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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    · 인터넷 증명발급 및 유통 시스템 구축  /  · 공인전자문서 중계자  /  · 문서 위·변조 방지 및 진위확인 

  

01        회사소개 

인터넷 증명발급에서 전자문서 서비스까지 

아이앤텍은 최상의 웹 기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소재지 

서울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로9길  46 이앤씨드림타워7차  T .  02-2205-4536 

부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60 퍼스트인센텀  T .  051-418-6045 

대구  대구광역시  달서구  대명천로41길  33 103-302 T.  053-523-4536 

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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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일 2000년  9월  9일  

대표 박동기  

자본금 20억  

홈페이지 www. intechsvc .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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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법무 

대표이사 

임원진 

영업 전자문서개발 

개발 

H/W운영부 

기획 

   

서울지사 

• 영업 

• HW운영 

• 서비스운영 

• 기술지원 

대구지사 

• HW운영  

부산본사 

• 영업 

• HW운영 

• 서비스운영 

• 기술지원 



  

2022~2019 
• 부산시설공단 '광안대로 미납통행료 전자고지 시스템구축' 수주 

• 천안시청 전자문서 발송 서비스 이용 계약 체결 

• I CT 규제샌드박스 '행정.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등의  

  모바일 전자고지' (2022-6호) 

• 대성전산 공인전자문서 중계자 서비스 제휴 계약 체결 

• 부산대학교 인터넷증명발급 서비스 계약 체결 

•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및  

  감리원자격증 시스템 구축 

• 공주대학교 인터넷 제증명 서비스 계약 및 오픈 

• 토스앱을 통한 전자증명서 발급 서비스 오픈 

• 경북대학교 인터넷 제증명 서비스 계약 및 오픈 

• 행안부 정부24 대학 제증명 연계 사업 완료 및 서비스 오픈 

• 행정안전부 전자지갑 전자증명서 발급 MOU 체결 

• 카카오페이 카카오톡을 이용한 전자등기 업무 제휴 계약 체결 

• KT Document DX 전자등기 업무 제휴 계약 체결 

• 한국해양조사원 전자측량원도 위변조 방지 솔루션 납품 공급 계

약 체결 

• ㈜아이앤텍 & 금융결제원,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을 통한 증명서 

발급 MOU체결 

• ㈜아이앤텍 & 페이코, 페이코인증서 간편인증을 통한 증명서 

발급 MOU체결 

• ㈜아이앤텍 & 네이버, 네이버인증서 간편인증을 통한 증명서 

발급 MOU체결 

• ㈜아이앤텍 & 디딤커뮤니케이션 & 한국교원캠퍼스, ‘깨비나’ 운

영을 위한 MOU체결 

• 한국인터넷진흥원 웹 선도 서비스 지원사업 종료 

• 육군사관학교 인터넷 증명발급 고도화 사업 

• 직업건강협회 경력관리시스템 및 인터넷 증명발급구축 사업 

•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인터넷 증명발급 고도화 사업 

• 한국인터넷진흥원 20년 웹선도 서비스 지원사업 선정 

• 다날 유니닥 대학교 증명서 발급 서비스 업무 제휴 

•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사업  

(블록체인융합기술개발 응용 플랫품 개발사업) 

• 한국금융투자협회 공인전자주소를 이용한 우편발송 대체사업 

• 한국인 유전체역학조사사업 전자동의체계 개발 사업 

• 에이치닥테크놀로지 블록체인 기반 분산형 ID(DID) 솔루션 공동

개발 협약 

 

2018~2017 
• 경찰청 경찰우편 공인전자주소 발송사업 수주 

• 키움저축은행 채권, 양도 계약서 공인전자주소 발송사업 

• 한국전기공사협회 온라인 증명발급 시스템 고도화 사업 

• ePostBox 공공기관, 지자체등 전자고지서 수신 서비스 

• 화성시청 공인전자 주소 기반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  

필증 발송사업 

• 국방부 공인전자 주소 기반 예비군 통지서 발송사업 

• 전자문서 컨퍼런스  

(전자증명서 발급, 유통 서비스 보급 및 확산 부분 대상 수상) 

