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RS 이용방법 안내 >
1.HJIT 홈페이지 메인 화면  정산서비스 클릭

2. HJIT 정산서비스(http://ers2.hjit.co.kr/)에서 로그인
ID & PW : 계산서 발행 사업자 번호(공급 받는 자) – 동일하게 입력
※ 로그인 접속 오류 시, “접속오류 안내링크” 클릭하여 호환성 보기 설정 (문의 : 032-202-4922 / IT Team)
※ 신규 업체 등록 및 거래처 등록 여부 문의 – 계정생성 안내 연락처 링크 ( Fax. CFS : 032-821-9076, 이외 032-821-9071)

3. 로그인 후, 환불 및 주의 사항 확인 및 동의 (동의 시 ERS 사용 가능)
※주의 사항※

1) ERS 로그인 시, 접속한 사업자번호(ID)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됩니다.
2) 발행 완료된 전자세금계산서는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신중하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정산 방법과 무관하게 입금 처리한 당일에만 전산등록이 가능합니다. (당일 미처리 분은 환불을 원칙으로 함)
4) 거래명세서 상의 업체별 표기된 가상계좌번호 이외 입금은 무효합니다.
5) ERS 사전납부(선납) 후, 고객사의 희망(지정)한 일자 이외 선반출시, 잔여기간에 대해서는 환불이 불가합니다.

3-1) 동의 후 하기 팝업 창 확인 이후 정산 서비스 이용가능

4. 화물관리  입금확인 및 매출처리에서 거래명세서 출력
4-1) 고객 정보 확인
※ 전자세금계산서 수취자 정보 변경: 입금내역 처리 전, ERS ◎고객정보 “E-mail” 란 수정 후 저장
※ (주의) 세금계산서 자동발행 후, 공급 받는 자(청구처) 정보변경 불가

4-2) 미처리 Holding List  컨테이너 NO or B/L NO 조회 후 거래명세서 출력
※당일납부: N 선택  컨테이너 조회  적용  거래명세서 버튼 클릭  거래명세서 출력
※사전납부: Y 선택  반출일자 선택  컨테이너 조회  적용  거래명세서 버튼 클릭  거래명세서 출력
*사전 납부 금액은 환불 불가

- 기준일 : 납부 금액 계산 시작일
- 반출기한 : 반출 요청일자 기준 반출 가능 기한 (경과보관료: 1 day 기준 / 냉동전기료 : plug in/out time 기준)

4-3) 거래명세표를 출력, 지정 가상 계좌로 입금
※ 사업자 별로 부여되는 계좌이므로 지정계좌 확인 필수
※ 지정 계좌가 아닌 타 계좌 입금 또는 입금액 불일치 시, 정산 및 반출 불가

반송료(화주)

5. 입금 후 입금내역 내 금액 및 Holding List의 컨테이너 선택 

저장

(처리 완료)

저장 시 Hold 해제 & 전자세금계산서 자동 발행(입금일자) / 이체증 팩스 전송 불필요
※입금

내역 조회: 입금 후 10분 소요

※사전납부:
※정산

입금일자 세금계산서 자동 발행 / *사전 납부금액 환불 불가*

방법과 무관하게 입금 처리한 당일에만 전산등록이 가능합니다. (당일 미처리 분은 환불을 원칙으로 함)

※세금계산서

발행 후, 공급 받는 자 (청구처) 정보변경 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