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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CMS 개요

은행 및 금융투자회사(증권사) 등 금융기관과 금융결제원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서비스로서, 쉽고 편리하게 이용기관의 고객계좌에서 자금을 출금하거나 고객

계좌로 자금을 입금하는 서비스입니다.

 이용기관(사업자)은

- 금융기관 공동의 지급결제기관인 결제원에서 제공하는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전 은행 및 금융투자회사(증권사)와 거래하는 고객의 자금을 하나의 계좌로 

손쉽게 수납할 수 있습니다.

- 금융기관마다 계좌를 개설할 필요 없이 각종 자금을 하나의 계좌로 손쉽게 수

납할 수 있습니다.

- 고객계좌에서 정해진 날짜에 자금을 출금하므로 체계적인 자금계획 수립이 

가능합니다.

- 고객계좌에서 미출금시 여러 번 재출금 요청이 가능하므로 연체관리가 수월

해지며, 수납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 고객계좌 출금일(D) 바로 다음 영업일(D+1)에 이용기관 지정계좌로 자금이 

입금됩니다.

  (단, 2014. 6. 26 이후 신규 신청기관은 신규승인월 익월부터 3개월동안 D+3일, 

그 후 3개월동안은 D+2일, 그 후에는 D+1일에 자금이 입금됩니다.)

▶ 신규신청기관의 자금입금일 변경 예시

 이용기관의 고객은

- 국내 전 은행 및 금융투자회사(증권사) 계좌에서 출금이 가능하므로 금융기관 

선택에 제약없이 원하는 금융기관을 지정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 정해진 날짜에 이용기관이 자동 출금하므로 각종 대금의 납부방법 및 납기일

에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1

2

1월 
(승인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D + 3일 D + 2일 D +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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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고유번호증을 득한)임의단체, 학교, 유치원 등 

각종 자금 수납·지급 업무를 편리하게 수행 하고자 하는 업체라면 누구나 

CMS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CMS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용 승인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출금이체 익일출금/당일출금(수납업무) 

 입금이체 서비스 (지급업무)

물품대금, 보험료, 회비 등 이용기관(사업자)이 수납해야 할 각종 자금을 

다수의 고객(납부자) 계좌에서 인출하여 이용기관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이용기관이 출금을 요청하여 출금 결과를 확인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에 

따라

▣ 출금이체(익일출금) 서비스 : 출금일 전일 출금요청, 출금일 익일 결과확인(3일처리) 

▣ 출금이체(당일출금) 서비스 : 출금일 당일 출금요청, 출금일 당일 결과확인(당일처리)

▶ 익일출금 및 당일출금은 병행 사용이 가능하므로 이용기관의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선택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출금 당일 고객을 추가해야 

하는 경우, 깜빡 잊고 출금 전일 요청자료를 보내지 못한 경우 등 긴급한  

상황에 당일 서비스를 활용)

급여, 배당금, 적립금, 환불대금 등 이용기관(사업자)이 지급해야 할 각종 자금

을 이용기관의 지정계좌에서 출금하여 다수의 고객계좌로 입금해주는 서비스

입니다.

납부자 계좌

수취인 계좌

이용기관 계좌

이용기관 계좌

물품대금, 보험료, 
회비 등 인출

급여, 배당금 등 지급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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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MS 개요

 은행권(국내 전 은행 참가)

금융기관명 금융기관 코드 금융기관명 금융기관 코드

산업은행 002 새마을금고중앙회 045
기업은행 003 신협 048
국민은행 004 상호저축은행중앙회 050

수협은행 및 수협중앙회 007 HSBC은행 054
농협은행 011 도이치은행 055

농협중앙회(회원조합) 012 제이피모간체이스은행 057
우리은행 020 BOA은행 060
SC제일은행 023 비엔피파리바은행 061
한국씨티은행 027
대구은행 031

산림조합중앙회 064

부산은행 032
우체국 071

광주은행 034
KEB하나은행 081

제주은행 035
신한은행 088

전북은행 037
케이뱅크 089

경남은행 039
카카오뱅크 090
토스뱅크 092

 금융투자회사

금융기관명 금융기관 코드 금융기관명 금융기관 코드

유안타증권 209

SK증권 266

KB증권 218
대신증권 267

미래에셋대우 238
한화투자증권 269

삼성증권 240
하나금융투자 270

한국투자증권 243
신한금융투자 278

NH투자증권 247
DB금융투자 279

교보증권 261
유진투자증권 280

하이투자증권 262
메리츠종합금융증권 287

현대차증권 263
부국증권 290

키움증권 264
신영증권 291

이베스트투자증권 265
케이프투자증권 292
한국포스증권 294

5

출금이체의 수납계좌 및 입금이체의 지급계좌는 결제원이 부여하는 이용기관 

관리코드 당 각 1개만 지정할 수 있습니다.

