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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공인인증서 발급/재발급 관련 사항

인증서 발급시“참조 번호”가 맞지 않는다는 창이 뜹니다.

가. 참조번호가맞지않는다는경우는

1) 참조번호가실제로틀리거나

2) 이미인증서를발급받은경우

3) 유효기간이만료된경우입니다. 

참조번호가맞지않는다는메시지가나오면거의인증서가발급된경우입니다. 

나. 발급된인증서를확인하기위해서는“인증서내용보기”기능을이용하면됩니다. 

다. 참조번호, 인가코드를이용해서인증서를발급받은경우, 

같은참조번호, 인가코드를이용해서다시인증서를발급받을수없습니다. 

라. 공인인증기관또는등록대행기관에연락하시어해당참조번호로인증서의발급여부

및유효기간만료여부를확인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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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서를 발급 받는 중 디스켓에 저장하려다가 실패했습니다.

인증서가 정상적으로 발급되면 고객님의 인증서는 지정하신 저장매체에 저장됩니다.

하지만일시적인네트워크장애, PC상의문제, 방화벽설정등으로인증서가정상적으로저

장되지 않을 수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고객 컴퓨터를 점검하신 후 발급메뉴를 이용하여

재발급받으시기바랍니다.

거래 은행, 증권사별로 각각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아야 하나요?

거래은행 증권사별로 각각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용도제한용

공인인증서의경우은행, 증권, 신용카드, 보험등기능별로각각발급받으셔야합니다. 이

경우에도기능별로는상호연동이되기때문에거래은행, 증권사별로공인인증서를각각발

급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발급받으신 인터넷 뱅킹용 용도 제한용 공인인증서로 타기

관인증서등록절차를통해다른은행에서도사용이가능합니다. 상호연동용공인인증서의

경우 발급 받으신 하나의 인증서로 타기관 인증서 등록 절차를 통해 다른 은행, 증권사 등

모든서비스기관에서사용가능합니다.

외국인에 대한 인증서 발급절차가 궁금합니다.

금융실명거래및비 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1항에 따르면“개인의 경우 주민등록

표에 기재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다만,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여권에 기재된 성명 및 여

권번호(여권이발급되지아니한재외국민은재외국민등록법에의한등록부에기재된성명

및등록번호)”를이용해서실지명의를이용하도록규정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의 경우에는 가까운 등록대행기관을 방문하셔서 여권번호로 인증서를 발

급받으실수있습니다. 여권이없으신경우에는외국인등록번호를이용하여주십시오.

제 절1



2  | 공인인증서 갱신관련 사항

인증서 갱신은 무엇이며 어떻게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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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서 갱신이란, 현재 사용하고 있

는인증서의유효기간(1년)을연장하여사

용하는것으로기존에사용하고계신인증

서를계속사용하시기위해서는인증서만

료일 이전에 반드시 갱신하셔야 합니다.

만약기간내에인증서를갱신하시지않으

신 경우, 인증서를 신규발급 받으셔야 합

니다.

인증서 재발급은 무엇이며 어떻게 하는 건가요?

가입자가자신의공인인증서를새로운공인인증서로발급받는절차를말합니다.

온라인을통한상호연동용, 용도제한용공인인증서재발급절차

공인인증기관또는
등록대행기관홈페이지접속

공인인증서갱신신청선택

갱신할공인인증서선택

갱신재확인

수수료납부

공인인증서저장매체선택

공인인증서비 번호입력/확인

갱신완료

온라인을통한공인인증서갱신절차

공인인증서재발급은공인인증기관또는등록대행기관을 직접방문

또는온라인으로신청할수있으며, 다음의경우에재발급받을수있습니다. 

①공인인증서를폐지또는분실하 을경우,

②전자서명 생성정보(전자서명키, 인증서 사용 패스워드)가 타인에게 도난·노출·손상 등이

우려되는경우등

다만, 기존에 사용하던 공인인증서의 유효기간이 남은 경우에만 재발급 신청이 가능하며, 기존

공인인증서의잔여기간유효한인증서가발급됩니다.

공인인증서갱신은공인인증기관

또는등록대행기관을직접방문또는

온라인으로신청할할수있으며, 

다음의경우에갱신할수있습니다. 

