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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 하십시오 (Please Select): 

 주의: 만약 새로운 개인 업체이면 이 서식과 함께 주민등록증이나 납세사실증명서를 스캔하여 주십시오.  

   - Note: If you are a new individual supplier, please provide along with this form a scanned ID or a tax certification. 

수취인 정보 서식 
(PAYEE INFORMATION FORM) 

 

이 형식은 Intel 의 업체 DB (Intel’s Supplier Database) 에 일반적인 구매와 지급행위을 위한 Intel 의 신규 또는 기존 업체로서 

귀 회사의 정보를 등록하거나 갱신시 사용됩니다. 

 

OTP 시스템을 이용하여 (link 와 비밀번호는 이메일로 전송됩니다) 반드시 영문으로 작성하여 보내시기 바랍니다. OTP 에 

문제가 있거나 제공할 정보에 의문이나 염려가 있을시는 intelformsrequest@intel.com 을 접촉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에서 

추가 확인이 필요시 global.bank.verification@intel.com 이  귀사를 접촉함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인텔은 귀하의 정보를 존중하고 보호 하겠습니다. 인텔의 정보 관리 협정에 대한 더 많은 정보는 www.intel.com/privacy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영문으로 작성해 주십시오. 

 

  이 서식은 MS Word 사용을 권장 드리며 폰트 사이즈는 (21.59 cm x 27.94 cm or 8.5" x 11") 입니다. 

  Section 1: 법인명 및 납세 정보 (Company name and Tax information) 

 
 
 
 
 
 
 

 
   

* 법적 회사명: 
- Legal Company Name . 

 

       주: 만일 개인으로서 

사업을 수행하면 이 항목에다 

개인명을 사용해도 됩니다.  

- Note: This field works also to 
set your name if you are doing 
business as an individual. 

 

 주: 법적회사명은 법적 대행업체명과 다릅니다. 

   - Note: Legal company name is not the same as legal representative name. 

상호: 
- Business Trade Name.. 

      

 주: 업무속성(성격)이 아니라 상호명을 사용하십시오. 

   - Note: Use Trade name, not business nature. 

* 사업자등록증: 
- Korean VAT . 

         

     
 

  법인명 변경.  필요시, 자세한 내용 하기와 같이 제공 바랍니다: 
 -Name Change Request. If needed, please provide the details below: 

 이전 법적 회사명: 
- Former Legal Name . 

       

   
 이전 상호명: 

- Former Business Trade Name . 

       

   

 법인명 변경 사유 (선택 하십시오) 
Reason for Name Change (Please select) 

 

  인수  합병 
        - Merger 
       

 기타:        

       - Bought out       - Other reason     주:“기타”를 선택하였을 경우, 그 이유를 작성 해 주십시오.  
 

 이전 사업자등록증:         주: 납세자 등록번호가 변경되었으면 이전 납세자 등록번호를 제공 하십시오.    

  - Note: If the TAX ID changed, please provide the previous one. 
 

 .                  - Former Korean VAT .   

 

 법인 
       - Company or Entity 

 정부/조세 당국 
       - Government/Tax Authority 

 개인 
       - Individual 

* 은 필수항목을 나타냅니다. 

mailto:intelformsrequest@intel.com
mailto:global.bank.verification@intel.com
http://www.intel.com/priv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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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필수항목을 나타냅니다. 

  Section 2: 주소 정보 (Address information) 

 • 주: 만약 “주문처” 와 “송금처”가 다를 경우 기입 하십시오. 

  • Note: If the “Remit to” address is different than the “Order From” please include it. 

 * 주소 (주문처) 
Address (Order From) 

 송금처 (주문처와 다를 경우만 기입) 
Remit to Address (if different) 

주소 (Address):  
 

             

    시: 
- City, Province . 

               

     

      국가 (Country): SOUTH KOREA          

      우편번호: 
- Postal Code . 

               

     
            

 
 

 
 
* 은 필수항목을 나타냅니다. 

  Section 3: 연락처 (Contact information) 

• 주: Section 4 에 표기된 은행정보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시, 인텔이 접촉할 수 있는 담당자 연락처 제공 바랍니다. 

• Note: Please provide a contact whom Intel can get in touch with, in case any further confirmation is required about the bank details indicated in Section 4. 