* 계좌의 추가가 필요한 기관은 추가로 CMS 이용신청이 필요합니다.

단, 금융투자회사(증권사)의 법인계좌는 이용기관, 이용기관의 고객 모두 CMS 

이용계좌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

* 금융투자회사(증권사)의 개인계좌는 CMS 이용계좌로 사용 가능합니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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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CMS사업자와는 무엇이 다른가요?

구 분 금융결제원CMS 타 CMS

사업방식 전 금융기관 공동추진사업
각 금융기관과 개별 계약에 
따른 사업

금융기관 인프라
국내 전 은행 및 증권사 
이용가능

일부 금융기관만 
이용가능

거래 주체 및 
자금 정산방식

이용기관이 금융기관과 직접 
거래하며 출금자금을 주거래
금융기관에서 직접 입금

- 결제원은 이용기관과 금융 
   기관간 데이터 중계역할 수행 

- 이용기관 앞 입금 안될 
   위험이 없음

출금자금을 각 금융기관으로 부터 
CMS 사업자가 직접 입금 받고 
일정기간 후 이용기관으로 입금

- 이용기관은 금융기관과 직접적
   계약 관계가 아님

- CMS 사업자의 파산 등으로
   인한 이용기관 앞 입금 안될 
   위험 존재

처리 시간
(출금요청~결과확인)

3일, 당일

- 이용기관 상황에 맞게 
   선택가능

3일 이상

자금 정산주기

출금일 +1일 오전 입금

(다만, 신규신청기관의 자금
정산은 일정기간 이후 출금일 
+1일 적용)

출금일 +2일 이후 입금

CMS
신청

CMS
이용

CMS
해지

① 주거래 금융기관과 CMS 이용계약 체결 및
 CMS 이용신청서 제출
②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 보증수단 제출 → 
 CMS 가승인
③ 전산 테스트 → CMS 승인(실시)

① 고객으로부터 출금동의(서면, ARS 및 녹취 등) 받기
② 출금동의내역 전송 및 고객의 출금계좌등록
③ 출금요청 → 자금수납

① 입금요청 → 자금지급

① CMS 해지신청서 제출
② CMS 해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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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S 신청 절차 

CMS 이용 신청서 작성 요령 

CMS 신청시 이용기관 결정사항 

1

2

3



10 | CMS 신청

① 주거래 금융기관과 CMS 이용계약 체결 및 CMS 이용신청서 작성

② CMS 이용신청서와 아래의 첨부서류를 금융결제원 앞 (우편)제출

④ 가승인 안내받은 후 테스트 통보서 FAX 제출 및 전산 테스트 실시

⑤ 실시통보서 원본제출 및 CMS 이용승인

구  분 첨부서류

공통서류
- CMS 이용계약서(금융기관과 체결) 사본 1부

- 수납(지급)계좌 통장사본 1부

- 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원본 1부

추가
서류

법인 및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1부

- 법인(개인)인감증명서 원본 1부

학교 -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1부

법인소속지사
- 지사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본사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1부

정부기관
- 정부기관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정부기관 발신명의 협조공문 등)

유치원, 어린이집 및 
지역아동센터 등

- 설립인가증 또는 설립허가증 등

   (제출 시 실사면제)

전년도 매출실적이 

1억원 이상인 기관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사본 1부

   (제출 시 실사면제)

③ 현장실사 진행 및 보증수단 제출(현장실사 완료 시)

1

3천만원 이상인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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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S 이용 신규신청서
금융결제원  귀중

1.신청기관 정보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상      호 대표자 사업자(고유)등록번호

사업장주소

2.신청정보 (□출금이체 □입금이체)
출금이체

(수납/수입업무)

□ 익일출금 

□ 당일출금

수 납 모 계 좌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통장 기재내용 자금종류

출 금 한 도 월간출금한도 원 건당출금한도 원

보 증 수 단
 □보증보험     □질권   □ 금융기관 지급보증서 □결제원담보금  □협력사 책임제   

 □당연직접접수 □신용등급면제 □보증수단 없음(금융기관접수만 이용)

