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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기업등록

한국철도 기업용 N카드 이용가이드 관리자용



신청 전 미리 준비해주세요!

한국철도 기업용 N카드 이용가이드 관리자용

1. 기업회원 등록(가입)을 위해 코레일 맴버십(개인회원)에 먼저 가입해주세요.

기존 가입된 회원이시라면 회원번호(숫자10자리)를 준비해주세요. 

기업 등록(가입 시 개인회원 번호 입력) 후 관리자 권한을 부여 받게 됩니다.

2. 기업등록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주세요.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직원 20인 이상 증명서류(사업장 가입자명부,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등)

3. 임직원 등록을 위해 직원들의 코레일 맴버십(개인회원)을 확인해주세요.

회원번호를 모를 경우 관리자 권한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름(필수)과 생년월일 또는 전화번호 필요)

이용문의 ☎ 한국철도 고객센터 1544-7788



기업 전용 홈페이지(Biz.letskorail.com) 방문 후
관리자는 PC(홈페이지)에서만 기업회원 등록(가입)이 가능합니다.

※ 임직원의 열차 예매는 앱(코레일톡), PC(홈페이지) 모두 가능합니다.

Ⅰ기업등록

Ⅱ.  N카드 구매
Ⅲ.  임직원 등록
Ⅳ.  N카드 등록
Ⅴ.  실적관리

• 기업 회원가입

• 로그인

• 기업정보 관리

기업등록 – 기업 회원등록



기업등록 – 기업 회원등록

[ 구비서류 발급 시 참고 ]
• 사업자 등록증 발급받기 ☞ 국세청 홈텍스(Home tax)
• 법인등기부등본 발급받기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 사업장 가입자명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 국세청 홈텍스(Home tax)

기업전용 서비스는 기업 임직원 중 1인이 기업회원 등록(가입)을 해야 합니다.
기업회원 등록(가입신청)은 코레일 맴버십(개인회원)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Ⅰ기업등록

Ⅱ.  N카드 구매
Ⅲ.  임직원 등록
Ⅳ.  N카드 등록
Ⅴ.  실적관리

해당 맴버십(개인회원)는 관리자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관리자는 사후 추가(여러명 가능)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 기업 회원가입

• 로그인

• 기업정보 관리



Ⅰ기업등록

Ⅱ.  N카드 구매
Ⅲ.  임직원 등록
Ⅳ.  N카드 등록
Ⅴ.  실적관리

기업회원 등록(가입) 승인이 완료되면 신청자 E-mail 로 결과가 발송 됩니다.
승인완료 후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기업 회원가입

• 로그인

• 기업정보 관리

기업등록 – 로그인



Ⅰ기업등록

Ⅱ.  N카드 구매
Ⅲ.  임직원 등록
Ⅳ.  N카드 등록
Ⅴ.  실적관리

• 기업 회원가입

• 로그인

• 기업정보 관리

기업등록 – 기업정보 관리(정보수정)



Ⅰ기업등록

Ⅱ.  N카드 구매
Ⅲ.  임직원 등록
Ⅳ.  N카드 등록
Ⅴ.  실적관리

• 기업 회원가입

• 로그인

• 기업정보 관리

기업등록 – 기업정보 관리(회원탈퇴)



Ⅱ.  N카드 구매

한국철도 기업용 N카드 이용가이드 관리자용



Ⅱ N카드 구매

Ⅲ.  임직원 등록
Ⅳ.  N카드 등록
Ⅴ.  실적관리

• N카드 구매하기

• 구매 내역 보기

Ⅰ.  기업등록

N카드 구매하기 – N카드(기업용) 구매



Ⅱ N카드 구매

Ⅲ.  임직원 등록
Ⅳ.  N카드 등록
Ⅴ.  실적관리

• N카드 구매하기

• 구매 내역 보기

Ⅰ.  기업등록 「전 구간 이용형」 은 서울↔부산 구간이 자동 설정 됩니다.

N카드 구매하기 – N카드(기업용) 구매



Ⅱ N카드 구매

Ⅲ.  임직원 등록
Ⅳ.  N카드 등록
Ⅴ.  실적관리

• N카드 구매하기

• 구매 내역 보기

Ⅰ.  기업등록 「특정 구간 이용형」은 이용구간(최대 5개)을 직접 입력해 주세요.

N카드 구매하기 – N카드(기업용) 구매



Ⅱ N카드 구매

Ⅲ.  임직원 등록
Ⅳ.  N카드 등록
Ⅴ.  실적관리

• N카드 구매하기

• 구매 내역 보기

Ⅰ.  기업등록

구매한 N카드가 표출됩니다.

