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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업을 위한

필수 서비스 모두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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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절감부터 디지털 전환까지!



강사/수강생/학부모 등 여러 계약 당
사자들과 진행하는 계약 업무로 인해

막대한 비용 소모

수강 계약 철회에 따른 분쟁 이슈, 성
범죄 전력 조회 미실시 발생하는 과태
료 부과와 같은 법적 리스크 존재


출력, 체결, 스캔, 파쇄 등 번거로운 
프로세스의 반복으로 실무자의 업무 
효율 저하

1 2 3

강사, 수강생, 학부모의 서명이 필요한 수백 건의 문서, 종이로 체결하면 많은 비용과 비효율이 발생합니다.

아직도 종이로 계약 하시나요?



수시로 발생하는 문서 서명 작업을 모두싸인에 맡기면 더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교육업에 꼭 필요한 전자계약

95%이상 저렴한 비용

인건비는 물론, 수천 건 이상의  

계약서 보관 및 관리 비용 대폭 절감 효과

95

%

법적 의무사항 준수도 완벽하게

서류 자동 교부 및 보관으로


법적 리스크 감소, 신뢰도 상승

시공간 제약 없는 계약 체결/서명 수집

강사/수강생 학부모가 국내・외 어디에 있든 


비대면으로 쉽고 빠른 계약 체결 및 동의서 수집

쌓여가는 종이 문서를 전자로 통합 관리

강사 근로계약서, 학부모 동의서, 수료증 등


많은 문서를 간편하고 안전하게 보관

근로계약서



알림톡 도착

[모두싸인님의 서명 요청]



홍길동님, 


"모두싸인 정보 보안 서약서"에 


서명해 주세요.

▷ 서명자 순서

1. 홍길동 (01023456789)

▷ 서명 요청자 : 

모두싸인 
(hr@modu.co.kr)

문서 확인하고 서명하기

모두싸인

모두싸인

카카오톡
모두싸인 서명이 도착했습니다.

누구나 5분 만에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이메일·카카오톡·문자로 계약 문서를 받아보고 곧바로 서명할 수 있습니다.


IT에 친숙하지 않은 고령층도 특별한 안내 없이 직관적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문서 보관·관리가 쉬워집니다
수천 장의 문서도 기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안전하게 보관하고 


문서 검색, 폴더 기능을 활용하여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법적효력·보안도 걱정마세요

모두싸인은 [전자서명법] 및 [전자문서및


전자거래기본법]에 따라 확실한 법적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보 보호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ISO 

27001 보안 인증을 획득하여, 세계적 수준

의 보안 역량을 공인받게 되었습니다.

편의성부터 법적효력, 보안까지 모두싸인은 확실합니다.

계약도 얼마든지 간편해질 수 있습니다



20만여 개의 우수한 기업들이 모두싸인으로 계약 업무를 혁신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1등 전자계약, 모두싸인

200,000+
기업 고객

4,600,000+
이용자

22,000,000+
사용된 서명 및 문서

*23년 01월 01일 기준



학원/교습소뿐 아니라 유학원, 에듀테크, 학습서 출판 등 모두싸인은 교육 비즈니스 필수 솔루션입니다  

많은 교육 관련 비즈니스에서 모두싸인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모두싸인 덕분에 담당자 

한 명 분의 리소스를 절감했어요!”

크레버스(청담어학원) 외국어학원

“나만 알고 싶은 모두싸인!

이디엠에듀케이션만의 경쟁력입니다"

이디엠에듀케이션 어학원, 유학센터



1:1 도입 상담
지금 신청하기

모두싸인 홈페이지

자세히 보기

고객 성공 사례

자세히 보기

전문 컨설턴트가 
귀사의 고민을 덜어드리겠습니다

https://share.hsforms.com/1nBUTPCtORGGs2wsNN1UFSwc4eum
https://www.modusign.co.kr/
https://blog.modusign.co.kr/category/service/review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