※“익일출금 ”과 “당일출금 ” 중 사용하고자 하는 업무에 반드시    표시, 둘 다 선택 가능 

입금이체
(지급/지출업무)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자금종류

3.전산처리정보  
전 산 처 리 방 법  □ PC               □ Host( ◌ TCP/IP,     ◌ X.25)

고객관리 프로그램  □ 자체개발     □ 프로그램 업체(        업체명  기재 )     □ 빌링원플러스(舊 CMS ASP)

※ 프로그램 협력업체 목록은 CMS 홈페이지(www.cmsedi.or.kr) → CMS → 프로그램 협력사에서 확인 가능

4.결제원 중계수수료 납부계좌
금 융 기 관 명 계 좌 번 호

예 금 주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 2의 신청정보와 다른 계좌를 사용할 경우 통장사본 첨부
※ 수수료 부과기준은 CMS 홈페이지(www.cmsedi.or.kr) → CMS → 이용요금에서 확인 가능

5.신청기관 담당자 정보
성 명 전 화 번 호

휴 대 전 화 번 호 팩 스 번 호

이 메 일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신용평가기관
○개인정보의 제공목적 : CMS 직접접수기관 보증금액 산정을 위한 신용평가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대표자 성명, 개인사업자 대표자 생년월일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CMS 직접접수기관 승인기간 만료 또는 해지시까지

귀하는 개인정보에 대해 금융결제원이 신용평가기관에 제공하는 것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 시 보증금액의 조정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동의함 동의안함□ 

본인은 “CMS 이용약관”에 동의하며 위와 같이 CMS 신규 신청을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MS 이용약관 공지 : www.cmsedi.or.kr → 자료실 → 업무자료) 

                                                     년        월         일

                           상호(대표자 ) :                          ( 인감날인 또는 서명)

            * 개인사업자는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에 의거하여 발급한 대표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서명 가능

첨부서류  (각1부)                                                                   ※ 접수된 신청서류 일체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1.사업자등록증 사본  2.법인인감증명서 원본(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공동사업자의 경우 전원의 

인감증명서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3.통장사본   4.금융기관 CMS 이용계약서 사본   5.기타 필요한 서류

 *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설립허가증(복지시설, 유치원 등) 또는 최근 1년간 매출(수입)실적 1억원 이상 증빙서류(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등) 
제출기관은 현장실사 면제 가능

▶접수일 ▶접수번호 ▶이용기관코드

⑥

①
금융결제원 CMS

금융결제원 CMS (상호 포함 8자 이내)

김담당

관리비 (예 : 후원금, 관리비 등)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213번길 9

홍길동 123-45-67890

 (우) 13556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213번길 9 CMS업무팀 ☎ 1577-5500 (단축:3), FAX : 02-566-6426

②
③

③

④ ⑤

⑤

 (최소 5백만원 이상)  (월간출금한도 10%이내)

⑦

⑧
⑨

⑪
010-1234-5678

cms@kftc.or.kr

※ CMS 신청업무관련 모든 안내사항(SMS, e-Mail)은 상기 담당자 앞으로 발송되오니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⑫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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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자등록증 상의 사업자번호, 대표자명, 주소 등 기재

② 이용하고자 하는 CMS 서비스 선택

③ CMS 수납(지급)계좌로 이용할 계좌정보 기재

④ 납부자계좌에서 자금 출금시 고객통장에 기재될 문구를 기재

 - 사업자등록증 상의 상호를 기재

 - 한글 8자이내, 영문/숫자 14자 이내에서 기재

⑤ 출금(입금)하는 자금의 용도를 기재

⑥ 월간출금한도는 월간 의뢰/출금가능 상한금액이며, 건당출금한도는 건당 

 의뢰/출금가능 상한금액으로 월간출금한도의 10% 이내로 정함

⑦ 이용기관이 납부자의 출금동의를 직접받아 원장에 등록하는 경우 제출

 할 직접접수 보증수단을 선택 금융기관에서 납부자의 출금동의를 받는 

 경우 보증수단 없음을 선택

⑧ 결제원과 파일을 송수신할 방식을 선택

⑨ CMS 파일 생성 및 관리할 프로그램을 결정하며 프로그램 업체 선택 시 

     업체명을 기재

⑩ 결제원 중계수수료를 납부하는 계좌정보이며 출금(입금)이체계좌와 

     동일한 경우 작성 생략

⑪ CMS 신청담당자의 정보 기재 (휴대전화번호 및 이메일은 필수 기재)