• 한국인터넷진흥원  

(클라우드기반 전자문서 유통포탈 사업) 

 

2016~2000 
• 서울특별시 공인전자주소 기반 지방세 고지서 전자문서 

발송사업 

• 대법원 공인전자주소 기반 재외국민 가족관계 등록사항 별  

증명서 발급사업 

• 공인전자주소 기반 전자문서 비즈니스모델 시범사업 

• 한국 산업기술 시험원 공인전자주소 기반 전자증명서  

서비스 시행 

•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지정 

• 한국산업인력공단 전자문서 제출 시스템 구축사업 

• 기술신용보증기금 특허기술평가연계보증사업 

• 한국산업인력공단 실기자격 첨부인증 공동사업 

• TOEIC, JPT 성적표 인터넷 발급 서비스 

• YBM 시사닷컴 자본출자 

• 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정보인력개발센터 증명발급제휴 

• 회사설립, 무인증명 발급기, 인터넷증명발급 서비스 실시 

01        회사소개 

3.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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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제증명발급 

다큐큐알 

- 파일 및 데이터에 대한   암호화 적용한 보안 

  QR 제공서비스 

- 성적서 위 변조방지 및 진위확인 

e모바일고지 

• 샵(#)메일로 한정되던 PC 기반의 전자문서 유

통 서비스 환경을 모바일 메신저, 앱, 문자, 우

편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발송할 수 있는 시스

템. 카카오톡, 페이코, EPostBox, 그리고 통신3

사 MMS 기반의 모바일 고지도 일괄 발송 가능 

 

ePostBox 

• 공인전자주소로 전자문서를 송신 하거나 수

신할 때, 국가로 부터 인증된 중계자(ePostBox)

를 이용함으로써 유통 안전성과 송·수신에 대

한 법적 증거력을 보장받는 서비스 

 

 

-프로그램 설치 등 불편한 인증 절차를 생략한 

쉽고 빠른 인증서비스 :  

01        회사소개 

•  통합 제증명 솔루션 

•  전자문서 보안 솔루션 

•  증명서류 제출 솔루션 

•  전자계약 솔루션 

•  성적서 유통 솔루션 

•  질병관리청 

•  한국소방시설협회 

•  한국전기공사협회 

•  부산시설공단 

•  직업건강협회 

•  한국사학진흥재단 

•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  육군/육군3/해군사관     

   학교 

4. 사업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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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증명발급 

• 인터넷증명발급센터(써트피아),  

  모바일, 창구, 무인발급기, 팩스,  

  학내망 발급 및 관리 원스톱 서비스 

 

인터넷증명발급센터- 써트피아 

 출력증명서, 전자증명서(PDF) 발급 

• 증명서 유통 (카카오톡, 이메일, 팩스, 국내/외 

우편 등) 

• 증명서 진위확인 

 

모바일증명발급 

• 써트피아 앱 

• 이니셜 앱 (블록체인기반, SK Telecom 협업) 

-카카오톡 

-PASS 

-PAYCO  

-금융인증서 

02 공인전자문서중계자 03 보안QR코드 

04 전자문서사업(SI) 06 간편인증 

05 솔루션 



  

인증 특허 

01        회사소개 

제10-2241246호 
 

발급문서의 진위확인을 위한 
블록체인기반 스탬프인증 

시스템 

제10-1039390호 
 

바코드를 이용한 발급문서 
진위확인 방법 특허 

제0455048호 
 

인터넷을 이용한 민원  
증명서 발급시스템 특허 소프트웨어품질인증 

(GS인증) 

개인정보보호인증 
(*ePRIVACY PLUS) 

개인정보암호화통신 
(웹서버 인증) 

