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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전자계약은?
 전자계약이 뭔가요?
별도의 구축없이 합리적인 비용으로 PC 또는 모바일로 당사자간의 5분이내 계약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입니다.

◈ AS-IS

기존
대면 또는 우편으로 진행하던 계약을

◈ TO-BE

변경
PC 또는 모바일을 통한 비대면으로 계약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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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전자계약은?
 전자계약 시 법적 문제는 없나요?
전자서명법 제3조 2항 및 3항과 전자문서법 제4조 1항에 근거하에 법적 효력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 전자서명법 제 3조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4조

[전자서명법 제 3조(전자서명의 효력)]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4조(전자문서의 효력)

②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전자서명이 서명자의 서명,

① 전자문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이고, 당해 전자문서가 전자서명된 후 그

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문서로서의 효력이 부인되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였다고 추정한다.

지 아니한다.

③ 공인전자서명외의 전자서명은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른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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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전자계약은?
 전자계약을 도입하면 뭐가 달라 지나요?
담당자의 업무 효율성 증가 및 비용절감으로 더 생산적인 업무에 집중 할 수 있습니다.

비용절감
우편 및 교통 비용 대비 50%이상 절감

업무 효율성 증가
계약 프로세스 간편화로
업무 피로도 감소

시간절약
5분이내 상호간 계약 체결 가능

Paperless
전자파일(PDF)의 계약서 보관으로
종이 없이 업무 가능

쾌적한 업무환경
계약서 및 여러 문서(종이)로
많이 차지 하던 공간 부족 해결

문서관리 용이
원하는 계약문서 빠른 검색 및
직관적인 관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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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signOK 소개
 어떤 전자계약서비스를 선택 해야 할까요?
전자계약서비스는 안정성, 증거능력, 보안성 등의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서비스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 선택조건

증거능력

◈ 싸인오케이는?
위변조 여부를 판단할 증거능력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TSA(Time Stamp) , AATL, WebTrust 인증으로 증거능력 보완

안정성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얼마나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는지?

확장성

각 계약에 맞는 다양한 인증 수단을 가지고 있는지?

보안성

완료된 계약문서를 안전한 장소에 보관 하는지?

사후지원

국내1호 공인인증기관으로 20년 전자서명 사업 운영

간편인증, 싸인오케이전용인증, 공인인증 수단 제공

ISO27001 및 ISMS 매년 갱신으로 체계화된 보안유지

지속적인 기능 업그레이드가 가능 한지? 고객만족센터를 운영 하여 실시간 사용자 응대가 가능 한지?

별도 고객센터 운영(1566-7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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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signOK 소개
 싸인오케이(signOK)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signOK는 기존 종이계약대신 IT기술이 접목된 비대면전자계약으로 한국판뉴딜이 실현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 언택트시대

◈ 한국판뉴딜(디지털뉴딜 + 그린뉴딜)

◈ 컨슈머테크

 정부, 기업의 환경오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요증가

비대면 전자계약
대면 또는 우편으로
진행하던 계약을
1) 비용절감
우편 비용 대비 90%이상 절감

2) 시간절약
5분이내 상호간 계약 체결 가능

비대면

 IT기술이 오프라인

염 방지 투자를 위한

세계로 넘어와 생활

민관 합동펀드 조성

전반에서 활용

Eco-Friendly 전자계약

모바일(pc) 전자계약

종이 문서의 계약을

계약서에 직접
날인 또는 간인을

1) Paperless
종이 없는 업무환경 구현
연간 종이 사용량 90% 이상 절감

모바일(pc)로 전자날
인 진행

1) 시간 및 장소 제약 극복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간편계약 체결 가능

2) 업무 피로도 감소
계약 절차 간소화로 업무 효율성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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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signOK 소개
 어디에서 사용이 가능한가요?
근로계약,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하도급계약, 대리점계약, 렌탈계약, 신청서 등 다양한 문서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 주요 기업 레퍼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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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signOK 소개
◈ 금융계열

◈ 공공&협회

◈ 교육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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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signOK 장점
 로그기록외에 다른 증거능력을 가지고 있나요?
[증거능력(1/2)] 시점확인 인증(TSA)을 통해 서명 시점 확인 및 문서 위변조 방지 기능을 제공 합니다.
◈ 위변조 방지

◈ 서명시간 확인

TSA (시점확인서비스)
전자서명한 시점을 기점으로 몇시 몇분 몇초에 서명되었다는 기록과 함께 그 시간 이후에는 문서를 완전히 잠궈 위조나 변조가 불가능하도록 하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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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signOK 장점
 로그기록외에 다른 증거능력을 가지고 있나요?
[증거능력(2/2)] AATL (Adobe Approved Trust List) 인증서 서명으로 서명에 대한 유효성 검증이 가능 합니다.
◈ 서명 유효성 검증

AATL (Adobe Approved Trust List)
전 세계의 수많은 Adobe 사용자가 서명된 문서를 Adobe, Acrobat 또는
Reader 소프트웨어에서 열 때면 언제든지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서명을

만들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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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signOK 장점
 간편서명 외에 다른 서명수단은 없나요?
[확장성] 다양한 전자서명 수단 보유로 각 계약서에 맞게 활용이 가능 합니다.
◈ 싸인오케이 서명수단

◈ 타사 서명수단

 본인인증
 AATL인증

 WebTrust인증

 공인인증

 시점확인인증(TSA) : 서명시간 + 위변조 방지
 이미지 또는 도장서명

간편서명

싸인오케이
인증서 서명

공인인증서
서명

VS

 이미지 또는 도장서명

간편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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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signOK 장점
 싸인오케이의 보안은 어떻게 관리 되고 있나요?
[보안성] ISO27001 및 ISMS 인증 획득과 지속적인 갱신으로 표준화된 정보보호관리체계를 유지 하고 있습니다.
◈ ISO27001

◈ ISMS

보안 관리 대상 목록
1) 관리적 보안 : 보안운영 인원 및 조직 관리 / 2) 물리적 보안 : 시스템 접근 및 통제 관리 / 3) 기술적 보안 : 네트워크, 서버, 응용보안프로그램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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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signOK 장점
 한국정보인증은 어떤 회사인가요?
[안정성] 20년간 전자서명 사업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서비스 중단없이 안정적으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합니다.
◈ 한국정보인증은?