⑫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여부 표시

⑬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을,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인감 날인

How
C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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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월간 출금 상한금액인 월간출금한도와 1건의 출금 상한금액인 건당 
출금한도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신청서 작성요령 ⑥번 관련)

- 월간출금한도는 한 달간 출금 요청하여 출금할 수 있는 총 금액의  

상한을, 건당출금한도는 같은 날짜에 출금 요청하는 여러 건의  

자료 중 1건당 의뢰할 수 있는 상한금액을 의미하며 건당출금 

한도는 월간출금한도의 10% 이내로 정해야 합니다.

- 월간출금한도는 최소 5백만원 이상으로 결정해야 하는데, 월간출금

한도가 클수록 직접접수 보증수단 가입금액( p.14 참고)도 커지므로 

이용기관의 한 달 매출, 평균수납금액 등을 고려하여 한도를 적정

하게 설정해야 합니다.

2) 고객의 출금동의를 어디에서 접수할 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신청서 작성요령 ⑦번 관련)

- CMS 출금이체는 서면(공인전자서명의 전자문서 포함), 전화 녹취, 

음성응답시스템(ARS)의 방법으로 반드시 납부자의 출금동의를  

받아야만 이용가능하며  

- 고객(납부자)은 거래 금융기관 또는 이용기관에 출금동의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접수 (기본)

 납부자가 거래 금융기관(은행, 증권사)을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뱅킹 

등을 통하여 CMS 출금동의를 하는 방법입니다.

  이용기관 직접접수 (선택)

 납부자가 이용기관에게 CMS 출금동의를 하는 방법입니다.

 

금융기관

이용기관
출금동의

고객(납부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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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용기관 직접접수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직접접수 보증수단 중 1개를 
택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출금동의 없는 부당인출에 대한 위험관리, 고객 민원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직접접수 보증수단 중 하나를 택하여 결제원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직접접수 보증수단 종류

-  서울보증보험의 보증보험증권 

-  금융기관 예금 등에 결제원을 근질권자로 한 근질권설정계약서

-  결제원에 현금을 입금하는 결제원담보

-  결제원 프로그램 협력업체가 보증하는 협력사책임

 직접접수 보증수단 가입금액

 직접접수 보증수단 가입금액은 월간출금한도의 일정비율(이용기관 신용도에 

따라 상이, 면제∼100%)로 정하며, 면제 대상이 아닌 경우 최저 가입금액은 

오백만원입니다.

 직접접수 보증수단 면제 대상 (보증수단 제출 없이 이용기관 직접접수 이용 
 가능)

 ① CMS 참가금융기관 ② 제2금융권 

 ③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④ 정부(재)투자기관

 ⑤ 학교법인 ⑥ 상장회사

 ⑦ 외부감사 대상기관 ⑧ 세무사, 회계사

 ⑨ 유치원, 어린이집 ⑩ 지역아동센터

 ⑪ 신용등급 우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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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급대상 : 직접접수 보증수단을 보증보험으로 하는 경우

 

 발급절차

 보험료 : 보증보험 가입금액의 연 0.397%
 예) 보험가입금액이 1,000만원인 경우 : 연간 39,700원의 보험료를 내고 증권발급

 제출방법 : 전자증권으로 발급되며, 발급 즉시 금융결제원에 자동 접수

 

구  분 절  차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
 * 법인사업자 : 기업용
 * 개인사업자 : 개인용
   (대표자명의) 인증서 필요 

보증보험사 앞 첨부서류 FAX 제출 

→ 보증보험 대리점에서 전산처리

→ 서울보증보험 홈페이지 

사이버지점에 접속하여 보험료 결제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이행(지급)보증보험청약서를 작성, 첨부서류 

구비하여 서울보증보험 방문 또는 서울보증 

보험 계약체결용 인감증명을 계약자가 직접  

발급하고 해당 도장을 청약서에 날인한 후 인감

증명과 함께 우편 제출

▶ 첨부서류 : CMS 보증수단 안내(이메일) 프린트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은 법인등기부 등본 추가)

▶ 이행(지급)보증보험청약서 : CMS 홈페이지 - 자료실 - 업무양식에 게시

▶ 보증보험 문의 : 서울보증보험 본 · 지점(www.sgic.co.kr)

