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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타사 비교

구분 항목 싸인오케이 타사

전자서명 시 싸인 진행 싸인(이미지 싸인/도장) O O

계약 특성에 맞는 전자서명 수단 제공 인증서 싸인(공동 및 사설인증서) O X

인증

AATL(Adobe Approved Trust List)인증1) O X

WebTrust 인증2) O X

시점확인인증(TSA)3) O X

LTV제공4) O X

완료된 문서 보안인증 : ISMS 인증5) O X

1) AATL(Adobe Approved Trust List)인증
전 세계의 수많은 Adobe 사용자가 서명된 문서를 Adobe, Acrobat 또는 Reader 소프트웨어에서열 때면 언제든지 신뢰할수 있는 디지털서명을 만들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
2) WebTrust인증
전자서명인증사업자의운영 및 관리 능력의 신롸성을인증해주는제도로서, 국제표준에따라 조직의 정책, 업무절차, 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대해 평가를 진행하고, 해당
기준을 충족할 경우 발급되는국제적인인증
3)시점확인인증(TSA)
전자서명한시점을기점으로 몇시 몇분 몇초에 서명되었다는기록과 함께 그 시간 이후에는문서를 완전히 잠궈 위조나 변조가 불가능하도록하는 서비스
4) LTV제공
서명인증서의현재 상태(만료, 해지, 취소 등)에 관계없이서명의 유효성을계속 확인, 검증하고장기간 보장할 수 있는 길로 국가기록원수준의 유효성 보장
5) ISMS 인증
기업이 주요 정보자산을보호하기위해 수립ㆍ관리ㆍ운영하는정보 보호 관리체계가인증기준에적합한지를국가 공인의 인증 기관으로부터심사받아인증을부여하는
제도



M사 비교

3

01 타사 비교

구분 항목 싸인오케이 M사

전자서명 시 싸인 진행 싸인(이미지 싸인/도장) O O

계약 특성에 맞는 전자서명 수단 제공 인증서 싸인(공동 및 사설인증서) O X

인증

AATL(Adobe Approved Trust List)인증1) O X

WebTrust 인증2) O X

시점확인인증(TSA)3) O X

LTV제공4) O X

완료된 문서
보안인증 : ISO27001 및 ISMS 인증 O △

보관장소 국내 IDC AWS

사후지원 국내 고객센터 운영 및 기술지원 O (1566-7797) △ (직통전화 x)

1) AATL(Adobe Approved Trust List)인증
전 세계의 수많은 Adobe 사용자가 서명된 문서를 Adobe, Acrobat 또는 Reader 소프트웨어에서열 때면 언제든지 신뢰할수 있는 디지털서명을 만들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
2) WebTrust 인증
전자서명인증사업자의운영 및 관리 능력의 신롸성을인증해주는제도로서, 국제표준에따라 조직의 정책, 업무절차, 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대해 평가를 진행하고, 해당
기준을 충족할 경우 발급되는국제적인인증
3)시점확인인증(TSA)
전자서명한시점을기점으로 몇시 몇분 몇초에 서명되었다는기록과함께 그 시간 이후에는문서를 완전히 잠궈 위조나 변조가 불가능하도록하는 서비스
4) LTV제공
서명인증서의현재 상태(만료, 해지, 취소 등)에 관계없이서명의 유효성을계속 확인, 검증하고장기간 보장할 수 있는 길로 국가기록원수준의 유효성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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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항목 싸인오케이 도큐싸인

전자서명 시 싸인 진행 싸인(이미지 싸인/도장) O O

계약 특성에 맞는 전자서명 수단 제공 인증서 싸인(공동 및 사설인증서) O X

인증

AATL(Adobe Approved Trust List)인증1) O X

WebTrust 인증2) O O

시점확인인증(TSA)3) O X

LTV제공4) O X

완료된 문서
보안인증 : ISO27001 및 ISMS 인증 O X 

보관장소 국내 IDC 해외

사후지원 국내 고객센터 운영 및 기술지원 O (1566-7797) X (별도 지사만 운영)

1) AATL(Adobe Approved Trust List)인증
전 세계의 수많은 Adobe 사용자가 서명된 문서를 Adobe, Acrobat 또는 Reader 소프트웨어에서열 때면 언제든지 신뢰할수 있는 디지털서명을 만들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
2) WebTrust 인증
전자서명인증사업자의운영 및 관리 능력의 신롸성을인증해주는제도로서, 국제표준에따라 조직의 정책, 업무절차, 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대해 평가를 진행하고, 해당
기준을 충족할 경우 발급되는국제적인인증
3)시점확인인증(TSA)
전자서명한시점을기점으로 몇시 몇분 몇초에 서명되었다는기록과함께 그 시간 이후에는문서를 완전히 잠궈 위조나 변조가 불가능하도록하는 서비스
4) LTV제공
서명인증서의현재 상태(만료, 해지, 취소 등)에 관계없이서명의 유효성을계속 확인, 검증하고장기간 보장할 수 있는 길로 국가기록원수준의 유효성 보장



전자계약 싸인오케이 도입문의

www.signok.com

한국정보인증㈜

싸인오케이팀

전명균 과장(02-360-3068 / 010-6509-2155 / jmk@signgate.com) 

프리미엄 전자계약 플랫폼
싸인오케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