프리미엄
전자계약서비스

 국내1호 공인인증기관
 A+ 신용등급
 국내 공인인증 서비스 1위
 WebTrust인증 국내 최초 획득
 생체 인증 국내 최초 상용화
 20년 전자서명 사업 진행
 다우키움그룹의 계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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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signOK 장점
 싸인오케이는 어떻게 이용하나요?
[간편성] 문서업로드, 서명설정, 서명진행, 승인/계약완료의 간편한 단계를 거쳐 5분이내 빠른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Step1 : 문서업로드

 기존 계약서 양식인 한
글, 워드, 엑셀 등의 파
일을 업로드

◈ Step2 : 서명설정

 [서명대상자 설정] 이
메일 또는 핸드폰으로
보낼지 설정
 [서명방식 설정] 간편
서명 또는 인증서 서명
의 방식 설정

◈ Step3 : 서명진행

 서명대상자는 자필사
인 또는 도장날인을 선
택하여 서명진행

◈ Step4 : 승인/계약완료

 계약서 작성자의 최종
승인 확인 후 계약 완
료(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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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signOK 기능소개
 싸인오케이는 PC에서만 이용이 가능한가요?
PC외에 모바일에서도 별도 앱설치 없이 카카오톡(SMS) 통해 간편하게 전자계약이 가능합니다.
◈ Step1 : 서명하기

◈ Step2 : 계약서검토

◈ Step3 : 서명진행

◈ Step4 : 완료링크수령

◈ Step5 : 완료문서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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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signOK 기능소개
 대량으로 한번에 보내야 하는 계약서(문서)는 어떻게 하나요?
엑셀을 이용하여 한번의 클릭으로 대량발송 또는 항목의 내용이 포함된 양식발송이 가능합니다.
◈ 대량발송

 한번의 전송으로 최대 200명에게 계약서 발송 가능

◈ 양식발송

 각 200명에게 맞게 기입된 내용(항목) 포함하여전송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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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signOK 기능소개
 여러명이 동시에 사용이 가능한가요?
추가 비용없이 ‘최고관리자-맴버’기능을 이용하여 팀원 또는 타부서원들과 동시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 인사팀 내 사용 시






◈ 타부서와 사용 시

최고관리자와 맴버들은 각자의 ID/PW로 싸인오케이 이용 가능
최고관리자는 모든 맴버의 계약완료 현황 확인 가능
맴버는 본인이 진행한 계약서만 관리 가능 (필요 시 최고관리자에게도 비공개 가능)
맴버 수는 별도 비용 없이 추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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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signOK 요금제
 싸인오케이의 비용은 얼마인가요?
싸인오케이의 요금은 선불 충전방식으로 추가 옵션 비용없이 1년간 자유롭게 사용 하실 수 있습니다.
◈ 요금제

◈ 제공기능

* API 및 대량 요금제는 별도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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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API연동
 싸인오케이는 서비스(SaaS) 로만 이용이 가능 한가요?
별도 구축없이 그룹웨어, HR, ERP, 내부 시스템 등과 API 연동으로 전자계약 사용이 가능합니다.

◈ API 소개

고객사 간 하나의 아이디로 접근할 수 있는 통합 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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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API연동
 어떻게 API연동을 하나요(1/2)?
① 로그인(SSO/Ouath) 연계를 통해 통합로그인과 ② 전자계약 정보 조회 API로 완료된 문서를 받아 볼 수 있습니다.
◈ 싸인오케이

◈ 고객사

1

전자계약
시작하기

로그인(SSO)

문서업로드

작성

승인

서명/요청

2

DB 저장

전자계약
정보 조회 API

완료
계약 정보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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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API연동
 어떻게 API연동을 하나요(2/2)?
① 템플릿 관리 API를 통해 계약정보 연계와 ② 전자계약 정보 조회 API로 완료된 문서를 받아 볼 수 있습니다.

◈ 고객사

계약 정보 저장
(사업자번호,
계약금액 등)

계약 정보
입력

전자 계약 시작

전자서명 버튼
클릭

1
Y
계약서 정보 저장

동의
여부

전자서명

템플릿 관리 API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N

◈ 싸인오케이
완료

종료

2

◈ 고객사

DB 저장

전자계약 정보 조회 API

계약정보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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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API연동
 타사 API연동 사례는(1/2)?
다우오피스의 그룹웨어 고객은 로그인(SSO) 연동을 통해 별도 회원 가입없이 싸인오케이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 다우오피스 로그인

◈ ‘Link+’의 싸인오케이 클릭

◈ 싸인오케이 전자계약 시작

SSO (Single Sign On)
다우오피스는 Link+를 통해서, 별도의 로그인 없이 자동으로 싸인오케이 서비스를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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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계약 싸인오케이 도입문의
한국정보인증㈜
싸인오케이팀

전명균 과장 (02-360-3068 / 010-6509-2155 / jmk@signgate.com)
김현동 매니저 (02-360-3035 / 010-4199-5135 / khd0321@signgate.com )

프리미엄 전자계약 플랫폼 싸인오케이

www.signok.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