①공인인증서의 유효기간을 1년 더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인인증

서를갱신하시기바랍니다.

②하지만, 유효기간 만료일이 1개월

이상 남은 공인인증서는 갱신할 수

없습니다.

재발급신청 (공인인증기관또는등록대행기관) 

발급정보수령 (참조번호, 인가코드) 

해당기관홈페이지접속재발급선택

발급정보입력 (참조번호, 인가코드) 및수수료납부

공인인증서저장매체선택

공인인증서비 번호입력

재발급완료
(유효기간은재발급일로부터기존공인인증서만료일까지임)

●● 갱신을 위해서는 반드시 기존

에 발급받으신 인증서가 있어야 합

니다.

주주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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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인증서를 인터넷상으로 갱신 받을 수 없나요?

인증서의 발급 및 갱신 등은 인터넷을 통하여 가능하므로 국내이거나 해외이거나 상관

은없습니다. 인증서를받으셨던등록대행기관혹은공인인증기관홈페이지를통해갱신을

하시면됩니다.

3  | 공인인증서 폐지관련 사항

인증서 폐지는 무엇이며 어떻게 하는 건가요?

유효한공인인증서의효력을 구히종료시키는절차를말합니다. 

회사 컴퓨터에서 갱신하 는데, 집에 있는 컴퓨터에 저장된 인증서도 갱신해야 하나요?

인증서를발급받아여러곳에서사용하시더라도, 해당인증서는하나입니다. 갱신을하

시는 경우, 기존에 사용되던 인증서가 폐지되고 새로운 인증서가 발급되기 때문에 회사에

서갱신을하시더라도집에있는인증서는갱신되지않습니다. 따라서회사에서해당인증

서를갱신하신기관의홈페이지에접속하시어, 인증서의관리메뉴중복사메뉴를이용하여

다시집에있는PC에저장을하셔야합니다. 

인증서 갱신기간을 놓쳤습니다.

인증서의갱신기간을놓치신경우, 해당인증서의유효성을상실하게됩니다. 이런경우

에는 공인인증기관 또는 등록대행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신규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

때기존의발급받으신공인인증서는갱신기간이지난것으로사용할수없으나, 자동으로

삭제되는것은아닙니다.

인증서 갱신시 기존 인증서 비 번호를 그대로 사용해도 되나요?

갱신시에는인증서를발급받으신공인인증기관또는등록대행기관의홈페이지에접속

하여해당기관이제공하는갱신메뉴(인증서갱신, 유효기간연장하기등)를이용하시면되

며, 비 번호는그대로사용하셔도됩니다. 그러나비 번호의노출을막기위해서는주기

적으로비 번호를변경하여사용하시는것이좋습니다. 

타기관인증서등록으로 인증서를 사용하고 있는 은행에서 인증서 갱신이 안됩니다.

인증서의 발급, 재발급, 갱신 등은 인증서를 처음으로 발급 받으신 은행에서만 그 절차

의수행이가능하십니다. 인증서를최초발급받으신기관에서위의절차를실행하여주시

기를바랍니다.

공인인증서폐지는공인인증기관또는등록대행기관을직접방문

또는온라인으로신청할수있으며, 다음의경우에폐지하여야합니다. 

①공인인증서저장매체가손상되었거나분실되어해당공인인증서를

사용할수없는경우,

②전자서명생성정보가도난·노출·손상된경우,

③가입자가사망·실종선고또는해산사실을인지한경우,

또한, 가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은 경우, 공인인증기관은 해당 공인인증서

를폐지할수있습니다.

폐지된공인인증서는다시회복하여사용할수없으며, 사용을다시원하는경우에는공인인증서

신규발급절차를거쳐야합니다.

가입자의 인증서를 폐지시키는 경우 인증서의 유효기간 및 종류에 상관없이 그 효력이 신속하

게 상실되지만, 폐지 이전에 행한 계약 또는 법적 행위의 효력과 의무사항에는 향을 주지 않

습니다.

●●인증서폐지방법은기관별로차이가있을수있습니다.주주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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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공인인증서의 효력정지/효력회복 관련 사항

인증서 효력정지는 무엇이며 어떻게 하는 건가요?

유효한공인인증서의효력을일시적으로정지시키는절차를말합니다.

