즈에 저장된 PDF 에 주석을 달거나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이 때 주석은 저장할 수 있는 단일 PDF 로 캡처된다.
한편 2019 년 포레스터 총 경제 영향 조사(Forrester Total Economic Impact Study)에 따르면 어도비 도큐먼트
클라우드와 마이크로소프트를 함께 사용하는 조직은 직원 1 인 당 연간 최대 910 만 달러 및 연 65 시간 절감 효과를
내는 등 보다 빠르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도비에 대해
어도비는 디지털 경험을 통해 세상을 바꾼다. 자세한 정보는 어도비 홈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다. 어도비코리아에
대한 정보 및 뉴스는 어도비코리아의 공식 페이스북과 뉴스룸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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