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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금융결제원은 그동안 고객들과 가까운 거리에서 안전하고 편리한 지급결제서비스를 제공해 왔고 

금융산업 및 국가경제 발전에도 이바지해 왔습니다.

지난해에는 ‘어카운트인포’에서 저축은행 등 서민금융기관의 계좌와 신용카드도 조회할 수 

있도록 하였고, 브라우저 공동인증서비스, 자동이체 출금예정 알림서비스 등을 실시하여 서비스 

이용 편의성 제고에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또한, 통합관제 모니터링 고도화 및 클라우드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시스템 안정성과 효율성을 강화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오픈뱅킹시스템을 구축하여 고객 여러분들이 보다 다양한 결제서비스를 더욱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제로페이 플랫폼을 통한 간편결제 활성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비스, 클라우드 기반 인증서비스 

등을 추진하여 고객 여러분들이 보다 편리하게 금융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금융결제원은 소외된 이웃과의 나눔, 상생 발전을 위해 사회공헌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책자가 금융결제원의 사업과 역할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고객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6.

금융결제원 원장

금융결제원에 대한 고객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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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결제원은 다양한 지급결제시스템을 통하여 

금융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설립목적 가치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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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결제원은 효율적인 어음교환제도 및 지로제도를 확립하고 금융공동망을 구축하여 자금결제 및 

정보유통을 원활하게함으로써 건전한 금융거래의 유지발전과 금융회사 이용자의 편의제고 등 금융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립된 지급결제기관입니다. 

건전한 금융거래의 유지발전과 금융회사 이용자의 

편의제고 등 금융산업의 발전에 기여

설립목적

주요사업

금융공동망의 

구축·운영사업

금융회사가 

개별적으로 수행하는 

전산 업무의 지원 

또는 대행 사업

기타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금융회사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사업

지로에 관한 사업

어음교환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업

경영이념

설립목적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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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고 편리한 금융결제서비스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신뢰받는 금융결제서비스의 중심, KFTC
금융결제원이 제공하는 최고 수준의 서비스를 통해 고객으로부터 신뢰를 얻고, 더 나아가 금융산업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경영철학을 담은 금융결제원의 비전입니다.

경영이념

가치체계

9

미션

비전

미래지향

고객만족

신
뢰

전
문

성

고객 중심의 최상의 서비스로 

고객만족을 제공하여 고객가치를 

창출하겠습니다.

Forward-looking

Knowledge Trust

Customer Satisfaction

맡은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전문성과 

차별화된 역량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핵심가치

창의적 사고와 도전정신으로 급변하는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KFTC 2019 내지(국문)-01.indd   9 2019-07-03   오전 3:21:40



KFTC 2019 내지(국문)-01.indd   10 2019-07-03   오전 3:21:41



금융결제원은 금융공동망, 어음교환, 지로 등 

지급결제시스템과 금융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금융회사는 물론 

고객 상호간 자금결제 및 정보교환을 수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자금융사업 금융정보사업 어음교환사업 지로사업 2019년

주요 사업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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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전자금융사업은 금융결제원과 금융회사의 전산시스템을 

상호 연결한 금융공동망을 기반으로 자금결제 및 정보교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금융공동망에는 CD공동망, 타행환공동망, 전자금융공동망 등이 있습니다. 

그동안 금융공동망은 금융회사 간 또는 고객 간 지급결제서비스의 시간적·공간적 제약을 

해소하고 금융거래의 효율화와 편의성 증진에 크게 기여해왔습니다.

사업소개

전자금융사업

KFTC 2019 내지(국문)-01.indd   12 2019-07-03   오전 3:21:43



13

CD공동망서비스 

CD공동망은 고객이 거래하는 금융회사에 관계없이 전국의 금융회사 CD(Cash Dispenser) 

및 ATM(Automated Teller Machine)을 이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입니다. CD공동망서비스에

는 현금 입·출금, 계좌이체, 공과금 납부, 잔액조회 등이 있습니다.

타행환공동망서비스

타행환공동망은 송금인이 거래하는 금융회사에 관계없이 전국의 금융회사 영업점 창구

를 이용하여 수취인의 거래 금융회사로 자금을 송금할 수 있는 네트워크입니다. 타행환

공동망서비스에는 현금 송금, 자기앞수표 송금·사고조회 등이 있습니다.