N카드 구매내역 보기



Ⅲ.  임직원 등록

한국철도 기업용 N카드 이용가이드 관리자용



Ⅲ. 임직원 등록

Ⅳ.  N카드 등록
Ⅴ.  실적관리

• 임직원 개별등록

• 임직원 일괄등록

• 관리자 추가/변경

Ⅰ.  기업등록
Ⅱ. N카드 구매

임직원 등록 - 개별등록



회원번호를 몰라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 (TIP) 검색 후 1명씩만 등록 가능

Ⅲ. 임직원 등록

Ⅳ.  N카드 등록
Ⅴ.  실적관리

• 임직원 개별등록

• 임직원 일괄등록

• 관리자 추가/변경

Ⅰ.  기업등록
Ⅱ. N카드 구매

임직원 등록 - 개별등록



000-000-0000 1980-10-01
Tip. 회원검색 시 성명과 연락처 또는 생년월일 정보 입력 필요

Ⅲ. 임직원 등록

Ⅳ.  N카드 등록
Ⅴ.  실적관리

• 임직원 개별등록

• 임직원 일괄등록

• 관리자 추가/변경

Ⅰ.  기업등록
Ⅱ. N카드 구매

임직원 등록 - 개별등록



Ⅲ. 임직원 등록

Ⅳ.  N카드 등록
Ⅴ.  실적관리

• 임직원 개별등록

• 임직원 일괄등록

• 관리자 추가/변경

Ⅰ.  기업등록
Ⅱ. N카드 구매

임직원 등록 - 일괄등록



코레일 맴버십 번호만으로 임직원 등록이 가능합니다.(1회 최대 100명)
(※주의) 임직원들의 회원번호를 반드시 ‘정확하게’ 입력해주세요! 

Ⅲ. 임직원 등록

Ⅳ.  N카드 등록
Ⅴ.  실적관리

• 임직원 개별등록

• 임직원 일괄등록

• 관리자 추가/변경

Ⅰ.  기업등록
Ⅱ. N카드 구매

임직원 등록 - 일괄등록



Ⅲ. 임직원 등록

Ⅳ.  N카드 등록
Ⅴ.  실적관리

• 임직원 개별등록

• 임직원 일괄등록

• 관리자 추가/변경

Ⅰ.  기업등록
Ⅱ. N카드 구매

1

2

임직원 등록 – 관리자 추가/변경



Ⅳ. N카드 등록

한국철도 기업용 N카드 이용가이드 관리자용



Ⅳ. N카드 등록

Ⅴ.  실적관리

• N카드 사용자 등록

Ⅰ.  기업등록
Ⅱ. N카드 구매
Ⅲ. 임직원 등록

N카드 조회화면에서 구매한 N카드 번호 클릭

N카드 등록- 사용자 등록



Ⅳ. N카드 등록

Ⅴ.  실적관리

• N카드사용자등록

Ⅰ.  기업등록
Ⅱ. N카드 구매
Ⅲ. 임직원 등록

등록된 임직원 중 카드 사용자를 선택하여 추가할 수 있습니다.

1

2

N카드 등록- 사용자 등록



Ⅳ. N카드 등록

Ⅴ.  실적관리

• N카드사용자등록

Ⅰ.  기업등록
Ⅱ. N카드 구매
Ⅲ. 임직원 등록

등록된 사용자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N카드 등록- 사용자 등록



Ⅴ. 실적관리

한국철도 기업용 N카드 이용가이드 관리자용



Ⅴ. 실적관리

• 이용내역 확인

Ⅰ.  기업등록
Ⅱ. N카드 구매
Ⅲ. 임직원 등록
Ⅳ. N카드 등록

실적관리-이용내역 확인



전체 이용실적 일괄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엑셀파일)

실적관리-이용내역 확인

Ⅴ. 실적관리

• 이용내역 확인

Ⅰ.  기업등록
Ⅱ. N카드 구매
Ⅲ. 임직원 등록
Ⅳ. N카드 등록



자주 묻는 질문

Q. N카드 사용이 완료되어 새 카드를 구매했어요. 기존 카드와 이용자를 동일하게

추가하고 싶어요.

→ 관리자 권한으로 가능하도록 서비스 준비 중입니다. 

서비스 제공 전까지는 고객센터(1544-7788)로 문의하시면 처리가 가능합니다. 

Q. 법인카드 사전 등록이 가능하나요?

→ 서비스 준비 중입니다.

Q. 기업회원 등록에 필요한 서류 중 20인 이상 증명서류가 궁금해요.

→ 임직원 수가 20인 이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국민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 또는 홈텍스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등 임직원 수를 포함한 관공서 발급 문서를 말합니다.



N카드 기업용

한국철도 기업용 N카드 이용가이드 관리자용

이용 문의 : 한국철도 고객센터(1544-77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