2021 제10-2241246호 
발급문서의 진위확인을 위한 블록체인기반 스탬프인
증시스템 

2017 제10-1737396호 제출처 제한 방식의 온라인 증명서 파일 발급 시스템 

2016 제10-1039390호 기술신용보증기금 특허기술평가연계보증사업 채택 

2016 제10-1593180호 샵메일 기반 전자처방전 전송 방법 

2015 제10-1578550호 전용 뷰어 기반 전자증명서 생성 열람 시스템 

2011 PCT/KR2011/007781 바코드를 이용한 발급문서 진위확인 방법 및 장치 

2011 제10-1039390 호 바코드를 이용한 발급문서 진위확인 방법 및 장치 

2007 제30-0444481호 키오스크(무인발급기) 디자인 

2004 제0455048호 인터넷을 이용한 민원증명서 발급시스템 

2021 ePRIVACY PLUS 인증 

2020 SSL Secure Server License 

2017 전자문서대상 

2015 기술 혁신형 중소기업 (INNO-BIZ) 인증 

2014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지정 

2005 ISO 9001 인증 

2004 소프트웨어 품질 인증 

2004 신SW 상품대상 

100대 우수특허제품 인증 

5. 인증 및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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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 제증명발급 
1. 통합증명발급 

2. 인터넷증명발급센터   

3. 모바일 증명발급 

4. 무인발급기 

5. 위·변조 방지기술 

 

Content 



  

•  효율적 관리 가능한 통합 시스템 

•  쉬운 업그레이드 관리 

•  완벽한 시스템 보안성 

•  철저한 개인정보보안 기능 

•  모든 증명 발급 수단 제공 

•  220여개 대학/기관 서비스 노하우 적용 

02       제증명발급 

복사불가 

발급서버 학사정보 
DB 

증명서는 EA Server를 통해 

메타데이터로 전송되므로, 

각 DB의 절대 보안 확보! 

증명서 신청 

증명서 발급 

종이증명서 원본대조 

2D바코드, 복사방지코드 등의 식별장치 활용 

전자증명서  
원본대조 

수령처 

인터넷넘버 
원본대조 

1. 통합증명발급 - 사용흐름 

지원영역(솔루션) 

인터넷증명발급센터, 모바일,  
창구, 무인발급기 FAX, 학내망 

대학(교)/대학원 학내망 

암호화 
통신 

출력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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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certpia.com 

  

2. 인터넷 증명발급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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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서비스 

02       제증명발급 



  

3. 모바일 증명발급 
 

행정자치부의 G4C 사업 민원서비스에 기준 한 

정부공인 전자문서 표준 기술 구현으로 공신력 

있고 안전한 아이앤텍의 인터넷 증명발급 서비

스를 모바일에서도 제공합니다. 

 

전국 220여개 대학교와 YBM시사 등 주요 기관

에 서비스하는 인터넷 증명발급 통합센터 써트

피아의 대표 앱으로써 각종 증명서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발급, 제출하며 학교/기관의 증명관련 

데이터는 철저한 보안 시스템으로 관리됩니다. 

 

정부24 민원 서비스 연계로 행정기관 방문 없이 

언제, 어디서나 5,000여종의 민원을 발급·전송하

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2020 
INTECH 

학적 확인 및 증명서 발급 증명서 다운 및 전송 증명서 원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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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써트피아 

02       제증명발급 

정부24 민원 발급 연계 정부24 전자지갑 전송 



  

총 11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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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행정안전부에서 진행 중인 사업으로, 블록

체인과 연계하여 ㈜아이앤텍과 연계 중인 대학교

의 증명서를 전자문서지갑으로 발급하는 서비스

입니다. 

발급가능 증명서 

3. 모바일 증명발급 - 정부24 앱 
 

1. 성적증명서 

2. 재학증명서 

3. 졸업증명서  

4. 제적증명서  

5. 휴학증명서  

6. 재적증명서  

7. 졸업예정증명서 

8. 수료증명서 

9. 수료예정증명서  

10. 학위수여증명서  

11. 학위수여예정증명서 



  

네트워크 참여기관 

아이앤텍 & SKT 모바일 전자증명 서비스 initial 

(이니셜)은, 나의 개인정보를 내 단말에 저장하고, 

직접 제출할 수 있는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활용

한 DID(Decentralized Identifier) 기반의  

데이터 자기 주권 (Self Sovereign)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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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제증명발급 

3. 모바일 증명발급 – 이니셜 앱 
 

<이니셜 제공> 



  

