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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BC SWIFT 서비스 
 

HSBC 는 SWIFT 협회에 가입되어 있는 SWIFT MACUG (Member Administered Closed User 

Group) 및  SWIFT SCORE (Standardardised Corporate Environment) 기업 user group 고객을 

대상으로 HSBC FileAct 와 HSBC FIN, 두 종류의 SWIFT Messaging Service 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Services Characteristics Typical Business Applications 

FIN 

Message transfer, store and forward, FIN 

message standards (e.g. MT101, MT940 

etc) 

Treasury and cash management 

FileAct File transfer, bulk/batched messages Payments, collections, payroll etc 

 

HSBC FileAct 서비스란 

SWIFT 망을 통한 고객과 은행 간의 데이터 통신 시, 대용량의 데이터 통신을 위해 고안된 

file transfer protocol 로써 SWIFT 표준 file protocol 이 아닌 XML, EDIFACT, 그리고 HSBC 

고유의 파일 포맷 등의 파일 데이터 통신을 지원합니다. HSBC FileAct 서비스를 통해 Global 

H2H solution 인 HSBC Connect 과 연결하여 HSBC Connect 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으며 건별이체, 대량이체를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파일 포맷을 SWIFT 망을 

통해 은행과 통신할 수 있습니다.  

 

HSBC FIN 서비스란 

SWIFT 망을 통한 고객과 은행 간의 데이터 통신 시, SWIFT standard 파일포맷을 지원하는 

file transfer protocol 로써 하기와 같은 형태의 파일 포맷을 지원하여 은행과 통신하며, 이를 

통해 은행의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 -> HSBC 

메세지종류 용도 처리내용 

MT101 건별이체(HSBC 은행 계좌 

사용시) 

고객이 전송한 MT101 (건별 이체 메세지)를 은행 

후선 부서 시스템에서 수신하여 처리.  

 

MT3XX 거래 확인서  

 

HSBC -> 고객 



메세지종류 용도 처리내용 

MT900 출금 통지 

MT910 입금 통지 

고객 계좌의 입/출금시 통지 메세지를 고객에게 

전송 

MT940 마감후 거래 내역서 마감 후 거래 및 잔액 정보 메세지를 고객에게 

전송 

MT942 일중 거래 내역서 일중 거래에 대한 정보 메세지를 고객에게 설정된 

시간대별로 전송 

 

이용 수수료  

- FileAct  

설치 및 테스트 비용(가입시) : USD 10,000  

월 이용료 : 월 USD 250 (= HSBC Connect 월 이용료) 

- FIN 

설치 및 테스트 비용(가입시): USD 2,000 ,  

월 이용료: USD 150  

-FileAct+FIN 

설치비 및 테스트 비용(가입시) : USD 12,000 

월 이용료 : USD 400 

* 고객이 수수료를 원화로 납부하고자 하시는 경우, 은행이 제공한 환율이 적용됩니다. 

-SWIFT 거래 내역서(MT940/MT942) 서비스 수수료 

MT940 또는 MT942 중 하나만 이용시- 월 이용료: KRW 100,000  

MT940 와 MT942 모두 이용시 – 월 이용료: KRW 150,000 

 

HSBC SWIFT 서비스 관련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기업 고객 서비스 센터나 (1588-7639) 

가까운 HSBC 기업금융센터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