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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 프로세스(공통)
- 카드사별 신청 절차 수행
① 하단 매뉴얼 참고하여 카드사별 신청절차 수행
② 신청 후 데이터 수신일까지 평균 1주일 소요됨
※ 단, 신한카드의 경우 신한카드사 자체의 전산개발이 추가로 필요하여 3~4주가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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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카드사별 신청 절차
2.1. KB국민카드
제출 방법
1.
2.

신청서를 출력, 작성 및 스캔
이메일 발송: 기웅정보통신 법인카드서비스 운영 담당 - 김한별 ( hblovely@kwic.co.kr )

첨부 서류
신청서 스캔본 1부.

신청서 양식 및 작성방법
1. 기업정보 기재란
- 기업정보 및 관리자(신청자) 정보 기재
2.
-

서비스 정보란
이용카드사: 국민카드만 신청가능
데이터범위: 제공받고자 하는 데이터 범위
서비스오픈: 신청일자 기재
데이터소급요청일: 희망소급일자 기재
※ 최대 3개월

3. 서비스 신청 날인
- 법인인감 혹은 사용인감 날인
- 추후 각 인감 증명서류 제출 필요시
기재된 관리자 연락처로 연락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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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신한카드
제출 방법
1.
2.

신청서 출력, 작성 및 첨부서류 준비
동봉하여 우편 발송
ㄴ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100, 파인에비뉴 A동 19층 법인영업팀 법인사용내역 제공서비스 담당자 앞

첨부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인감 증명서 1부(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대리인신분증 사본 1부
※ 사용인감 날인시 사용인감계 1부

신청서 양식 및 작성방법
1. 데이터중계업체 / 서비스명
- [KS-NET] 직접기재 / 기타에 체크
※ 신한 BC카드 추가로 보유한 경우
[KS-NET] 기재 / BCAS 체크 및
2.6.2. BC카드 신청서 별도첨부 필수
- BC카드로 매월 1일 7,820원 별도
사용료 승인됨 (사업자번호당 부과)
2. 요청/소급 DATA
- 희망하는 요청 DATA 및
소급 DATA 신청체크/일자기재
※ 소급일의 경우 신한카드 접수일
기준 최대 3개월 전송 가능
3.
-

요청정보
법인정보: 기업정보 기재
위임사항: 신청인정보 기재
인증Password: 공란(해당사항 없음)

4. 서비스 이용 신청 날인
- 신청일자 및 법인인감 날인
(사용인감 날인시 사용인감계 첨부)

※ 신한카드 연동신청시 신한카드사
자체의 전산개발이 추가로 필요하여,
3~4주가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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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하나카드
제출 방법
1.
2.

신청서 출력, 작성 및 첨부서류 준비
동봉하여 우편 발송
ㄴ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66 (을지로2가) 17층 하나카드 기업사업지원부 진명주 주임 앞

첨부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인감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1부,
대표자 신분증 사본 1부(대리인 신청시 대리인 신분증 사본 1부 및 위임장 별도 작성)
※ 사용인감 날인시 사용인감계 1부

신청서 양식 및 작성방법

1. 회원정보
- 기업정보 및 신청인정보 기재
2. 신청 영업점 기재사항
- 공란, 하나카드 담당자가 기재
3. 서명란
- 법인인 경우 → 신청인 영역에 법인명판/법인인감 날인
※ 법인명판 없는 경우 법인명, 대표자명, 주소 수기기재
※ 사용인감 날인시 사용인감계 및 법인인감증명서 첨부
- 개인사업자인 경우 → 대표자 영역에 대표자 이름 기재 및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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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농협카드
제출 방법
1.
2.

신청서를 출력, 작성 및 첨부서류 준비
농협카드 영업점 직접 방문 접수

첨부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인감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1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대표자 방문시 대표자 신분증, 대리인 방문시 담당자 신분증 및 위임장 1부
신청서 양식 및 작성방법
1. 신청개요
- 데이터중계업체명: KSNET
- 신청구분: 해당사항에 체크
- 제공방식: Agent Type 체크
- 전송(중단)요청일: 신청일자 기재
- Data소급요청일자: 소급희망일자 기재
2. 신청회원 기재사항
- 기업정보 및 신청인정보 기재
- 신청인과 방문접수인(대리인) 다른 경우
-대리인정보 추가 기재
3.
-

중계업체 정보
담당부서명: 스마트금융사업팀
사용제품명: Agent 체크
처리일: 신청일자 기재
담당자명: 홍석진
전화번호: 02-3420-6979
휴대폰번호: 공란

4. 영업점 기재사항
- 농협영업점 방문시 담당자 기재하여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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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삼성카드
제출 방법
1.
2.
3.