발급기에서 발급받은 증명서도  

인터넷 증명발급과 동일한 기술을 적용 

특장점 

4. 무인발급기 - MK-8000A 

PDF 종이 

•  컴팩트형 17인치 

•  써트피아 증명발급 솔루션 탑재 

•  위·변조방지를 위한 2D바코드 

•  모바일로 진위확인 가능한 QR코드 

•  증명서 검증을 위한 발급번호 

•  전자결제시스템 (정산 및 통계관리 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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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제증명발급 



  

인터넷 검증조회 

인터넷 발급넘버를 입력하여 진위 확인 

바코드검증 
스캐너를 이용하여 2D 바코드를  
검증하여 진위 확인 

써트피아 모바일 APP 

증명서 QR코드 조회.  

5. 위·변조방지기술 -  출력증명서  

검증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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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제증명발급 

인터넷넘버 
증명서를 수령한 기관이 각 대학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증명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 할 때 사용하는  
고유번호 

안내문구 
인터넷으로 발급된 증명서임을 나타내는 메시지와 수령처의  
원본대조가 가능하도록 안내 문구 삽입 

QR코드 
2D 바코드의 일종으로 성적서  
일부 데이터 및 진본 파일이  

보관된 경로정보를 담고 있음. 

2D 바코드 
바코드 내 성적서 데이터를 압축하여 모든 
데이터를 포함하는 기술 

복사방지마크 
문서를 복사할 때, ‘원본’ 글자가 사라지는 마크와  
배경의 로고를 이용한 복사방지 기능 



  

5. 위·변조방지기술 - 전자증명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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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서명 기술 

서명자 확인. 서명자가 당해 전자문서에 
서명 여부 확인 

제출처 정보 기재 
발급과정에서 용도 및 제출처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만 발급 가능 

BVS, 타임스탬프 
블록체인 기반 인증서명 및 
시점 검증 스탬프로 발급~검
증 시점동안 원본데이터가 
위·변조 되지 않았음을 증명 

발급 번호 
증명서를 수령한 기관이 각 대학홈페이지에 접
속하여 증명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 할 때 사용하
는 고유번호 



  

5. 위·변조방지기술 - 전자증명서2  

BVS(Blockchain Verification Stam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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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등록번호 10-2241246호 : 발급문서의 진위 확인을 위한 블록체인 기반 스탬프 인증 시스템 
 블록체인기반 인증서명 및 시점 검증 스탬프로, 본인확인 인증기관을 통해 수신된 개인 신원정보(이름, 생년월일 등)로 Hash를 생성하여 블록체인에 등록
하여 검증가능한 자격증명(Verifiable Credential, VC) 발급 후 개인키를 생성하여 전자문서에 서명 처리한 것입니다. 

기능 
별다른 절차 없이 첨부문서 업로드만으로 블록체
인의 검증가능한 자격증명(Verifiable Credential, 
VC)으로 생성된 서명과 전자문서의 인증서명을 비
교 대조하여 전자문서에 위ㆍ변조 여부를 시각화 
표기합니다. 이를 통하여 보다 직관적이고 간편한 
검증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검증방법 
증명서에 블록체인 기반 인증서명 및 시점 검증 스
탬프(BlockChain Verification Stamping, BVS)를 삽
입함으로써 제출처(검증처)는 블록체인 네트워크
상에서 인증서명 및 시점 검증 스탬프(Blockchain 
Verification Stamping, BVS) 확인을 통하여 시각적
으로 간편하게 문서의 위⋅변조 검증 및 블록체인
에 등록되어 있는 증명서유통에 대한 이력확인이 
가능합니다 



  

서명 

전자서명 

전자서명 생성 

전자문서 

해쉬함수 

축약문서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 

전자서명 

개인키 

전자서명 검증 

전자문서 

해쉬함수 

축약문서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 

전자서명 

공개키 

미래 

2021/01/01 01:01:00 2021/01/01 01:01:00 2021/01/01 01:01:00 

5. 위·변조방지기술 - 전자증명서3  

전자서명 된  
문서 

전자서명기술   
서명자 확인. 서명자가 당해 전자문서에 서명 여부 확인. 