전자금융공동망서비스 

전자금융공동망은 고객이 스마트기기, PC, 유무선 전화 등을 이용하여 계좌이체, 금융

정보조회 등을 할 수 있는 네트워크입니다. 전자금융공동망서비스에는 홈·펌뱅킹 중계

서비스와 대고객서비스가 있습니다. 홈·펌뱅킹 중계서비스는 고객이 금융회사의 인터

넷뱅킹, 모바일뱅킹 등을 통하여 다른 금융회사로 계좌이체 등을 할 수 있는 서비스입

니다. 대고객서비스는 전화(☎1369) 등을 통하여 거래 금융회사의 각종 금융정보를 일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CMS공동망서비스 

CMS(Cash Management Service)공동망은 많은 금융회사와 거래하는 기업 등이 각종 

자금의 수납·지급 업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네트워크입니다. CMS

공동망서비스에는 다수의 고객 계좌에서 기업 등의 수납 계좌로 이체해주는 출금이체, 

기업 등의 지급 계좌에서 다수의 고객 계좌로 이체해주는 입금이체, 실시간 계좌 실명 

조회·등록 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전자화폐공동망서비스 

전자화폐공동망은 고객이 은행공동 전자화폐인 K-CASH로 가맹점에서 소액 대금을 결

제할 수 있는 네트워크입니다. K-CASH는 편의점 등 가맹점에서 물품대금 결제 시 이

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구내식당, 편의시설에서의 대금 결제는 물론 결식아동 급식카드

로도 이용되고 있습니다. 

지방은행공동망서비스

지방은행공동망은 지방은행 거래 고객이 다른 지방은행 영업점 창구에서 뱅크라인

(BANKLINE) 통장으로 현금 입출금, 계좌이체 등을 할 수 있는 네트워크입니다. 이는 전

국적인 영업망을 갖추지 못한 6개의 각 지방은행에 영업점을 확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부가세 매입자 납부서비스

부가세 매입자 납부서비스는 은행과 국세청을 연계하여 매입자가 부가세를 납부할 수 있

는 서비스입니다. 금, 구리 및 철을 거래하는 매입자가 매출자 전용계좌에 물품대금을 입

금하고, 부가세는 부가세 계정을 통하여 국고에 납입하는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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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결제서비스

물품대금결제서비스는 주류거래의 투명성 확보 및 유통구조 정착을 위하여 소매업자가 도매업자로부터 주류 구매 시 구

매전용카드 및 휴대용 무선단말기(PDA)를 이용하여 실시간 계좌이체 방식으로 대금을 결제하는 서비스입니다. 

전자상거래지급결제중계서비스

전자상거래지급결제중계서비스는 고객이 물품 및 서비스 등의 구매대금을 실시간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가맹점과 금융회사 간 지급결제를 중계하는 서비스로 브랜드명은 뱅크페이(BANKPAY)입니다. 뱅크페이서비스는 약 30

만 개의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PC, 스마트폰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고보조금 지급중계서비스

국고보조금 지급중계서비스는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한국재정정보원과 

금융회사를 연계하여 국고보조금의 실시간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중앙관서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사업을 수주받아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는 동 서비스를 이용하여 국고보조금 지급을 신청하고 사업수행 관련 거래처에 

실시간으로 지출금액을 이체할 수 있습니다.

현금카드결제공동망서비스

현금카드결제공동망은 고객이 현금카드를 사용하여 물품·서비스 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네트워크입니다. 현금카드결

제공동망서비스는 보안성이 높아 안전하고, 세금절감, 캐쉬백 등 다양한 고객 혜택과 함께 가맹점 수수료가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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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S공동망서비스

CLS(Continuous Linked Settlement)공동망은 국내 금융회사가 이종 통화 간 동시결제를 통

해 외환거래에 수반되는 결제리스크를 제거할 수 있도록 국내 금융회사와 미국의 외환결제 

전문은행인 CLS Bank를 연결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CLS 대상 거래에는 현물환, 선물

환 및 스왑 거래가 있으며, 결제대상 통화로는 미달러화(USD), 유로화(EUR), 원화(KRW) 등 

14개 통화가 있습니다.

국내외화자금이체서비스

국내외화자금이체서비스는 고객이 국내 금융회사 계좌로 외화자금을 실시간 송금하고 그 결

과를 즉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거래대상 통화로는 미달러화(USD), 유로화(EUR), 엔

화(JPY) 등 21개 통화가 있습니다.

은행권 공동 오픈플랫폼서비스

은행권 공동 오픈플랫폼은 은행에서 제공하는 계좌조회 및 입·출금 등의 금융서비스를 핀

테크 기업이 자사 앱이나 웹에 쉽게 탑재하여 고객에게 서비스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API*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형태의 플랫폼으로, 핀테크 기업은 오픈플랫폼 접속만으

로 16개 은행과 연결이 가능합니다.