신청서를 출력, 작성 및 첨부서류 준비
삼성카드 법인영업담당자를 통해 신청
영업담당자를 모르는 경우 콜센터 문의(1588-8700)

첨부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인감 증명서 1부(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대리인신분증 사본 1부
※ 사용인감 날인시 사용인감계 1부
신청서 양식 및 작성방법

1. 신청정보 작성
- 기업정보 기재
2. 데이터 중계사 및 서비스 종류
- 서비스명: KS-NET 체크
3. 이용아이디 및 이용내역 생성일
- 아이디: 사업자등록번호 10자리
- 이용내역 생성 시작일: 신청일자
4. 관리책임자 정보 기재
- 관리인 정보 기재
※ 삼성카드에 등록된 법인카드
※ 관리책임자 정보 기재해야함
5. 서비스 이용 신청 날인
- 명판(수기 작성으로 대체 가능)
- 법인인감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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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 BC카드 (IBK기업은행, BNK부산은행)
대상기관 및 비용
1.
2.

대상기관: IBK기업은행, BNK부산은행
서비스 이용 수수료 별도 발생: 7,820원이 매월 1일 신청서에 기재한 카드번호로 승인
※ 사업자번호당 1회만 청구 (신청한 기관 수와 관계 없음)

제출 방법
1.
2.

법인부담용 신청서를 출력, 작성 및 첨부서류 준비
동봉하여 우편 발송
ㄴ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70 B동 비씨카드㈜ 상품개발2센터 BCAS 담당자

첨부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인감 증명서 1부(3개월 이내 발급분)
※ 사용인감 날인시 사용인감계 1부
신청서 양식 및 작성방법

1. 신청 체크박스에 체크
2. 기업회원 정보
- 기업정보 및 중계업체정보 기재
- 중계업체 정보
1) 담당자성명 : 홍석진
2) 부서명: 스마트금융사업팀
3) 전화번호: 02-3420-6979
4) 중계업체명: KSNET
- 데이터 전송요청 거래은행 기재
(IBK기업은행 혹은 BNK부산은행)
- 데이터 소급요청일자
ㄴ 소급희망일자 기재
- 데이터전송수수료 결제용 카드번호
ㄴ 해당 카드로 매월 1일 승인
4. 신청일자 및 인감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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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 BC카드 (IBK기업은행, BNK부산은행 외)
대상기관 및 비용
1.
2.

대상기관: NH농협카드, 우리카드, SC제일은행, KB국민카드, DGB대구은행, BNK경남은행, 씨티카드, 신한카드,
제주은행 등 BC카드망 이용 카드
서비스 이용 수수료 별도 발생: 7,820원이 매월 1일 신청서에 기재한 카드번호로 승인
※ 사업자번호당 1회만 청구 (신청한 기관 수와 관계 없음)

제출 방법
1.
2.

은행제출용 신청서를 출력, 작성 및 첨부서류 준비
해당 기관 영업점 방문하여 접수

첨부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인감 증명서 1부(3개월 이내 발급분)
※ 사용인감 날인시 사용인감계 1부
신청서 양식 및 작성방법

1. 신청 체크박스에 체크
2. 기업회원 정보
- 기업정보 및 중계업체정보 기재
- 중계업체 정보
1) 담당자성명 : 홍석진
2) 부서명: 스마트금융사업팀
3) 전화번호: 02-3420-6979
4) 중계업체명: KSNET
- 데이터 소급요청일자
ㄴ 소급희망일자 기재
- 데이터전송수수료 결제용 카드번호
ㄴ 해당 카드로 매월 1일 승인
4. 신청일자 및 인감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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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롯데카드
제출 방법
1.
2.

신청서(공문) 작성 및 법인인감 날인
롯데카드 법인영업담당자에게 문의 후 안내받은 방법으로 접수(이메일 등)
※ 롯데카드 법인영업담당자를 모르는 경우
ㄴ 롯데카드 법인카드서비스 매니저 유선 접수(02-2050-1302)
ㄴ 안내받은 이메일 주소를 통해 신청서 작성 및 법인인감 날인 후 스캔하여 접수

첨부 서류
법인인감 증명서 1부(3개월 이내 발급분)
※ 사용인감 날인시 사용인감계 1부
신청서 양식 및 작성방법

노란 영역으로 표시된 부분 작성
1. 2020-XX-XX
: 신청일자 기재
2. 전송 시작 요청 일자
- 서비스 신청일자 기재
- 신청일 이전 기간 소급 불가
3. 법인명 기재
4. 법인명 및 대표자명 기재 후
법인인감 날인

10 / 12

KWICHUB 법인카드서비스 신청매뉴얼

2.8. 현대카드
제출 방법
1.
2.

별도의 신청서 제출 절차 없으며, 현대카드 법인영업담당자를 통해 신청
영업담당자를 모르는 경우 콜센터 문의(1577-6000)

첨부 서류

별도 지정된 첨부 서류 없음

신청서 양식 및 작성방법

신청서 제출 절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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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수협/광주/전북카드
제출 방법
BC카드 망을 사용하나, 별도의 BCAS 서비스 신청서 제출 절차 없으며
해당 은행 영업점 방문 신청
첨부 서류
각 은행지점별로 요구하는 서류 상이 (방문 이전 은행지점 유선 문의 권유)
지참 서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위임장(법인인감), 대표자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신청서 양식 및 작성방법

신청서 제출 절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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