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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PC 및 네트워크  

협약보증대출 신청시스템은 인터넷을 통한 신청 시스템입니다. 따라서 본 시스템을 

원활히 사용하기 위하여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PC가 필요합니다. 

전용선 또는 ADSL 급 이상 인터넷 

권장 사항  

- 펜티엄 4 이상급 PC  

- MS 인터넷  익스플로어(MS Internet Explorer)  8.0 이상  

P C 

내용 구 분 

브라우저 설정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면 유용합니다. 

 인터넷 브라우저의 [ 메뉴  도구  인터넷 옵션  설정 ] 을 [페이지를 열때마다] 로 

선택하면 화면에 잔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I.  시스템 준비 및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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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 추가 

인터넷 브라우저의 [ 메뉴  도구  인터넷 옵션  보안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 

 사이트] 버튼을 클릭하여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에  [*.kemco.or.kr]을 추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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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보증대출 신청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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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협약보증대출 홈페이지 접속(1) – 신재생에너지센터로 바로 접속시 

협약보증대출 홈페이지 접속 화면입니다.  

협약보증대출 홈페이지 접속방법(1) 

1. www.knrec.or.kr로 접속합니다. 

2. 상단의 [사업안내] 버튼을 클릭합니다. 

3. 다음 페이지의 [신재생 협약보증] 클릭 시, 협약보증대출상품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http://www.knre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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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협약보증대출 홈페이지 접속(2) –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로 접속시 

협약보증대출 홈페이지 접속 화면입니다.  

협약보증대출 홈페이지 접속방법(2) 

1. www.energy.or.kr로 접속합니다. 

2. 상단의 [전자민원] 버튼을 클릭합니다. 

3. 다음 페이지의 [확인서 신청] 클릭 시, 협약보증대출상품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http://www.kmre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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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로그인  

시스템 사용자는 로그인 유형을 선택한 후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합니

다. 

로그인 

1.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입 후 [로그인] 버튼 클릭 시, 로그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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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협약보증대출 신청 목록  

• 신청대상업체가 등록한 협약보증대출 신청서 목록 화면입니다.  

로그인 

1. [신청지원서 작성] 버튼 클릭 시, 신규 협약보증대출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2. [접수번호] 클릭 시, 등록된 협약보증대출 신청서 상세 화면이 나타납니다. 

3. [처리상태] 클릭 시, 상태 정보 및 보완내용을 확인 할 수 있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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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 협약보증대출 신청서 등록 

• 신청대상업체가 협약보증대출 신청서를 등록 및 수정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협약보증대출 신청서 등록 및 수정 

1. [임시저장] 버튼 클릭 시, 기입한 신청서내역을 저장합니다.  

2. [신청서 제출] 버튼 클릭 시, 등록된 해당 신청서가 제출됩니다.  

3. [목록] 버튼 클릭 시, 협약보증대출 신청목록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 [목록] 버튼 클릭 시, 조사표는 저장되지 않습니다.   

 ※ [신청서 제출] 버튼 클릭 시, 기입된 내역을 저장 후 신청서가 제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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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협약보증대출 신청서 상세 

• 신청대상업체가 협약보증대출 신청서를 확인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협약보증대출 신청서 상세 

1. [목록] 버튼 클릭 시, 협약보증대출 신청목록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