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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개요
데이터

중계업체명  　　

신청구분
신규신청(    ), 추가신청(    ),  해지(     ), 소급신청(     )

변경(    ) : 기존 중계업체명(　　　　　　　　　　　） 

제공방식 Agent Type (       ),  Web Type (      )

전송(중단)요청일 Data소급요청일자

     ※ 해당란에 “ㅇ” 또는 “V” 표시하고, 변경 선택시 기존 중계업체명 필수 기재 

2. 신청회원 기재사항
법인명 사업자번호

대표자명 법인등록번호

주소

담당자명 담당자전화번호

담당부서명 직위

FAX번호 E-Mail

대

리

인

대리인명 직장전화번호

부서명 직위

     ※ 사업자번호가 많은 경우 별지에 기재가능

3. 중계업체 정보 (신청회원 기재)
담당부서명 사용제품명 Agent / Web

처리일 담당자명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4. 영업점 기재사항
영업점명 요청일

담당자명                책임자명                    

본부요청내용

 

중계업체를 통한 법인카드 데이터전송 서비스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 청 일  :  20    .      .     .   

대리인 :                 (서명/인)

첨부

서류

· (법      인)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 대표자 내점시(대표자 신분증), 대리인 신청시(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법인카드 데이터전송서비스 신청서

(앞면)
결

재

담당자 책임자 책임자 사무소장

신청기업 

대표자  
인감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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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법>

1. 신청개요

데이터중계업체
농협카드와 기업회원 사이에서 데이터를 중계하는 기관 기재
(영업점 담당자와 상의)

신청구분
신규, 추가, 해지, 변경 4가지 중에서 해당사항 표기하며, 변경
하는 경우 반드시 기존 중계업체명 기재

제공방식
Agent 방식 : 별도 프로그램 설치
WEB 방식 : 중계업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조회 / 다운로드

전송(중단)요청일 서비스 개시 또는 중단 희망일

Data 소급요청일자
서비스개시일 이전의 데이터를 소급전송 요청하는 경우 최초 
소급일자 기재. 단, 소급가능기간이 장기간인 경우 카드사와 사전협의

2. 신청회원 기재사항

법인명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법인명 기재

사업자번호
반드시 1개이상의 사업자번호 기재, 사업자번호가 여러 개인 
경우 별지로 첨부 가능
※ 사업자번호 단위로 서비스요금 청구되니 충분한 검토 후 신청

대표자명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대표자명 기재

법인등록번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법인등록번호 기재

주소 실제 사업장 주소 기재

담당자전화번호 데이터전송서비스 요청 담당부서 연락처 기재

담당부서명 데이터전송서비스 요청 담당부서명 기재

FAX 담당부서 팩스번호 기재

담당자명 데이터전송서비스 요청 담당자명 기재

E-mail 담당자 이메일 주소 기재

대리인정보 위임장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

3. 중계업체 기재사항

담당부서명 중계업체 담당부서명 기재

사용제품명 중계방식 기재

처리일 서비스 개시일 기재

담당자명 중계업체 담당자명 기재

전화번호 중계업체 담당자 전화번호 기재

핸드폰번호 중계업체 담당자 핸드폰번호 기재

4. 영업점 기재사항

영업점명 데이터전송서비스 요청 영업점명 기재

요청일 서비스 신청일자(본부 신청기준)

담당자명 영업점 담당자명

책임자명 영업점 책임자명

본부요청내용 본부 요청사항 및 특이사항 기재

(뒷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