4) CMS 출금(입금)요청 파일을 결제원과 송수신할 방식을 결정하셔야 
합니다. (신청서 작성요령 ⑧번 관련)

 PC 방식  

 인터넷에 접속하여 파일을 송수신하는 방식으로 송수신 건수가 많지  

 않은 경우에 적합합니다.(송수신 전용 S/W인 CMSPro 제공)

 HOST 방식  

  이용기관과 금융결제원을 전용선으로 연결하여 파일을 송수신하는 방식 

 으로 송수신 건수가 많은 경우에 적합합니다.(출금건수 10,000건 이상  

 권장)

0.224%(변동가능)

2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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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CMS 이용을 위한 프로그램을 결정하셔야 합니다. (신청서 작성요령 ⑨번 관련)

- CMS 출금(입금)이체는 전산처리에 의해 이루어지는 서비스로서, 고객정보

를 등록하고 출금(입금)요청 파일을 생성하여 결제원으로 전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합니다.

 *고객의 계좌정보, 출금(입금)요청액 등의 내용이 들어있는 전산파일을 전송하면  
   이에 의거 금융기관이 출금(입금)하고 다시 전산파일로 처리결과를 통보    

 이용기관 직접개발 

   CMS파일레이아웃대로 파일이 생성되는 프로그램을 이용기관이 직접 개발

하여 사용 

  

 상용 프로그램 구입(임대)

  CMS파일레이아웃대로 파일이 생성되는 상용프로그램을 프로그램업체로 

부터 구입(임대)하여 사용

업체명 전화번호

엔콤소프트(주) 

(주)밴프로 

(주)더존비즈온 

(주)KCMS 

씨엠에스코리아 

주식회사 케이소프트 

(주)지에스아이코 

CMS메카 

(주)신안소프트 

(주)아인티피에스 

T&B SOFT 

사회보장정보원 

TAX CMS 

㈜휴먼소프트웨어 

셀파시스템 

드림씨엠에스 

㈜휴먼정보시스템 

NS소프트

업체명 전화번호

고려CMS 

웹케시(주) 

나눔아이씨티(ICT) 

주식회사 엔지오웨어 

㈜스마트레이저 

㈜이프뱅크코리아 

대은소프트 

금호데이타 

포스텍 코리아 

㈜네오디시젼스 

㈜비즈빌드 

㈜에스앤비컬쳐 

엔컴주식회사 

㈜크레비스파트너스 

㈜ 핑거 

앤컴커뮤니케이션 

주식회사 코코아 

큐솔루션(주)



CMS 출금이체 

CMS 입금이체 

CMS 이용기관 승인정보 변경 

CMS 이용승인 해지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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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금이체 처리절차

 고객계좌등록 처리흐름

- 금융기관에서 출금동의를 접수받은 경우

- 출금동의를 이용기관에서 접수받은 경우

 고객계좌등록 파일 송수신 시각

결제원

결제원

② 출금이체신청내역(EB11) 전송

②증빙자료(EI13) 및 신청내역(EB13)전송

③ 출금이체신청내역 처리결과(EB12) 통지

③출금이체신청내역 처리결과(EB14) 통지

① 출금동의
      (출금이체신청)

① 출금동의
      (출금이체신청)

*D : 출금이체동의서 접수일

구 분 파일명 파일흐름 이용기관 송수신시각

금융기관

접수시

출금이체신청(EB11) 결제원 ⇒ 이용기관 D+1 (11:00부터 수신)

출금이체신청결과(EB12) 이용기관 ⇒ 결제원 D+2 (15:00까지 송신)

이용기관

접수시

출금동의증빙자료(EI13) 이용기관 ⇒ 결제원 D+1 (12:00까지 송신)

출금이체신청(EB13) 이용기관 ⇒ 결제원 D+1 (12:00까지 송신)

출금이체신청결과(EB14) 결제원 ⇒ 이용기관 D+2 (14:00부터 수신)

금융기관

금융기관

이용기관

이용기관

고객

고객

① 고객계좌등록 (출금이체신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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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금이체 처리흐름

 출금이체 파일 송수신 시각

-  출금이체(익일출금)

- 출금이체(당일출금)

*D : 고객계좌 출금일

파일명 파일흐름 이용기관 송수신시각

출금이체의뢰(EB21) 이용기관 → 결제원 D-1 (17:00까지 송신)

