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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추적 인증서
문서 이름

[샘플] 표준 근로계약서

문서 ID

698b0010-660c-11eb-b364-1f35fde70d42

서명진행 상태

완료 됨

기준 시간

(UTC+09:00) 한국 표준시

문서 페이지 수

1p

서명 요청자 정보
서명 요청자
이름

모두싸인

이메일

test@modusign.co.kr

서명 참여자 정보
│ 서명

첫 번째 서명 참여자
이름

모두싸인

이메일

test@modusign.co.kr

진행 정보

서명 완료

│ 서명

두 번째 서명 참여자
이름

김모두

이메일

hello@modusign.co.kr

진행 정보

서명 완료

추가 인증 정보

접근 암호 인증 완료

진행 이력
진행 시점 및 환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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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3 19:41:46
52.79.128.14

모두싸인(test@modusign.co.kr)님이 서명 요청을 시작하였습니다.

2021-02-03 19:41:48
자동 진행

서명 참여자 모두싸인(test@modusign.co.kr)님에게 서명할 문서를 전송하였습니다.

2021-02-03 19:42:02
52.79.128.14

모두싸인(test@modusign.co.kr)님이 문서의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2021-02-03 19:42:23
52.79.128.14

모두싸인(test@modusign.co.kr)님이 문서에 서명하였습니다.

2021-02-03 19:42:25
자동 진행

서명 참여자 김모두(hello@modusign.co.kr)님에게 서명할 문서를 전송하였습니다.

2021-02-03 19:42:38
52.79.128.14

김모두(hello@modusign.co.kr)님이 접근 암호 인증을 완료하였습니다.

2021-02-03 19:42:38
52.79.128.14

김모두(hello@modusign.co.kr)님이 문서의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2021-02-03 19:43:06
52.79.128.14

김모두(hello@modusign.co.kr)님이 문서에 서명하였습니다.

2021-02-03 19:43:08
자동 진행

문서의 모든 서명이 완료되었으며, 모든 서명 참여자에게 완료된 문서와 감사 추적 인증서를 전송
하였습니다.

전자서명 이용약관 v3.0.0
전자서명 이용약관 (버전 3.0.0)
서명 요청자는 회원가입, 서명 참여자는 전자서명을 진행하며 '동의하고 서명 완료' 버튼을 누름으로써 아래 내용에 대해 동의하였습니다.

1. 용어 정리
1) 서비스 : 클라우드 기반 간편 전자계약 서비스 모두싸인을 말합니다. (URL : https://modusign.co.kr)
2) 회사 : 모두싸인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모두싸인을 말합니다.
3) 이용자 :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 또는 비회원을 말합니다.
4) 회원 : 서비스에 접속하여 이용약관에 따라 회사와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5) 비회원 : 서비스에 가입하지 않고 서비스가 제공하는 정보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6) 서명 요청자 : 서명 참여자에게 문서에 대한 전자서명을 요청하는 회원을 말합니다.
7) 서명 참여자 : 서명 요청자로부터 문서에 서명을 요청받거나 서명을 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2.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
1) 전자서명에 사용되는 전자문서는 전자문서및전자거래기본법 제4조 제1항에 의해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문서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않
습니다.
2) 민법 제450조의 확정일자 있는 증서와 같이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경우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서명 참여자는 전자서명에 사용하는 전자문서가 법령에 의해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지 확인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사실을 인지하지 못
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3. 전자서명의 법적 효력
1) 서비스에 사용되는 전자서명은 반드시 서명 참여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며, 전자서명법 제3조 제3항에 의해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른 서명, 서명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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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을 가집니다.
2) 전자서명에 사용되는 서명은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는 일반전자서명으로써, 법령에 공인전자서명을 사용하도록 명시한 특별한 규정이 있을 경우
서명의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서명 참여자는 전자서명에 사용하는 서명이 법령에 의해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지 확인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문
제가 발생할 경우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4. 원본 문서의 효력
서명 요청자 및 서명 참여자는 다음 문서를 사본이 아닌 원본 문서로 인정합니다.
1) 모든 서명 참여자가 서명을 완료 했을 때 이메일 또는 카카오 알림톡 또는 LMS로 전송되는 문서와 해당 문서의 출력본
2) 모든 서명 참여자가 서명을 완료 했을 때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는 문서와 해당 문서의 출력본
5. 당사자 확인의 의무
서명 요청자 및 서명 참여자는 모든 서명 참여자가 정당한 권한(본인, 대리인 등)을 가진 자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는 서명 참여자가 정당한 권한이
없는자와 서명을 함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6. 이메일 계정 및 휴대폰 번호 유지의 의무
전자서명과 관련된 내용이 서명 참여자의 이메일 또는 휴대폰 번호(카카오 알림톡, LMS)로 전송됩니다.
서명 요청자 및 서명 참여자는 전자서명과 관련된 내용을 수신할 수 있는 상황을 유지해야 되며, 회사는 메일 삭제, 휴대폰 번호 변경, 수신 거부 등 서명
참여자의 귀책사유로 전자서명과 관련된 내용이 전송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7. 문서 보안의 의무
서명 요청자 및 서명 참여자는 상호 동의 없이 이메일, 공유 등으로 링크, 문서, 감사 추적 인증서 등 서명 진행과 관련된 사항을 유출해서는 안 됩니다.
8. 문서 저장
서명 진행 사항 및 문서는 서버에 저장되며, 회원은 언제 어디서나 서비스에 접속해 문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9. 서명 거절 및 취소 방법
서명 요청자 및 서명 참여자는 모든 서명 참여자가 서명을 완료하기 전까지 거절 또는 취소를 통해 서명 진행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10. 최소 사용 환경
사용자는 아래의 최소 사용 환경하에 서명을 진행해야 합니다. 최소 사용 환경을 충족하지 못하는 환경에서 서명을 진행할 경우 이와 발생하는 문제에 대
해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1) 운영체제 : Mac(Mavericks 이상), Windows7 이상
2) 브라우저 : Internet Explorer(11 이상), Edge(25.1 이상), Chrome(49 이상), Safari(9.0 이상), Opera(37 이상), Firefox(43.0 이상)
3) 쿠키 : 모든 쿠키 허용
11. 준거법
전자서명 진행 및 법적 효력과 관련된 사항은 대한민국 법률의 적용을 받고 그에 따라 해석됩니다.
12. 회사의 의무
회사는 쾌적한 환경속에 서비스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본 약관에 따라 정상적인 방법으로 전자서명을 했음에도 당사자 확인 문제 등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회사는 재판에 증거로 사용할 감사 로그를 제출
하는 등 분쟁이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협조합니다.
기타 회사의 의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서비스 이용약관을 준용합니다
개정일자 : 2018. 8. 27
시행일자 : 2018.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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