타임스탬프기술   
데이터의 존재 시각과 데이터의 변조 여부 확인 

문서 작성 시점 타임스탬프 발급시점 

원본데이터가  
존재하였음을 증명 

타임스탬프 검증 시점 

타임스탬프 발급 시점과 
타임스탬프 검증 시점동
안원본데이터가 위·변조 
되지않았음을 증명 

과거 

특정 시점에 문서가 

존재하였음을 정명 

 (존재증명) 

검증 시점 이전까지 

 위·변조 되지 않았음을 증

명 (내용증명) 

전자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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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03 공인전자 
     문서중계자 

1. 공인전자문서 중계자 

2. e모바일고지  

3. ePostBox 

4. 이용사례 

Content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18조5(유통증명서의 생성 및 발급 등) ②작성자 및 송신자는 유통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제22조 1항에 따른 전담기

관이 유통증명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발급한 경우 그 유통증명서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추정  :반대증거가 제시 될 때까지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여 법적효과를 발생. 

03       공인전자문서중계자 

• 2014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지정 공인전자문서 중계자 

• 전담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엄격한 개인정보 관리 

• 국기기관 인증 전자문서 유통 기업 

• 전자증명서의 최적화된 솔루션 제공 

• 한국산업인력공단 외 자격 응시 전자증명서 첨부 서비스 제공 

• 기업 입사지원 및 채용 진행 시 전자증명서 첨부 서비스 제공 

공인전자주소를 등록대행 및 안정적인 전자문서 송·수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과학

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전자문서 유통에 관해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국가기관을 중계자

로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공인전자주소는 전자문서를 송·수신 할 때 국가로부터 인증된 중계자를 이용함으로써 전

자문서에 대한 유통의 안정성과 송·수신에 대한 법적 증거력을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1. 공인전자문서 중계자 지정 

-20- 



  

03       공인전자문서중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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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모바일고지 - 통합 모바일 전자문서 발송 솔루션 

20년 이상 최상의 기술력과 다양한 구축 경험을 자랑해온 ㈜아이앤텍은 기관에서 전자문서를 다양한 환경에서 편리하게 발송할 수 있도록 하나의 솔루션으로 4가지 

환경에서 발송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카카오톡, KT 문자, 페이코 순으로 발송되며, 모바일에서 미확인 시 우편으로도 발송됩니다. 통합 솔루션 하나로 모바

일 환경 뿐 아니라 우편 문서까지 더욱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내어 이용할 수 있습니다. 

통합 API 
 

발송정보확인 
전자문서, 
우편분류 

이용기관 
① 발송정보 제공 

② 개인전자문서 발송 

③ 법인/기관 전자문서 발송 

④ 우편발송 



  

03       공인전자문서중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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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고지·통지서 수신 서비스. 간단한 본인 인증 절차로 보안과 열람 편의성 높임. 

2. e모바일고지 - 카카오 전자문서 발송 



  

종이 우편, 등기를 대체한 문자(MMS) 수신 서비스.  

03       공인전자문서중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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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MS 표지내용 
   /보안링크 발송 

2. 서비스 동의 및  
   본인확인 

3. 상세내용열람 

2. e모바일고지 - KT 전자문서 발송 



  

네이버 앱 첫 화면, 알림, 이메일로 문서 도착 알림 받는 서비스. 

03       공인전자문서중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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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모바일고지 - 네이버 전자문서 발송 

1. 전자문서 신청 2. 네이버앱으로 알림 도착 3. 전자문서 열람 4. 네이버페이 납부 



  

공인전자주소 기반 송수신으로 안정성과 법적 증거력이 있는 전자 사서함 서비스.  

