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인인증서비스 신청서(서버용) 

신청정보     

한글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 

영문  대표자 성명  

 주 사업장 

소재지  우편번호)         - 

성  명  주민번호  

e-mail  팩    스  
인증서  

관리자 정보 
전  화  부 서 명  

ID  PW  

웹서버 도메인  

인증서 종류 □전자거래용               □전자무역용               □특수목적용 

신청내용 □신규발급    □재발급    □폐지    □효력정지    □효력회복 

재발급/폐지/효력회

복(정지) 사유 

□인증서 분실 및 도난     □도메인(DN) 변경    □인증서사용정지 

□기타사유 (                                                    ) 

 

위임장   * 인증서 관리자 정보와 동일한 경우 ‘상동’ 으로 기재

성  명  주민번호  

직장명  부 서 명  

전  화  
대표자와

의 관계 
 

대리인 정보 

(대표자가 아닌 대

리인이 신청) 

주  소  

 

 

전자서명법 제15조 및 ㈜한국무역정보통신의 공인인증서비스 이용 약관에 따라 상기와 같이 공인인증서비

스를 신청하오며, 본 신청서의 신청내용을 공인인증 서비스 관련업무에 활용함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업체명 :                         (인) (개인인감/법인인감) 

   인증기관  :  ㈜한국무역정보통신  

   등록대행기관  :     귀중 

구비서류 

①공인인증서비스 신청서 ②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법인인감증명서 원본(법인사업자), 개인

인감증명서 원본(개인사업자) ④대표자신분증 사본 또는 대리인신분증 사본 ⑤URL 등록

기관에서 발행한 URL 등록확인서류(www.whois.co.kr에서 검색가능) 

발급절차 구비서류 준비 후, TradeSign 서버 인증서 담당자(6000-2731)로 연락 



 

공인인증서비스 신청서(서버용) 작성요령 

 상호            : 사업자등록증상의 상호명(한글) 및 영문 상호명에 표기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자등록증상의 등록번호 표기 

 대표자 성명     : 사업자 등록증 상의 대표자 성명 기재 

 주 사업장 소재지  : 사업자등록증 상의 사업장 소재지 

 인증서 관리자 정보 : 인증서 발급, 관리업무 수행자(대표자 또는 관리자) 정보 

 ID : 영문, 숫자 8자이상 12자 이하, 대소문자 구분, 절반이상 반복 불가 

 비밀번호 : 영문, 숫자 8자이상 12자 이하, 대소문자 구분, 절반이상 반복 불가 

 웹서버 도메인  : URL 등록기관에서 발급한 도메인 명 (예 : www.ktnet.co.kr) 

 신청내용  

 최초 인증서 발급신청 시에는 신규발급에 표시 

 신청구분이  재발급/폐지/효력회복/효력정지 시 해당항목에 표기하고, 해당 사유를 기재 

 인증서 종류 : 신청하는 인증서의 종류에 따라 해당 항목에 표기 

 위임장  :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대표자가 아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의 신원정보를 기재 

 신청서 아래 동의서에 신청일자, 성명 기재 후 인감날인 

첨부서류  

 신원확인 증빙서류 

전자거래용 

1) 공인인증서비스 신청서(TradeSign 소정양식)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인증서 신청인(대표자, 관리인)의 신원확인 증명 사본 1 부 

* 신원확인 서류는 아래와 같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또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행한 사

진을 부착한 증명서 사본 

4) 법인인감증명서(법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개인인감증명서(개인사업자의 경

우) 1부 

5) URL 등록기관에서 발행한 URL 등록확인서류 

전자무역용 상     동 

특수목적용 별도약정에 의함 

 

 

 

 

 

 

 

 



 

공인인증서비스 신청서(서버용) - 신규발급(예) 

신청정보     

한글 ㈜갑을통상 사업자등록번호 123-45-67890 
상  호 

영문 gapeul. co 대표자 성명 홍길동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59-1 번지 트레이드 타워 301호 주 사업장 

소재지  우편번호) 135 - 729 

성  명 연흥부 주민번호 720530-1052348 

e-mail heongbu@ktnet.co.kr 팩    스 02-6000-1234 
인증서  

관리자 정보 
전  화 02-6000-1234 부 서 명 경영지원팀 

ID goodmorning PW glory1234 

웹서버 도메인 www.tradesign.net 

인증서 종류 ■전자거래용               □전자무역용               □특수목적용 

신청내용 ■신규발급    □재발급    □폐지    □효력정지    □효력회복 

재발급/폐지/효력회

복(정지) 사유 

□인증서 분실 및 도난     □도메인(DN) 변경    □인증서사용정지 

□기타사유 (                                                    ) 

 

위임장   * 인증서 관리자 정보와 동일한 경우 ‘상동’ 으로 기재

성  명 상동 주민번호 상동 

직장명 상동 직    위 상동 

전  화 상동 
대표자와

의 관계 
직원 

대리인 정보 

(대표자가 아닌 대

리인이 신청) 

주  소 상동 

 

전자서명법 제15조 및 ㈜한국무역정보통신의 공인인증서비스 이용 약관에 따라 상기와 같이 공인인증서비

스를 신청하오며, 본 신청서의 신청내용을 공인인증 서비스 관련업무에 활용함을 동의합니다. 

        2010년   10 월   10 일 

   업체명 :      ㈜갑을통상            (인) (개인인감/법인인감) 

   인증기관  :  ㈜한국무역정보통신  

   등록대행기관  :  ㈜한국무역정보통신 귀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