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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금융결제원 CMS 준비사항
구분

법 인

개 인

□ 법인인감도장

□ 대표자 인감도장

□ 법인인감증명서 2부
준
비
사
항

비고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대표자 인감증명서 2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거래용 통장 사본

□ 거래용 통장 사본

□ 대표자 신분증 사본

□ 대표자 신분증 사본

□ CMS 담당자 연락처

□ CMS 담당자 연락처

계약서 날인용
최근 2개월
이내 발행분

팩스송신

1.거래용 통장 예금주(법인 : 법인명의 / 개인 : 대표자 명의 또는 사업용 계좌)
2.CMS담당자 연락처

(본 안내문 3page에 작성해주십시오.)

2. 금융결제원 CMS 진행 절차
(1)팩스 080-008-3690 으로 아래 서류 송신(수신 : 코리아씨엠에스)
①사업자등록증

②거래용 통장

③대표자 신분증

④CMS 담당자 연락처

(2) 은행계약
(3) 금융결제원 이용신청서 접수
(4) 보증보험 발급
(5) 서비스 개시

진행과 관련된 모든 절차는 대행 및 지원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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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금융결제원 CMS 이용요금 안내
(1)금융결제원 (중계수수료)
온라인으로 CMS출금 처리 시 해당은행으로 출금자료송신 및 자료처리의 대가로 금융
결제원이 CMS 이용기관으로부터 받는 요금

(2)은행수수료(고객수수료)
은행에서 출금요청의 대가로 건당으로 CMS 이용기관으로부터 받는 요금

(3)보증보험료 (CMS 필수항목)
자동이체(부당인출) 사고에 대비하여 최종 납부자 보호시스템

(4)코리아씨엠에스 (CMS 프로그램 이용료)
CMS 필수업무 외 고객관리와 다양한 부가서비스가 제공됩니다.
(V.A.T 별도)

금융결제원

월 중계건수 1,500건 이하

① 40,000원

월 중계건수 1,500건 초과

40,000원+전송료

(중계수수료)

구간

1,501

중계건수는 송수신 기준

(건)

~4,000

전송료

8원

4,001

15,001

40,001

~15,000 ~40,000 ~125,000

7원

6원

5원

125,001
이상

2원

은행수수료

출금건당 수수료(부가세 없음)

⍺ ± 200원

(고객수수료)

불능건당 수수료(부가세 없음)

20원

보증보험료
(가입금액의 년 0.529%)
코리아씨엠에스
(CMS 프로그램 이용료)

월간출금 한도 기준에서 이용기관 등급별 적용
(최저 500만원 = 1년간 보험료 26,450원)
가입비(방문 진행시 발생)
월이용요금

200,000원
② 50,000원

월 유지비용 (① + ② = 90,000원) + 은행수수료[1,500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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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금융결제원 CMS 담당자 정보
귀사의 무궁한 발전과 번영을 기원합니다.
먼저 코리아씨엠에스의 솔루션을 도입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사에서 CMS 업무진행을 위해서는 담당자가 필요합니다.
담당자 교육은 프로그램의 도움말과 고객지원센터의 일대일 원격접속으로
진행 될 예정입니다. 이에 담당자 정보를 요청합니다.
아울러 업무 안내 및 교육 외에는 다른 정보로 이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이용기관명(상호)
담당자명 / 직책
사무실 전화번호
사무실 팩스번호
담당자 휴대폰 번호
담당자 e메일 주소

5.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개인사업자 해당)
대표자 본인은 CMS 신청에 필요한 자료(사업자등록증, 통장, 신분증, 연
락처)를 본인 스스로 제공하며 관련기관(금융결제원, 서울보증보험, 코리
아씨엠에스)에 사용될 것을 설명 듣고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 위 사항에 대해서 동의합니다.(확인했으면 체크 하십시오.□)
대표자주민등록번호 :
대표자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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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

(서명 또는 인)
담당자 : 김상헌 과장 010-3322-7878
한국씨엠에스 주식회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