2. e모바일고지 - EPostBox 전자문서 발송 

03       공인전자문서중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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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포스트박스 접속 사용자 로그인 전자문서 목록 조회 첨부파일 확인 



  

www.epostbox.kr 

  

3. ePostBox - 사용 흐름 

송신자 
(공인전자주소) 

전자문서 

유통증명서  
발급요청 

전자문서 

유통증명서 

수신자 
(공인전자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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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계자 



  

  

3. ePostBox - 전자문서 유통증명서 
 
 
 

법정추정효력 

구 분 내용 

증 명 서 
발급번호 2012-0705-c000-0234-9012  유통증명서 발급 시, 부여되는 일련번호 

유 형 열람증명 유형은 송신증명, 수신증명, 열람증명으로 구분 

송 신 자 

공인전자주소 홍길동.개발팀#(주) 전자문서.법인   송·수신자의 공인전자주소 정보  

주소등록 
등록자:전자문서주식회사  
사업자등록번호 : 123-45-67890 

공인전자주소 사용자정보 
(개인은 실명, 법인은 법인 명 및 사업자등록번호가 표기) 

송 신 자 
공인전자주소 금융거래 # 윤천사 . 개인 

송·수신자의 공인전자주소 정보 
(개인은 실명, 법인은 법인명 및 사업자등록번호가 표기) 

주소등록자 등록자 : 윤천사 공인전자주소 사용자 정보 

송·수신  
일    시 

송신 일시 2012.07.23 09:34:28 송신자가 수신자에게 문서를 발송한 시각정보 

수신 일시 2012.07.23 09:34:29 송신자가 발송한 문서가 수신자 유통서버에 도착한 시각정보 

열람 일시 2012.07.23 13:45:26  수신된 문서를 수신자가 열람한 시각정보 

송·수신 
 내    용 

제목 
(본문 정보 값) 

전자문서 유통 모델 개발 협조 요청 
JIEz7JEH4Lv/HTvsDJ6BWP… 

 송·수신 된 문서정보에 불 변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해쉬 정
보제공 

첨부파일 
(파일 정보 값) 

업종별 문서 발생량 자료.PDF 
p+GpG2V+PG1Qsi/LLO39zr… 
제조업 유통모델 계획.hwp 
(VkKJis/ssXp23yLKnkIy… 

 #메일 발송 시 첨부되는 파일정보. 첨부파일의 변경 여부를 확
인하기 위해 해쉬 정보제공 

증명서 
유효기간 

2012.07.23~ 
2013.10.23 

전자문서 유통증명서를 사용할 수 있는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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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인척을 통한 신청, 대리 수령, 우편 전달 등 복잡한 민원처리 대신 전자문서로 교부 

03       공인전자문서 

재외국민 
가족관계증명서 

대법원 

•  1-2주일 (국가에 따라 2개월 이상) 소요 

•  인력 및 사회적 비용 발생(교통비) 

친인척 

우편 

재외국민 

친인척을 통한 

신청 위임장 등 

각종 서류 필요 

인력 및  

시간소요 발생 

사회적 비용 발생 

(우편료) 

사회적 비용 발생 

(교통비) 

사회적 비용 발생 

(교통비) 

재외공관 

•  소요기간 1-2일 수준으로 개선 

•  시간과 비용 경감 으로 혁신적인 대국민 서비스 구현 

발송 

4. 이용사례 - 대법원 재외국민 가족관계증명서 
 
 
 

전자문서 & 샵메일 

AS-IS TO-BE 

재외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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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으로 발송하던  고지업무를 전자문서로 발송 

•  반송 및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에 따른 민원 발생 

•  우편발송을 위한 행정적 비용 낭비 

•  종이 및 기타 소모품 낭비  

•  년간 약 960만 건의 우편비용 감소 

•  시간과 비용절감으로 혁신적 대국민 서비스 실현 

•  고지서 발송을 위한 사회적 비용 절감 

AS-IS TO-BE 

4. 이용사례 - 경찰청 과태료/범칙금 고지 

경찰청 

과태료/범칙금 
고지서 

민원인 

전자문서 & 샵메일 

민원인 

우편 

사회적 비용 발생 

(우편료) 

사회적 비용 발생 

(우편비, 종이 및 

 기타소모품)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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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우편 또는 방문으로 전달되던 예비군 소집 훈련 통지서를 전자문서 발송 

•  봉투, 고지서 등 재료에 대한 예선 340억 원 발생 

•  종이 및 기타 소모품 낭비 
AS-IS 

민원인 

우편 

사회적 비용 발생 

(우편료) 

사회적 비용 발생 

(우편비, 종이 및 

 기타소모품) 