104

온라인을통한공인인증서폐지신청절차

공인인증서폐지신청

폐지할공인인증서선택

폐지사유입력

공인인증서비 번호입력

공인인증서폐지완료

회사 컴퓨터에 저장된 인증서를 집에서 폐지할 수 있나요?

공인인증서를신청하신후에인터넷을통해발급받으시면, 인증서발급시사용하신PC

하드디스크(또는지정하신저장매체- 이동식디스크, 스마트카드, 표준보안매체)에인증서

가저장됩니다. 

인증서 폐지는,  1⃞ 인증서가 있는 경우, 해당 인증서의 비 번호(암호)입력으로 하는

방법과,  2⃞인터넷뱅킹의경우, 신청시제출하신 ID와패스워드(비 번호) 등으로폐지하

는방법이있는데두번째방법을이용하시면인증서가없는곳에서폐지도가능합니다.

이때반드시인증서를발급받으신은행홈페이지의해당메뉴를이용하셔야하며, 회사

컴퓨터에 있는 인증서는 삭제되지는 않습니다.(폐지가 되면 해당 인증서는 유효하지 않기

때문에사용할수없습니다.) 

온라인을통한공인인증서효력정지절차

공인인증서효력정지신청

효력정지할공인인증서선택

효력정지여부확인

공인인증서비 번호입력

효력정지완료

공인인증서의효력정지는공인인증기관또는등록대행기관을직접방문, 

온라인또는유선상으로신청할수있으며, 다음의경우에효력정지할수있습니다.

①가입자가공인인증서를일정기간사용할수없는경우

②전자서명생성정보(전자서명키, 비 번호)가도난·노출·손상될우려가있는경우

공인인증서의유효기간은효력정지기간과관계없이동일하며, 효력정지된공인인증서는유효기

간만료이전내에효력회복될수있습니다

다만, 효력정지된공인인증서는신청후6개월까지만유지할수있으며, 6개월이내에효력회복

신청이접수되지않을경우에는해당인증서는자동으로폐지됩니다.



공인인증서효력회복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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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공인인증서 관리 관련 사항

공인인증서 저장매체는 무엇인가요?

공인인증서는 윈도우, 유닉스, 리눅스, 매킨토시 등 다양한 운 체제 및 저장매체를

지원합니다.

인증서 효력회복은 무엇이며 어떻게 하는 건가요?

효력정지된공인인증서의효력을회복하는절차를말합니다.

인증서 효력회복시 인증서의 유효기간도 연장이 되나요?

인증서를효력정지시키더라도인증서의유효기간은연장되지않습니다. 또한효력정지

후 6개월 이내에 효력회복을 시키시지 않으시면 해당 인증서는 자동 폐지되어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공인인증기관또는등록대행기관방문

공인인증서효력회복신청

본인확인절차

효력회복완료

저 장 매 체 설 명

공인인증서는신청하는컴퓨터에저장됩니다. 

여러명이공동으로컴퓨터를사용할경우에는공인인증서비 번호가노출

되지않도록주의하여야합니다.

※C:\Program Files\ NPKI\인증기관식별자

이동식 디스크에는 플로피 및 CD-ROM, 윈도우 파일시스템을 지원하는

USB 드라이브가있습니다.

공인인증서를백업하기위한저장매체로사용하기를권장합니다. 

※A 또는B:\NPKI\인증기관식별자, 

USB 드라이브명:\NPKI\인증기관식별자

공인인증서의이동성및보안성을강화한저장매체입니다.

※스마트카드, 표준보안매체(USB키, USB토큰)의경우, 해당공인인증기관

및등록대행기관에서지원여부를확인하셔야합니다.

하드디스크

이동식디스크

(플로피및CD-ROM, USB드라이브)

스마트카드

표준보안매체

(연산장치를내장한USB, 스마트카드)

공인인증서의효력정지는공인인증기관또는등록대행기관에

직접방문하여신청하여야합니다.

다만, 공인인증서효력회복신청은효력정지후6개월이내에한하여가능합니다.

6개월이내에효력회복신청이접수되지않을경우에는

해당인증서는자동으로폐지되며, 재발급받아야합니다.