출금이체결과(EB22) 결제원 → 이용기관 D+1 (03:00부터 수신)

파일명 파일흐름 이용기관 송수신시각

출금이체의뢰(EC21) 이용기관 → 결제원 D (12:00까지 송신)

출금이체결과(EC22) 결제원 → 이용기관 D (23:00부터 수신)

② 고객계좌에서 CMS 출금 (출금이체 처리)

①출금의뢰내역 전송(EB21, EC21)

③출금결과(EB22, EC22) 전송

②출금

금융기관이용기관 고객계좌결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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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금이체 이용기관 준수사항

 
 

 출금이체 동의

• 출금이체 동의는 고객(납부자)의 계좌번호,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예금주  
 실명 등을 직접 확인 후『전자금융감독규정』제6조에 의거 서면(공인인증서 등  
 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 포함), 전화 녹취, 음성응답시스템(ARS)의 방법으로  
 고객으로부터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 출금이체 동의 신청자와 출금계좌 예금주가 상이한 경우에는 반드시 예금주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출금이체 동의 접수 시 출금이체(동의)신청서 양식을 사용하셔야 하며, 자체 양식 
 을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출금이체(동의)신청서 양식의 각 항목이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 출금이체 동의를 해지한 고객을 재등록 하려는 경우 고객의 출금이체 동의를 새로  
 받으셔야 합니다. 
 * 단, 은행에서 해지한 고객의 출금이체 동의는 은행 접수만 허용(이용기관 재신청 불허)  

• 출금이체 동의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이용기관이 인수·합병되는 경우  
 인수기관은 고객에게 인수·합병 사실 및 출금이체 동의 승계를 반드시 통지하 
 여야 합니다.

• 이용기관은 출금이체 동의 접수 시 고객으로부터 출금이체 동의 관련 개인정보를  
 결제원에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를 얻어야 하며, 고객이 출금이체 동의에 관한  
 내용 확인을 요청할 경우 지체없이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고객 앞 사전 고지

• 고객이 인지할 수 있도록 출금금액과 일자 등을 사전에 고지하여야 하며, 출금이체  
 동의 사항에 변동이있을 경우 해당 고객에게 반드시 개별적으로 연락하여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출금동의 해지 처리

• 고객이 출금이체 동의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이용기관은 미수채권(위약금 포함)의  
 존재 등 어떠한 이유로도 이를 거절할 수 없으며, 반드시 해지처리해야 합니다.

 → 위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고 고객의 출금이체 동의없이 출금한 경우에는 『CMS  
 이용약관』제13조에 의거 이용승인 해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 착오인출이 최근 1년간 3회 발생한 기관에 대해서는 출금이체신청 등록이 3개월 
  간 중지됩니다.

 기타(파일 송수신)

• 출금이체신청 및 출금(입금)이체 의뢰파일은 반드시 정해진 시간 내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금융기관으로부터 접수된 출금이체신청파일(EB11)을 일정시간 내에(고객의 출금 
 이체 신청일+2일,  15:00까지) 수신하지 못하면 자동으로 고객의 거래금융기관에  
 등록불능 통지되므로 반드시 정해진 시간 내에 수신하셔야 합니다.

 상기외 사항은 CMS 홈페이지(www.cmsedi.or.kr) 자료실의 

  『CMS이용약관』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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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금이체 부당인출 민원처리

 부당인출이란?

 -고객의 출금동의 없이 출금한 경우

 -고객의 출금동의 해지의사를 밝혔으나 즉시 처리하지 않고 출금한 경우

   ※ 고객이 금융기관에서 해지한 내역을 미수신하여 동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출금한 경우도 부당인출에 해당

 -고객의 출금동의 해지 후에 임의로 재등록하여 출금한 경우

 -출금동의서상의 약정금액 이상을 고지 없이 출금한 경우

 납부자의 부당인출 민원접수 방법

CMS홈페이지(www.cmsedi.or.kr) → CMS 민원신청 → 「CMS 민원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문의처 : ☏02-1577-5500(3번), CMS

업무팀 ☏ 02-531-3333, FAX : 02-566-6426)

 부당인출에 대한 민원해결 절차

- 결제원에 민원이 접수되면 이용기관은 14일 이내에 배상조치 등이 

포함된 내용을 민원인에게 통지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① 고객으로부터 이용약관에서 정한 CMS 출금동의를 받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거나

② 이용기관과의 연락두절로 등으로 인하여 CMS 출금동의의 징구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결제원은 해당 이용기관의 CMS 이용을 중지한 뒤 해지 처리합니다.

