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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전용 서비스에 가입하고 최대 30% 열차 할인 받으세요.

한국철도 기업전용 홈페이지에서 기업회원 가입(등록) 후 N카드를 구매하고,

이용할 임직원을 등록하면 기본 15%, 최대 30% 할인된 운임으로 정해진 횟수만큼 열차를 이용할 수 있는
횟수 차감형 기업전용 할인카드입니다.

전 구간 이용권 특정구간 이용권
카드구입비 : 753,500원 (180회 기준)
산출기준 : 서울~부산 59,800원 X 7% X 이용횟수 (최소 180회)

모든 노선, 전 구간 KTX 이용 가능

카드구입비 : 구간에 따라 달라짐
산출기준 : 지정구간 중 최장구간 운임 X 7% X 이용횟수(최소 180회)

구매 시 지정한 구간의 KTX 이용가능

• (연간 이용횟수) 최소 180회 + ∂ (기업 자율지정) 단위로 구매연간이용횟수

• (유효기간)  1년이며 유효기간 종료 시 이용횟수 소멸유효기간

• (유효기간)  KTX 열차의 좌석이 지정된 승차권 (입석, 자유석 승차권 구입 불가)구매대상

운임할인 기본 15% 운임할인 ~ 일부 열차 최대 30%까지 할인

기본 할인 15%는 모든 열차에 적용됩니다.
15%를 넘는 할인 좌석의 경우, 열차의 수요에 따라 할인율이 변경 되거나 좌석이 조기 매진될 수 있습니다.

실적관리
관리자는 임직원을 직접 등록할 수 있으며, 편리하게 임직원의 승차권 이용실적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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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매체

N카드(기업용) 구매 : 기업 전용 홈페이지(Biz.letskorail.com)에서 기업 등록(가입) 후 구매
N카드(기업용) 할인 승차권 구매 : 등록된 임직원이 기업전용 홈페이지, 코레일톡에서 구매

국내에서 법인사업자로 등록된 임직원 수 20인 이상 기업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철도 승차권 판매대리점, 여행사 및 철도 여행패키지 관련 기업은 서비스 이용에서 제외됩니다.

N카드(기업용) 이렇게 구매하세요!

단계별 세부 이용방법은 관리자/임직원용 매뉴얼(홈페이지 다운로드)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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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인 승차권을 역창구에서 변경할 경우 할인율이 변동될 수 있음

• 기업별 관리자가 등록만 임직원만 사용 가능(타인은 이용 불가)

• 임직원 1인 기준 1회 9매까지 구입가능하며, 동일 열차 · 동일 시간대 중복 구매 불가

• 지연할인증 이외 타 할인 및 쿠폰 중복 적용불가, 마일리지 적립 없음

• 특실/우등실 요금은 할인되지 않음

• 명절(설,추석) 수송기간 중에는 이용 불가

• N카드(기업용) 할인승차권을 임직원 본인이 아닌 타인이 승차할 경우 철도사업법 제10조에

따라 기준운임과 부가운임(정당운임의 10배 이내)을 수수하며, 부정 사용 적발 시 N카드(기업용)       

이용이 제한될 수 있음

※ 이용 전 반드시 확인해주세요!

환불기준

N카드 환불 유효기간 내에 N카드를 환불(반환)하는 경우 카드 금액에서 총 할인 받은 금액과 최저
수수료(400원)를 공제한 잔액 환불

승차권 환불 일반승차권 환불 위약금 기준과 동일



N카드 기업용

이용 문의 : 한국철도 고객센터(1544-7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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