발급 받은 공인인증서가 훼손되면 복구가 불가능하므로, 이동식 저장매체(이

동식디스크, 스마트카드, 표준보안매체)에인증서복사본을별도제작하는것

을말하며, 공인인증서의안전한관리를위하여백업을권고합니다.

공인인증서백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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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저장매체변경

108

공인인증서백업하기선택

백업할공인인증서선택

이동식저장매체선택

비 번호입력

백업완료

공인인증서백업복구선택

이동식저장매체삽입

복구할공인인증서선택

비 번호입력

백업복구완료

공인인증기관또는등록대행기관홈페이지접속

공인인증서저장매체변경하기선택

저장매체변경할공인인증서선택

저장매체선택

공인인증서비 번호입력

공인인증서저장매체변경완료

공인인증서백업복구

이동식디스크의인증서복사본을하드디스크로다시복구하는것을말함

사용자가기존에발급받은인증서를하드디스크, 이동식저장매체가운데

원하는매체로옮기는것을말합니다. 

공인인증서원본은삭제되며, 이는기관별로차이가있을수있습니다. 

기존에발급되어하드디스크에저장된공인인증서의보안강화를위해USB나스마트카드로변경

하고자할때유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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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서가 저장되어 있는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포맷하 습니다.

●처음인증서를발급받았을때이동식저장매체에백업을해놓았다면인증서를저장

매체변경이나백업복구하시면됩니다.

● 만약 이동식 저장매체에 인증서를 백업하지 않았거나, 저장매체변경을 통해 하드디

스크외의저장장치에저장해두지않았다면인증서를재발급받아야합니다.

스마트카드가 꼭 있어야 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까?

스마트카드는 인증서를 담아두는 저장매체입니다. 인증서는 파일 형태로 PC의 하드디

스크나이동식저장매체에저장을하여사용을할수도있습니다. 그러므로꼭스마트카드

가 있어야만 인증서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스마트카드는 선택사항이지 필수사

항은 아닙니다. 또한 해당 저장매체의 이용 가능여부는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기관(공인인

증기관, 등록대행기관)에따라차이가있을수있습니다.

인증서를 회사와 집에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인증서를 이동이 편리한 저장매체인 USB나 스마트카드 등에 저장하여 사용하시는 것

이 가장 안전하고 편리합니다.(플로피디스크는 다소 안정성이 떨어지는 편입니다) 그러나

하드에 저장해서 사용하시려는 경우에는 먼저 인증서 발급 시 지정한 저장매체에서 복사

가능한저장매체로복사를하신후해당인증서를집이나회사의PC에다시복사하여저장

110

공인인증서비 번호(암호) 변경

공인인증기관또는등록대행기관홈페이지접속

공인인증서비 번호변경하기선택

비 번호변경할공인인증서선택

공인인증서비 번호변경완료

공인인증서비 번호입력
(이전비 번호, 새로운비 번호)

공인인증서에설정된비 번호를변경하는것을말하며다음의경우에

공인인증서비 번호를변경하시기바랍니다.

①인증서비 번호가누출되었거나누출이의심스러운경우,

②동일한비 번호를장기간사용한경우,

③또한, 인증서의안전한사용을위하여주기적으로비 번호변경을권장합니다.

●●일반적으로PC 하드디스크나이동식저장매체에저장된경우, 비 번호를몰라도전자서

명키파일과인증서를복사할수있으며, 잘못된비 번호사용에대한제한도없으나스마트카

드의 경우, PIN번호(개인식별번호)를 모르면 전자서명키 파일과 인증서에 접근이 불가능하므

로복사가불가능하며, PIN번호사용에제한을둘수도있어보다안전합니다.

TTii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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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에는“이인증서는공인인증서입니다”는문구가포함되어있음

공인인증서 비 번호를 아예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인증서 발급 시 본인이 입력하신 개인키 비 번호는 오직 본인만이 알 수 있는 정보입

니다. 인증기관에는 어떠한 데이터도 전송되지 않으므로 확인해 드릴수가 없습니다. 따라

서 비 번호를 분실하셨다면 해당 인증서는 폐지하고 재발급을 받아야만 사용하실 수 있

습니다.

인증서 비 번호를 변경하고 싶습니다.