 입금이체 처리흐름

수취인계좌금융기관이용기관 결제원

①입금의뢰내역 전송(EB31)

③입금결과(EB32) 전송

② 자금지급

 수취인 계좌로 CMS 입금 (입금이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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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금이체 파일 송수신

CMS 이용 중 이용기관 정보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결제원으로 

아래의 해당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보내주셔야 합니다.

[CMS 해지를 원하는 경우]

* 신청서 : CMS홈페이지(www.cmsedi.or.kr)-자료실-업무양식 

구분 신청서종류 및 첨부서류 접수방법

이용기관 
사업자 정보변경

- 사업자등록정보 변경신청서
 (※대표자, 기관명, 주소 등 변경시)
-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번호 변경 불가
    (해지 후 신규 신청)

우편

거래 금융기관 및 
계좌변경

- 입출금이체 계좌변경신청서
- (법인, 대표자)인감증명서
- CMS 이용계약서 사본
- 통장사본

우편

결제원 이용요금 
납부계좌변경

- 중계수수료 납부계좌 변경신청서
- 통장사본

우편

출금이체 한도변경

- 직접접수방법 및 한도변경신청서
- 월간한도 변경 시 변경된 금액에
 적용되는 직접접수 보증수단  
 * 월간출금한도는 현재 월간출금한도의 50%
    이내, 건당출금한도는 현재 월간출금한도의
    10% 이내에서 증액 가능

우편

직접접수 보증수단
변경

- 직접접수방법 및 한도변경신청서
- 변경된 직접접수 보증수단

우편

납부자번호 
추가 · 변경

- CMS 납부자번호체계 추가·변경신청서 우편

담당자 변경 - 담당자 선임(변경)통보서
FAX, 유선
홈페이지

통장기재내역 변경
- 유선 요청(고객센터 1577-5500, 상담원 연결)
 * 통장기재내역은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상
    상호명 사용 가능(8자 이내)

유선

*D : 수취인계좌 입금일

파일명 파일흐름 이용기관 송수신시각

입금이체의뢰(EB31) 이용기관 → 결제원  D-1 (14:00까지 이용기관송신)

입금이체결과(EB32) 결제원 → 이용기관  D (16:00부터 이용기관수신)

① CMS 해지신청서 작성, 금융결제원 앞 우편제출

② CMS 이용요금 완납 확인후 3일 이내에 해지 승인

3

4



수수료 종류 

수수료 체계 

1

2

실시간 계좌조회/등록(해지) 
서비스   

CMS 현금영수증 

빌링원플러스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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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시간 계좌조회/등록(해지) 서비스란?

CMS 이용기관의 신속하고 정확한 입출금 업무처리를 위하여 계좌의 실명

조회 및 고객계좌등록(해지)을 실시간으로 처리하는 서비스입니다.

2) 실시간 계좌조회/등록(해지) 서비스 종류

 실시간 계좌실명조회

고객 계좌가 정상계좌인 경우 계좌실명(예금주명)을, 비정상계좌인 경우 불능

사유를 즉시 알려주는 서비스

 실시간 출금이체신청 등록(해지)

고객 계좌가 정상계좌인 경우 금융기관 전산에 즉시 출금이체 신청(해지)내역

을 등록하고, 비정상계좌이거나 등록(해지)이 불가한 경우 불능사유를 즉시 알

려주는 서비스

1) CMS 현금영수증 서비스란?

이용기관의 출금내역을 국세청에 현금영수증 거래로 통보해주는 서비스입니다. 

2) 서비스 유형

 금융결제원 대행 생성(㉮형)

이용기관의 CMS 출금요청/출금결과 파일을 토대로 현금영수증 거래내역을 

금융결제원에서 대행 생성하여 국세청으로 통보하는 방식

 이용기관 직접 생성(㉯형)

이용기관이 현금영수증 거래내역을 직접 만들어 금융결제원으로 전송하면, 

금융결제원에서 국세청에 통보하는 방식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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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빌링원플러스란?

