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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money 사용/혜택 소개 및 주문제작형 Tmoney 안내 

Tmoney & 주문제작형 Tmoney 

주문제작형 
티머니 

- 일반 카드 형태 외 휴대폰 고리, 손목시계,  
    캐릭터 상품 등 다양한 형태 가능 
- 사원증, 학생증, 멤버쉽, 지자체 할인 등 다양한 사
용 가능 

- 판촉/홍보/기념품 등 다양한 이벤트 활용 가능 

고객맞춤의 
특별한 카드 

- 사용 금액 연말 소득공제 혜택 
- T마일리지 서비스 제공 
- 거래내역 조회 및 통계 
- 거래내역 부모알림 서비스 

다양한 혜택 

- 광범위한 충전, 판매망 
    (지하철, 편의점 ATM 등)  
- 모든 대중교통 및 교통 관련 시설 
- 고궁, 박물관, 놀이공원 등 문화생활 시설 
- 편의점, PC방, 서점, 자판기 등 편의 시설 
- 주차장 및 기타 무인기기, 인터넷 가맹점 이용 등 

 

광범위한  
서비스 인프라 

- 국내표준 보안 및 관리방안 적용 
- CPU스마트 칩으로 위/변조, 해킹, 
개인정보유출 방지 

안심할 수 있는 
선불전자지급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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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작일정은 카드 옵션 선택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문제작형 Tmoney 제작 과정 

* 담당자 : 이우리 선임 (woori. lee@tmoney.co.kr) 

디자인확정 후 평균 4주(20영업일) 소요 

카드대금 입금 
및 발주서 접수 

디자인 검토 카드제작 및 
납품 

계산서 발행 제작의뢰 ⑤ ④ ③ ② ① 

1. 제작 의뢰(구비서류: 제작의뢰서, 사업자등록증) 

: 티머니  : 고객 

접수 및 디자인 가이드 발송  

2.   디자인 검토 요청 

검토 결과 및 발주서 양식 발송   

3.   카드대금 선 입금 후 입금확인증 및 발주서 발송  

제작 및 납품(20영업일 소요) 

계산서 발행 

4. 인수확인증 발송 



‹#› 3/5 

주문제작형 Tmoney 제작 FAQ 

1. 카드에 충전해서 주문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주문 시 충전대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충전 대행 수수료가 제작 대금에 포함됩니다. 

2. 포장은 어떻게 되나요? 

3.   디자인도 해주시나요? 

카드 출고일을 기준으로, 해당월의 말일자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됩니다. 

4.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행되나요? 

별도의 비닐 및 케이스 포장은 제공되지 않으며 벌크(250장/box)로 출고 됩니다. 
패키징, 카드 목걸이 등 옵션 사항은 별도 협의 가능합니다. 

본사 발주 시 디자인 작업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협력사에서 제작 시 디자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소정의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5.    카드를 제작해서 판매가 가능한가요? 

판매용 카드의 경우, 별도의 판매 계약을 체결 후 제작 및 판매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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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제작형 Tmoney 소개 
※ 당사 및 제조사의 사정에 따라 제작 가능한 카드의 종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미지 상품타입 크기(가로*세로) 제작기간 

카드 85mm * 54mm 20영업일 이상 

스티커카드 
(아이폰 후면에 부착하여 
사용/ 아이폰 전용 교통

카드) 

 
2.7mm * 3.65mm 

 
약8주 

 
 
 

I – Type 55mm * 27mm 약2주 

그립톡 40mm * 9mm 약3주 

티티캐주얼 
19mm * 230mm 

 
약2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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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제작형 Tmoney 소개 

이미지 상품타입 크기(가로*세로*높이) 제작기간 

티티밴드 19mm * 230 mm 약2주 

 
 

티페리 
 

17mm * 25mm * 7mm 
약2주 

피규어 별도 협의 약8주 

※ 당사 및 제조사의 사정에 따라 제작 가능한 카드의 종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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