인증서의 비 번호를 변경하시기 위해서는 공인인증기관 또는 등록대행기관의 공인인

증센터 메뉴 중 인증서관리 메뉴를 클릭 하신 후 나타나는 화면에서 인증서 비 번호변경

버튼을 클릭하고, 해당 절차에 따라 비 번호를 변경하시면 됩니다. 비 번호 변경방법은

본교재 [제2장제6절4. 비 번호(암호) 변경하기]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하신후사용하시면됩니다. 저장매체변경방법은본교재 [제2장제6절3. 저장매체변경

하기]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PC방 등 공공장소에서 또는 타인의 컴퓨터에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사용했습니다.

공공장소나 타인의 PC에서 공인인증서를 발급후 방치하면 사고 우려(전자서명, 본인

명의도용등)가있으므로가급적하드디스크외의이동식저장매체에인증서를저장하시

고 반드시 사용 후에는 다른 해당인증서를 삭제(인증서관리에서 가능)해 주십시오. 본인

의 인증서나 각종암호 등의 관리 소홀로 인한 사고 발생 시에는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

습니다.

공인인증서에는 어떠한 정보가 포함되나요?

공인인증서는다음과같은내용을포함하고있습니다.

주요구성요소 설 명

공인인증서일련번호

공인인증기관식별명칭

공인인증서유효기간시작일과만료일을명시

공인인증서소유자의실명을포함한식별명칭

공인인증서소유자의공개키

공개키의사용목적을명시(전자서명, 암호화등)

공인인증서발행기관이인증서를발행하는데적용한인증서정책과

인증업무준칙1)을명시

위의내용이진실임을증명할공인인증기관의전자서명값

일련번호

발행기관식별명칭

유효기간

소유자식별명칭

공개키

공개키사용목적

인증서정책

발행기관의서명값

1)
인증업무준칙은공인인증서발행기관의인증서의발급·이용등에관한전반적인사항및공인인증서비스관련당사자의의무와책임을

규정하고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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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개발(주)

교보생명보험(주)

국세청

금호종합금융(주)

노틸러스효성(주)

(주)넥스월드

넷매니아

다이너스티인터내셔날

대아건설(주)

대림I&S(주)

대한세무협회

대한통운

(주)더존디지털웨어

(주)데이콤

(주)도민상호저축은행

롯데정보통신(주)

(주)린시스템

메디링스

메디팜생활건강

미쓰이스미모토은행

부민상호저축은행

(주)비씨큐어

삼성건설

삼성네트웍스(주)

삼성에버랜드(주)

삼성전자(주)

삼성중공업(주)

삼성SDS

(주)서울상호저축은행

서울시도시개발공사

(주)설비넷

신세계I&C

쌍용건설(주)

쓰리알소프트(주)

(주)아이네임즈

(주)아이마켓코리아

(주)아이텍솔루션

아이티멕스(주)

(주)에스원

(주)엔투비

온세통신

우체국

(주)이니시스

(주)이지메디컴

일산병원

전능아이티(주)

전자신문인터넷(주)

제일은행

제일화재해상보험(주)

(주)태

텔슨상호저축은행

(주)티지코프

포스데이타(주)

포항강판(주)

(주)핌스텍

하이리빙

한국물류정보통신(주)

(사)한국산업경 연구원

(주)한국인터넷데이터센터

한국전력

한국전력기술(주)

한국통신

한전KDN(주)

현대건설

현대해상화재보험(주)

KT

(주)i3shop

LG생활건강(주)

LG전자

(주)LG CNS

SK텔레콤

공인인증서 사용마크는 무엇인가요?

공인인증서사용마크는

- 공인인증기관에서발행한공인인증서를사용하는사이트에게만부여되는마크이며, 

- 공인인증기관의 공인인증서가 탑재되어 있지 않은 버전의 브라우져 사용자에게는 공

인인증서의신뢰성과효력을명시적으로공고하기위하여도입되었습니다.

사용자의웹브라우저에해당사이트의공인인증서가존재하지않을경우에

보안경고창이동작하는데, 이러한보안경고창를경험하신분은

공인인증서사용마크를클릭하여해당공인인증서를설치하시기바랍니다.

