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나기업회원 한도증액 신청서
(Ver. 06)

신청기업정보

법인명(기업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대표자 주민번호 전화번호

대표자 자택주소 ※ 개인 사업자의 경우 필수 기재

 

신청내용   ※ 신청하실 항목에 V표시하여 주십시오.

신청구분  법인한도 증액        법인한도 감액        일시한도 신청        특별한도 신청

구분 현재한도 요청한도

법인
한도

한도 만원 만원

국외 ATM한도 만원 만원

법인
일시한도

기간 ~                                    까지 ~                                 까지

한도 만원 만원

카드
특별한도

카드번호
이용기간 :                                ~                                까지

만원

카드번호
이용기간 :                                ~                                까지

만원

※ 특별한도 신청 :   카드 단위에 1회성 목적으로 한도부여 되어 소진되는 한도이며, 최장기간 3개월 이내 부여함.  
[ 예) 세금납부, 자동차 구매, 명절 선물, 한도부족(10매 이내 한도부여) 등 ]

※ 일시한도 신청 :   유효카드 전체에 대하여 한도를 부여할 경우 결제시 복원되는 한도이며, 최장기간 1년 이내 부여함.  
법인 일시한도 증액으로 인하여, 사업자/그룹/카드의 한도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하나 기업회원 한도변경 신청서’를 추가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변경 신청   ※ 신청하실 항목에 V표시하여 주십시오.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대표자 변경

 연대보증인 변경

 기타 변경

※ 대표자변경 요청시에는 업체가 보증인 입보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로 연대보증서, 개인(신용)정보 동의서를 받아 접수합니다. 

구분 변경전 변경후

담보

 신규

 변경

 해지

담보 목적물 목록(예금 등) :

종별 계좌번호 명의자(수익자) 예금잔액 설정금액

1. 신청항목만 기재합니다.
2. 기간설정은 필요한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3. 국내한도 범위내에서 전신환매도율로 환산되어 자동적용되며 원화로 등록됩니다. 20 년 월 일

특이사항

신청인  대표자         대리인 본인확인
사번: 성명:

(인)

첨
부
서
류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최근1기결산재무제표

 실제소유자확인서(해당시)

   주주명부(실소유자확인시,  

보증인 입보시)

 기타 필요서류 

 대표자 신분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실제소유자확인서(필요시)

 최근1기결산재무제표

 기타 필요서류

본인확인
방법

주민등록번호  성명

주민등록증 (발급일자: / 발급기관: )

운전면허증 (면허번호: )  기타( )

(*)신분증사본 미첨부시 기재

연대보증인 본인/자서확인  
(입보시 필수 기재)

  (인)   유선의사확인 : (인) 

신청인

신청기업명

법인명판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인감 날인 필수  
(인감/서명)

 대표자  (서명/인)

 대표자   (서명/인)

※ 개인 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자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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