고객원장관리부터 수납/지급 파일 생성 및 송수신, 수납지급내역관리

까지 ONE-STOP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결제원에서 관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2) 빌링원플러스 서비스 종류

3) 빌링원플러스 신청방법

CMS 실시통보서에 빌링원플러스 신청정보를 기입하여 홈페이지

(www.cmsedi.or.kr)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우편 송부

구분 서비스 내용

고객 원장관리  - 이용기관의 고객정보 등록, 수정, 조회 등

수납/지급내역관리
 - 수납/지급내역 관리
 - 월별/일별내역 및 고객별 내역 관리

서비스별 파일생성 

및 관리
 - 고객계좌등록, 출금의뢰, 입금의뢰 파일생성 및 송수신
 - 파일 송수신 내역 및 history 관리

기타 서비스
 - SMS 통지서비스
 - 현금영수증 및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서비스
 - 연말정산 증빙서류 발행 등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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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기관 수수료 (이용기관 → 금융기관)

출금/입금요청 내역을 처리해주고 관련 금융정보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이용

기관이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말합니다.

※ 금융기관 수수료는 출금(입금)이체 수수료 및 실시간 계좌조회/등록(해지)한 수수료가 있으며, 
출금(입금) 수수료는 금융기관과 CMS 이용계약 체결시 결정되고 실시간 계좌조회/등록(해지)
에 대한 수수료는 주거래 금융기관과 상관없이 조회 또는 등록 요청하는 금융기관에서 결정합
니다.(조회 또는 등록 요청한 금융기관이 어디인지에 따라 수수료가 다름)

 중계수수료 (이용기관 → 결제원)    

CMS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기관과 금융기관과 자료전송 및 처리를 중계해

주는 대가로 이용기관이 금융결제원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말하며 이용실적에 

비례하여 차등 부과됩니다.

1) 출금(입금)이체 이용수수료

 * 금융기관 수수료에서 α는 이용기관과 계약금융기관 간 자율 결정 

※ 전송료(초과 건당 적용)

* 결제원 이용료는 기본건수 초과 시 구간별 건당요금 적용 

구간(건)
1,501~
4,000

4,001~
15,000

15,001~
40,000

40,001~
125,000

125,001
이상

출금이체(익일출금), 
입금이체, 출금이체신청

8 7 6 5 2

출금이체(당일출금) 9 8 7 5.5 2.1

구 분 비 용 징수방법

금융기관
수수료
(VAT없음)

의뢰건당 이체건당

출
금
이
체

익일
출금

20원+α
*학교는 면제

120원+α
*학교는
정액 60원 이용기관 지정계좌로  

자금입금시 차감후 입금
당일
출금

40원+α
*학교는 면제

260원+α
*학교는
정액 80원

입금이체 -
100원+α
*학교는

정액 100원

이용기관 지정계좌에서  
자금출금시 합산하여 출금

결제원
중계수수료
(VAT별도)

월
이
용
료

중계건수 중계수수료

이용월 익월 이용기관 
계좌에서

3차(15일, 20일, 25일)
자동출금

PC
기관

1,500건 이하 40,000원

1,500건 초과 40,000원+전송료

* 학교,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 
30,000원/월정액

HOST
기관

25,000건 이하 200,000원

25,000건 초과
200,000원+초과

건당 수수료

프로그램비용 프로그램 업체별 상이 프로그램업체에서 징수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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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빌링원플러스 이용수수료

2) 실시간 계좌조회/등록(해지) 이용수수료

구 분 비 용 징수방법

금융기관수수료
(VAT없음)

100원~200원 (금융기관별 상이)
이용월 익월  
이용기관 계좌에서
3차(15일, 20일, 25일)
자동출금

*금융기관수수료를 
 결제원이 수납대행

결제원 수수료
(VAT별도)

PC
기관

 14~40원/건

HOST
기관

30,000원/월+초과건당수수료
 * 전송 기본건수 1,000건

구 분 비 용 징수방법

결제원 수수료
(VAT별도)

기본요금
15,000원/월, 

등록고객 100명 까지 이용월 익월 
3차(15일, 20일, 25일)

자동출금 추가요금
2,000원/월, 

등록고객 100명 추가 당

※ 결제원 중계수수료(구간별 적용)

PC기관
구간(건) 1~100 101~1,000

1,001~
5,000

5,001~
15,000

15,001
이상

금액(원) 40 30 20 17 14

Host기관
(초과건당수수료)

구간(건)
1,001~
5,000

5,001~
15,000

15,001~
25,000

25,001
이상

금액(원) 20 17 14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