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한도조회&계약신청 (한도조회)

2_1. 한도조회(본인인증)
(약관동의, 본인명의 휴대폰인증)

2_2. 한도조회(본인인증)
(문자로 받은 6자리 숫자 입력)
(타인명의 휴대폰 : 신용카드, 공인인증)

인증

1. 할부금융 간편신청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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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도조회&계약신청 (한도조회~계약신청)

4_1. 계약신청(신청자 정보 입력)
(신청자정보, 주소, 계좌번호 입력)

3_1. 한도조회(판매처 코드입력)
(판매처코드 모르면 판매처 찾기)

3_2. 한도조회(한도결과 확인)
(고객 할부진행 가능금액 표시)

계약신청 화면으로 연결 한도조회 후 종료

1,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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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도조회&계약신청 (계약신청)

5_1. 계약신청(상품정보 입력)
(상품정보 직접입력)

5_2. 계약신청(상품정보 입력)
(판매처코드, 신청액, 할부개월수 등)

실제 할부신청가격

물건가격

제품설치(수령)일자

(주)디자인아트정글

4_2. 계약신청(신청자 정보 입력)
(신청자정보, 주소, 계좌번호 입력)

계좌번호 알아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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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도조회&계약신청 (계약신청)

6_1. 계약신청(신청내역 확인)
(입력한 할부신청내용 확인)

6_2. 계약신청(신청내역 확인 )
(전자약정 시작하기로 다음단계 진행)

전자약정 바로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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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자약정 (신분증 촬영~계좌인증)

7_1. 전자약정(신분증 촬영)
(신분증을 틀에 맞추어 촬영)
(검정바탕에서 촬영이 용이함)

7_2. 전자약정(신분증 촬영)
(신분증 촬영값이 자동 입력)
(오류 입력값은 고객이 직접 수정 가능)

자동세팅됨

8_1. 전자약정( 계좌 인증)
(간편신청시 입력했던 계좌번호 자동세팅)
(추후 할부금융 CMS계좌로 등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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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전자약정 (계좌인증)

8_2. 전자약정(계좌인증)
(계좌 1원 입금 확인 및 적요번호 확인)

8_3. 전자약정(계좌인증)
(입금통장의 적요내역 중 숫자 3자리
만 입력)

‘아니오’를 누르면
공인인증서로 인증

9_1 전자약정(간편PIN 번호 등록)
(전자서명을 위한 PIN번호 등록)
(미등록시 공인인증서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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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전자약정 (PIN 인증가입)

9_2 전자약정(간편PIN 번호 등록)
(6자리 숫자 입력)

10. 전자약정(체크리스트 체크)
(할부 신청 시 유의사항 체크)

9_3 전자약정(간편PIN 번호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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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전자약정 (약관동의, 전자서명, 완료)

11. 전자약정(약관동의)
(전자약정을 위한 약관 동의)

13. 전자약정(최종 완료)

완료버튼 누르면
메인화면으로 이동

12. 전자약정(전자서명)
- PIN 설정 고객 - 간편PIN 서명
- PIN 미설정 고객 - 공인인증서 서명

PIN번호 설정 하지 않은
고객은 공인인증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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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뱅킹, 인터넷뱅킹이 불가능한 경우 ARS를 통한 계좌인증방법 ★

1. 전자금융공동망 ARS #1369

1369->#->1#->21#->(은행코드)3자리#->계좌번호#->비밀번호#->주민번호앞6자리->최근5건 입금내역(입금자명) 청취->재청취 *

■ 은행별 코드번호

은행명 코드번호 은행명 코드번호 은행명 코드번호 은행명 코드번호

국민 004 도이치 055 신한 088 전북 037

경남 039 부산 032 신협 048 SC제일 023

광주 034 산업 002 한국씨티 027 제주 035

기업 003 상호저축 050 외환 005 하나 081

농협 011 새마을금고 045 우리 020 HSBC 054

대구 031 수협 007 우체국 071 카카오뱅크 090

케이뱅크 089

2. 해당은행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상담원 통화 / 입금내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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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약정이 불가능한 경우 (페이퍼 약정 진행) ★

1. 법인인 경우

- 전자약정은 개인, 개인사업자만 진행 가능함

2. 본인인증 방식이 아래의 인증방식으로 진행 불가능한 경우

- 휴대폰 문자인증(인증번호)

- 신용카드 인증

- 공인인증서 인증 (휴대폰 내 저장)

3. 신청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 소득자료 수령 및 개별심사 후 승인 / 페이퍼약정으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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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할부금 연체는 판매처와 무관합니다. (저축은행에서 연체관리)

Q1. 고객이 할부대금 납입을 연체하면 어떻게 되는지?

할부금융은 포괄적으로 ‘대출’로 분류되어 고객의 채무가 증가하는 것이 되므로 고객의 신용등급에 영향을 줍니다.

단, 할부금융 실행 전 가능 여부만을 위한 한도조회는 전혀 신용상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Q2. 할부금융 이용 시, 고객의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치는지?

중도상환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단, 정해진 중도상환 수수료를 고객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단, 무이자는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Q4. 할부대금을 중도에 일시 납부 할 수도 있는지?

Q & 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