4. 이용사례 - 국방부 예비군 소집 훈련 통지서 

•  국방부 통지서 발송 예산 246억 원 절감 

•  시간과 비용절감으로 혁신적 대국민 서비스 실현 

•  통지서 발송을 위한 사회적 비용 절감 

TO-BE 

전자문서 & 샵메일 

민원인 
발송 

국방부 

예비군 소집 훈련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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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 보안QR코드 

Content 



  

고객사 

www.docuqr.com 

  

• 교정·시험기관에서 유통되는 문서/서류 양식 적용 

• 문서의 신뢰성 향상 및 진위확인 판별 

• 한국인정기구 KOLAS 고시 기준 

• 아이앤텍 보안 솔루션 탑재(특허 등록번호 

제 10-1039390) 

• 서버 시스템 구축비용 없이 Cloud Service 기반으로  

구축 가능 

교정·시험기관의 모든 문서를 

진본확인 가능한 전자파일로 보관 및 유통합니다. 

1. 다큐Q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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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구성 성적서 진위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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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보안QR코드 

1. 다큐Q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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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 전자문서사업(SI) 

Content 



  

1. 구축 고도화 사례  - 질병관리청   
 

 한국인 유전체역학조사사업 전자동의체계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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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전자문서사업(SI) 

조사대상자 조사원 

조사대상자,  
전자동의서식 등록 

관리자 

전송 
전자동의서, 

데이터 암호화 

전자동의서 

전자동의서 작성 

• 전자적 형태의 동의서 생성 및 보관으로 문서 관리 업무 간소화와 서면 동의서 보관 및 이미지문서 제작과정에 소요되는 각종 비용 절감 

• 동의서 작성 과정 혹은 작성 완료 후에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자동으로 차단함으로써 동의 내용의 완결성 확보 

• 전자동의서 및 동의내용에 대한 데이터가 기 구축 시스템으로 실시간으로 전송되어 관리됨으로써 신속한 동의 정보수집 및 동의서의 체계적 관리, 자료 보안 강화 

• 개발 진행된 전자동의시스템은 전자동의서 형태로 생성 및 보관하여 문서관리업무를 간소화처리, 동의서 작성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자동으로 검증하여 완결성확보, 생성된 동의서를 코호트 역학정보시

스템에 전송하여 관리됨으로 서 자료에 대한 보안강화의 중점을 두어 개발 



  

 한국소방시설협회 

온라인 증명발급 시스템 고도화 및 
nonActiveX 개발 

 한국전기공사협회 

온라인 증명발급 시스템 고도화 사업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인터넷 증명발급 고도화 사업 

직업건강협회 

경력관리 시스템 및 인터넷 증명발급 
구축사업 

 한국사학진흥재단 

온라인 증명발급시스템 고도화 및 유지 

 육군/육군3/해군사관학교 

인터넷 증명발급고도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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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축 고도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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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6 간편인증 

Content 

1. 카카오톡 

2. PASS 

3. PAYCO 

4. 금융인증서 



  

사용자의 이름,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또는 CI 정보로 개인의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본

인인증 서비스. 로그인, 비밀번호 찾기 등 본인 인증이 필요한 서비스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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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카카오톡 



  

휴대폰 번호만 알고 있다면 누구나 쉽게 이용이 가능한 서비스. PASS인증서 가입여부 조회

를 통해서 PASS인증서가 발급되지 않은 고객의 이용 시 불편을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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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간편인증 

1. PASS 

1 간편 인증 정보입력 2 PASS 인증앱 PUSH 3 전자서명 내용확인 4 인증진행 5 인증완료 



  

별도의 솔루션 구매 및 설치 없이 API 연동으로 PAYCO 인증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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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AYCO 



  

PC/스마트기기 간의 인증서 이동 복사 없이 별도 매체, 화면 전환 없이 클라우드 연결만으

로 이용이 가능한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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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금융인증서 



  

THANK YOU 

copyright⒞ I＆TECH.INC.ALL RIGHTS RESERVED 

업무연락처    부산본사  051-418-6045  /  대구지사  053-523-4536  /  서울지사  02-2205-45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