구 분 인 증 마 크

최상위인증기관

<한국정보보호진흥원>

공인인증기관

<한국정보인증(주)> <한국증권전산(주)>

<금융결제원> <한국전산원>

한국전자인증(주) (주)한국무역정보통신

제 절2

|  등 록 기 관 |

한국정보인증(주)
홈페이지 : www.signgate.com

전자우편 : kica@signgate.com

전 화 : (02) 360-3000

주 소 : 서울중구중림동441번지한국경제신문사빌딩9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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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소

전력거래소

산업단지공단

삼성선물

아시아나IDT

증권예탁원

현대선물

BNG증권

디엠디

세람상호저축은행

기술신용보증기금

이롬라이프

농수산물유통공사

교보증권

굿모닝신한증권

대신증권

대한투자증권

동부증권

동양증권

동원증권

리딩투자증권

메리츠증권

모아증권

미래에셋증권

부국증권

브릿지증권

삼성증권

서울증권

세종증권

신 증권

신한증권

신흥증권

우리증권

유화증권

이트레이드증권

CJ투자증권

코리아RB증권

키움닷컴증권

하나증권

한양증권

한투증권

한화증권

현대증권

푸르덴셜증권

LG투자증권

SK증권

코리아본드웹

대구보훈병원

동산의료원

서울대병원

서울보훈병원

인하대병원

MIRISC

아이티네이드

동부화재

삼성캐피탈

삼성화재

신동아화재

한국증권금융

KIDB채권중개

국군의무사령부

디디아이피

|  등 록 기 관 |

한국증권전산(주)
홈페이지 : www.signkorea.com

전자우편 : signkorea@signkorea.com

전 화 : 1577-7337

주 소 : 경기도성남시분당구서현동246-4

조흥은행

신한은행

경남은행

제일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농협

외환은행

국민은행

한미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우리은행

제주은행

산업은행

수협

씨티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  등 록 기 관 |

금융결제원
홈페이지 : www.yessign.or.kr

전자우편 : yessign@kftc.or.kr

전 화 : (02) 531-1123

주 소 : 서울강남구역삼동717

재정경제부

교육인적자원부

국방부

국방부조달본부

조달청

한국정보통신연구진흥원

국회사무처

한국자산관리공사

|  등 록 기 관 |

한국전산원
홈페이지 : sign.nca.or.kr

전자우편 : sign@nca.or.kr

전 화 : (02) 767-7337

주 소 : 경기도용인시죽전1동168번지한국전산원공인인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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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롯데정보통신주식회사

(주)신세계아이앤씨

(주)드림시큐리티

주식회사피에스엠코리아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전자거래협회

이씨플라자(주)

(주)EC21 

(주)예람

(주)이썸테크

(주)인포시티

(주)이씨뱅크

(주)토탈소프트뱅크

(주)레디코리아

(주)캐트릭스2B

(주)아이씨엔아이티

(주)이씨스

(주)한국비즈넷

엠투엠 로벌(주)

한국사이버페이먼트(주)

|  등 록 기 관 |

(주)한국무역정보통신
홈페이지 : www.tradesign.net

전자우편 : tradesign@ktnet.com

전 화 : (02)-6000-2736/2722

주 소 : 서울강남구삼성동159-1 트레이드타워1104호

전자무역인증센터

솔빅스테크널러지

현대산업개발

삼성전자

하나은행

마산상공회의

전남대학교

경산상공회의소

춘천상공회의소

포항상공회의소

아시아나IDT

이비즈소프트

대전상공회의소

익산상공회의소

아이씨코리아

목포상공회의소

신세계아이앤씨

연세대학교

신원정보기술

마이스테이션

충주상공회의소

광주상공회의소

신원정보기술

경찰공제회

군인공제회

디엠디

삼성광주전자

디엠디

서울통신기술

리빙프라자

주식회사노비타

삼성전자로지텍

삼성전자서비스

한국디엔에스

바다넷

스테코(주)

블루텍주식회사

세크론(주)

조선호텔

대구상공회의소

(주)한국전자증명원

교육개발원

삼성서울병원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충남기업지원센터

|  등 록 기 관 |

한국전자인증(주)
홈페이지 : www.crosscert.com

전자우편 : ghm@crosscert.com

전 화 : (02) 3019-5544

주 소 : 서울서초구서초동1674-4 하림빌딩7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