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량 대여료 50%
(주중 50%, 주말 30% 할인 제공)

(보험료, 주행료, 하이패스 비용 등은 제외)



SOCAR 할인혜택 제공 안내

- 차량 대여료 주중 50% 주말 30%가 할인 지원됩니다.

(보험료, 주행료, 하이패스 비용 등은 제외됩니다)

-충남사회적경제조직을 대상으로 합니다.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예비)마을기업, 자활기업, 지원기관 및

기타 충남소재 사회적경제 관련 조직

-기존 쏘카 ID를 사용하며, 관리자 등록이 필요합니다.

기존 ID가 없을 경우 휴대폰 앱을 통해 신규가입 후 등록해주세요.

안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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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AR 할인혜택 제공 안내

신청방법

1. 기업 등록 (4~9p 참고, 사업자등록증명원 필요)

2. 구글신청서 작성 (구글신청서 작성링크)

3. 메일로 아래서류 제출 socar@cnse.kr

-사업자등록증명원(홈택스 발급 가능)

-사회적경제기업 증명서류(인증서, 지정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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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forms.gle/w3L9hBWsrZdGXgrV6
mailto:socar@cnse.kr


SOCAR 할인혜택 제공 안내

비즈니스 서비스

-임·직원 개인의 아이디 사용

-최초 설정 후 관리자 변경 및 복수 관리자 설정 가능

-한 아이디로 복수 기업의 구성원 또는 관리자가 될 수 있음

-그룹은 각 기업에서 자유롭게 생성해 사용 (결제/사용내역 분리)

A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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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기업

A대표

A직원

A관리자

관리자
권한

관리자
권한

B기업

B직원

C직원

관리자
권한

D직원

D직원

E직원

관리자
권한

그룹1

그룹2

그룹3 그룹2

그룹2

그룹1 그룹1

그룹1



SOCAR 할인혜택 제공 안내

기업등록

1. 쏘카 휴대폰 앱에서 회원가입 진행

2. PC에서 business.socar.kr/ 에서 시작하기 클릭 후 로그인해서 진행

자세한 가입 및 사용 방법은 ▶ 서비스가이드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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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명원을 미리 준비해주세요

https://socar-business.zendesk.com/hc/ko/articles/4408062049561


SOCAR 할인혜택 제공 안내

기업등록 후

http://business.socar.kr/ 링크 접속 후 시작하기 (Click)

관리자 아이디로 로그인 후 결제카드관리(Click)

카드등록하기 – 카드등록

<이후 고급형 멤버십으로 변경해드리며, 쏘카지원으로 비용 처리되어 결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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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usiness.socar.kr/


SOCAR 할인혜택 제공 안내

기업 구성원 초대

http://business.socar.kr/ 링크 접속해 관리자 로그인

구성원 관리를 이용해 구성원을 초대(권한 설정)

(초대링크를 통해 가입 또는 이미 가입된 아이디를 인증)

<차량 공유 및 이용 서비스이기 때문에 인증절차가 다소 복잡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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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usiness.socar.kr/


SOCAR 할인혜택 제공 안내

그룹 관리

http://business.socar.kr/ 링크 접속해 관리자 로그인

그룹관리를 클릭하고 이용 용도에 맞게 그룹 설정

예약내역, 결제내역 등을 그룹별로 묶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대표 결제 – 그룹에 등록된 대표 기업(법인)카드로만 결제할 수 있습니다.

구성원 결제 – 개인카드, 기업(법인)카드를 각자 ID에서 등록 후 선택해서 결제

※그룹의 구성원 변경은 PC 관리자 페이지에서 그룹 이동하기를 이용해 상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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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usiness.socar.kr/


SOCAR 할인혜택 제공 안내

쏘카존 개설 신청

-쏘카존 개설이 필요할 경우

별도 신청서를 통해 쏘카 담당자가 검토/진행합니다.

개설신청링크 < <  클릭 후 작성해 주세요

-쏘카 50% 할인신청과는 별도로 진행됩니다.

-쏘카존 개설 신청 시 여부는 주차장 입차 조건 검토 후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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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dYIb78Nz-sDnPi9RdC5PQhosf2eWuMgL_uP88Typ0Z-0DEZg/viewform


SOCAR 할인혜택 제공 안내

!

-대표결제로 설정 된 그룹에서는 개인용도 사용이 불가합니다.

구성원 결제로 설정 된 그룹에 속해야 개인카드로 결제 가능합니다.

※그룹의 구성원 변경은 PC 관리자 페이지에서 그룹 이동하기를 이용해 상시 가능합니다

-구성원 구성은 신청조직(기업)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조합원, 파트타임 직원, 프리랜서 등 자유롭게 구성 가능합니다.

그룹을 이용해서 결제 프로세스, 내역 등을 구분해 관리 가능합니다.

-혜택은 2022년 7월 31일까지 제공됩니다.

사용 절차나 내용, 혜택 제공기간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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쏘카 이용 문의

1661-3315

할인 지원 관련 문의

socar@cnse.kr

041)417-2028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성장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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