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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이자 할부서비스 및 케이지이니시스 제공 이벤트 (무이자할부) 안내무이자 할부서비스 

 

● 신용카드 할부 결제 시 할부 수수료를 ㈜케이지이니시스와 계약한 가맹점(상점)에서 부담하시는 서비스 입니다. 서비스 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케이지이니시스와 협의하셔야 합니다. 

● 카드를 이용 중이신 가맹점은 무이자 할부 신청 후 즉시 서비스 이용 가능 합니다. 

     (단, KB카드, 외환카드, 롯데카드는 신청 후 영업일 5일 소요 됩니다.) 

     빠른 처리를 위해서 홈페이지 하단에 하기 정보를 확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명, 사업장 주소, 유선 전화번호> 

● 무이자 신청 후에는 반드시 지불페이지를 2번 설정안내와 같이 지불페이지 연동을 하셔야 무이자 적용이 가능합니다. 

 

(1) 케이지이니시스 제공 이벤트 (무이자 할부) 

● 케이지이니시스가 가맹점에 사전 공지한 기간 동안 할부수수료 및 제반 기술지원을 부담하여 가맹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입니다. 

       현재의 무이자 할부 이벤트 행사 안내는 관리자 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무이자 할부 서비스를 위한 설정안내 

 

(1) 무이자 할부 제공 가능 카드 

무이자 할부 가능한 카드 비씨 / 삼성 / KB / 롯데 / 현대 / 외환 / 신한 / NH / 하나SK 

무이자 할부 불가능 카드 
계열카드 (광주, 전북, 씨티(NON_BC), 우리평화, 수협, 새마을체크, 우체국, 저축, 제주, KDB산업, 신협, 조흥, 

해외발행 카드) 

 

(2) 무이자 할부 서비스 적용 시 지불페이지 적용방법 

● 무이자 서비스 시행 설정 

   INIsecurepay.html 파일의 소스 중 다음 부분은 수정하여 주시면 됩니다. 

   - 일반할부 가맹점일 때 <무이자 할부 미시행> 

                          < input type=hidden name=nointerest value="no"> 

       - 무이자 가맹점일 때 <무이자 할부 시행>  

< input type=hidden name=nointerest value="yes"> 

● 카드할부기간 설정 

       value 의 마지막 부분에 카드사 코드와 할부기간을 입력하면 해당 카드사의 해당 할부 개월만 무이자할부로 처리됩니다. 

<input type=hidden name=quotabase value="선택:일시불:3 개월:4 개월:5 개월:6 개월:7 개월:8 개월:9 개월:10 개월:11 개월:12 개월"> 

 

<카드사코드> 

01-외환/ 03-롯데/ 04-현대/ 06-KB/ 11-비씨/ 12-삼성/ 14-신한/ 16-NH/ 17-하나SK 

지불페이지 구성 예 : 대표가맹점 카드사별, 할부 개월수별 무이자할부 처리 

[조건] – 비씨카드와 삼성카드 3 개월, 6 개월 할부는 무이자로 처리한다. 

…… 

<!-- 비씨카드 3,6 개월은 무이자처리 --> 

<input type=hidden name=quotabase value="선택:일시불:2 개월:3 개월:4 개월:5 개월:6 개월:7 개월:8 개월:9 개월:10 개월:11 개

월:12 개월(11-3:6,12-3:6)"> 

…… 

<input type=hidden name=mid value=”NORMAL_MI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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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지이니시스 제공 이벤트 (무이자 할부)의 경우 상점에서는 별도의 설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KB 카드사 하위몰 등록이 2007 년 6 월 이후 처리된 가맹점은 해지되지 않습니다. 

  단, 2007 년 6 월 이전 등록된 가맹점은 6 개월 이상 거래가 없는 경우 해지되었음을 안내 드립니다. 

KB 카드 무이자 할부 서비스를 다시 받으시려면 영업일 5 일의 기간이 소요 됩니다. 

※ 삼성카드사 하위몰 등록 이후 6 개월 이상 거래가 없는 경우 해지됨을 안내 드립니다. 

   삼성카드 무이자 할부 서비스를 다시 받으시려면 영업일 5 일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3. 전 카드 무이자 할부 수수료율 및 제공 개월 수 

(단위 : %) 

 2 개월 3 개월 4 개월 5 개월 6 개월 7 개월 8 개월 9 개월 10 개월 11 개월 12 개월 

현대 외 2.1% 3.2% 4.0% 4.8% 6.0% 6.6% 7.4% 8.2% 9.1% 9.9% 11.2% 

현대 2.1% 3.4% 4.5% 5.3% 6.5% 7.1% 8.0% 8.8% 10.0% 10.9% 11.9% 

※ 전 카드 모두 할부 최대 개월수는 12 개월입니다. 

※ 무이자 할부 수수료는 가맹점 수수료와는 별도로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