재무 담당자 (Finance Representative)   

         

     연락처 (Phone):              

         팩스 (Fax):              

         이메일 (Email):          

     

 이메일 도메인 정당성 (해당시) 
 

        

Email Domain Justification (If applicable)   
 
 

* 

* 

* 

 이메일 도메인  rules applicable to the “Finance Representative” and/or the person 

who provides this document to Intel (개인 e-mail 엔 적용되지 않음):  

- EMAIL DOMAIN rules applicable to the “Finance Representative” and/or the person who 
provides this document to Intel (this doesn’t apply when doing business as individual) 

1. 만일 연락 가능한  e-mail 주소가 Section 1 에 기술된 회사명과 관련성이 있는 

도메인을 수반하지 않을시는 아래 항목에 그 관계를 설명 바람니다. 
If the contact email doesn’t carry a domain related to any of the company names 
depicted in Section 1, please explain the relationship (preferably in English) in the field 
below. 

2. 만일 이메일 도메인이 “@hotmail.com”, “@123.com”, 등등 일반적인 경우는 

(법인단체가 아닌), 회사 사업 등록증, 사업 허가증, 법인 설립 인가증, 납세 증명서, 

또는 유사 등록증을 스켄하여 보냅십시오. 
If the email domain is a public one  (not corporative) like “@hotmail.com”, “@123.com”, 
etc., please provide a scanned copy of the company business license, or business 
registration, or certificate of incorporation, or a tax certification, or similar in your 
cou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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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필수항목을 나타냅니다. 

  Section 4: 은행정보 (Bank information) 

• 상기: 지불 거래중지를 방지하기 위해 은행 최신정보를 항상 유지토록 하시기 바랍니다. 

• Reminder: Please maintain this information up-to date in our record in order to avoid payment rejections. 

        * 은행명 (Bank Name)   * 계좌 통화 (Bank Account Currency) 

                                   

      * 은행국가: 
- Bank Country 

                

             

                   
* 예금주 (Bank Account Holder Name)  *  SWIFT 코드: 

- Bank SWIFT Code 

                        

                    

         * 코드 번호: 
- Bank Code 

         

 * 주의: 만일 예금주명이 Section 1 의 법적회사명 또는 상호와 다를시는 

이유를 영어로 여기에다 설명하시오 (또는 스캔되거나 서명된 편지로). 

     

  
  * 은행 계좌 번호 (Bank Account Number)  

                

        
 - Note: If the bank account holder name is different from the names indicated in 

Section 1, then kindly explain (in English) here why (or in a scanned and signed letter). 
    

     
      ⇒ 주: 예금자명은 은행계좌의 수취인으로 계시된 개인이나 법인명을 지칭합니다. 

항상 예금자명을제공하기 바랍니다. 
    

  Section 5: 중개은행 정보 (필요시) (Intermediary Bank Information – If Required) 

• 주: 귀사가 지정한 은행이 국제통화로 국제간 거래를 수용 못 할시, 중개은행이  국내통화 (원화)를 제외한 다른 통화로 국제간 지불거래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 Note: Required as intermediary to receive international payments in a currency other than your local currency if your local bank is  not able to accept the transaction. 

      
중개은행명 (Intermediary Bank Name)   은행국가 (Intermediary Bank Country)  
              

중개은행 계좌번호 (Intermediary Bank Account Number)  
          

SWIFT 코드 (Bank SWIFT Code) 은행 Local/Routing 코드   
                                

  - Bank Local/Routing Code 
  
* 은 필수항목을 나타냅니다. 

  Section 6: 인증 (Authorization) 

• 진술: 본인은 이 문서에 제공된 정보는 모든 옳고 정확함을 증명하며, 인텔 재무팀이 Section 4 (필요시 Section 5)에 제공된 은행 세부사항대로 

지급행위를 시행함을 인가합니다. 

• Statement: I certify that the information provided in this document is correct and accurate, and authorize Intel’s Accounts Payable Department to initiate payments using the 
bank details provided in this form Section 4 (and in Section 5 if required). 
 

* 개인명 (Authorized Individual Name)  

          

       직급 / 직책 (Title/Position)  * 날짜 (Date)  

        Click here to enter a date.   

      • 부연 및 각서: Intel 은 이 문서에 제공된 정보의 정확성과 완전함에 대해 일체의 진술, 보증 또는 장담을 하지 않습니다.  

• Disclaimer: Intel makes no representations, warranties or assurances of any kind about the accuracy or completeness of the information provided in this document. 

마지막 세 숫자는 선택사항입니다.   

 마지막 세 숫자는 

선택사항입니다. 

 주: 날짜보기창에서 

날짜를 선택 바랍니다 

만약 2 개 이상의 통화일 경우 모두 작성 해 주십시오. 

 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