스마트폰 지급결제서비스(뱅크월렛)

스마트폰 지급결제서비스는 은행공동 선불전자지급수단인 뱅크머니를 이용한 간편송금 및 간

편결제 서비스입니다. 동 서비스는 뱅크월렛 앱을 통하여 제공되고 있습니다. 고객은 뱅크머

니로 온·오프라인 가맹점 및 교통카드 결제와 휴대폰번호 기반 소액간편송금 등의 서비스

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로페이 플랫폼(계좌기반 모바일 결제 플랫폼)

제로페이 플랫폼은 가맹점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결제 사업자와 가맹점 간 결제중계 및 대금 

정산을 처리하는 계좌기반 모바일 간편결제서비스의 개방형 인프라입니다. 소상공인 결제 수

수료 부담 완화와 간편결제 활성화를 위해 민관이 협력하여 추진하는 제로페이 사업과 관련하

여, 금융결제원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상기 제로페이 플랫폼의 구축·운영을 위탁받아 플

랫폼 시스템 구축·운영 및 서비스 활성화 정책 지원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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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사업은 금융회사가 정부, 고객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금융회사 간 정보 공유가 필요한 사업을 대상으로 금융공동망 등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금융결제원은 금융회사 및 이용고객의 편의 제고와 금융회사 간 업무 효율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대상 사업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사업소개

금융정보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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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비스

공인인증서비스는 전자거래에서 거래당사자의 확인, 거래 사실의 부인방지 및 전자문서의 위·변조 방지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금융결제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정한 공인인증기관으로서 개인, 법인·단체 등을 대상으로 공인인

증서를 발급하고 있으며, 공인인증서를 활용하여 본인인증 및 전자서명 기반의 부가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인인증서비스는 인터넷·모바일뱅킹, 전자계약, 전자정부 등 다양한 비대면 채널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금융회사의 전

자문서시스템 등으로 이용 영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OTP서비스

OTP서비스는 전자금융거래 시 고정된 비밀번호 대신 일회용 비밀번호(OTP : One Time Password)를 이용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서비스입니다. 고객은 금융회사 창구 또는 배송을 통해 OTP생성기를 발급받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OTP서비스

디지털OTP서비스는 전자금융거래 시 고정된 비밀번호 대신 일회용 비밀번호(OTP : One Time Password)를 이용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서비스입니다. 고객은 스마트폰으로 디지털OTP를 발급받아 이용할 수 있으며, 별도의 OTP생성

기가 필요 없습니다.

바이오정보 분산관리서비스

바이오정보 분산관리서비스는 고객이 금융회사 창구, 판매점 POS, CD/ATM·디지털 키오스크 등 비대면 채널과 모바일

거래(뱅킹·결제·주식거래·보험청약 등)에서 바이오인증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바이

오정보의 분할 보관을 통해 유출 등 보안관련 문제를 해소하고, 호환인증을 통해 고객의 바이오정보가 등록되지 않은 금

융회사에서도 바이오인증 이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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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서비스

주택청약서비스는 청약업무대행을 위한 입주자모집공고 관리, 청약접수, 입주자 선정 및 발표, 당첨자 관리 등의 서비스와 청

약계좌 중복개설 방지를 위한 입주자 저축 계좌관리 등의 서비스입니다. 고객은 인터넷(www.apt2you.com, m.apt2you.com)

을 통하여 청약신청, 당첨 사실조회, 분양정보 및 청약경쟁률 확인 등이 가능합니다.

자동이체정보 통합관리서비스

자동이체정보 통합관리서비스(페이인포)는 각 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동이체 등록정보와 자동이체 요금청구기관이 보

관하는 고객의 출금동의 정보를 통합하여 관리하는 서비스입니다. 고객은 페이인포사이트, 모바일 앱, 은행창구를 통하여 자

동이체 등록정보를 일괄 조회하고 변경·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좌통합관리서비스

계좌통합관리서비스(어카운트인포)는 본인 명의로 개설된 은행을 비롯한 모든 금융회사의 계좌를 실시간으로 일괄 조회할 수 

있으며, 은행계좌 중 오랫동안 거래가 없고 잔고가 소액인 비활동성 계좌는 즉시 해지·잔고 이전 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또한 고객의 핵심 금융정보(카드·카드포인트, 보험, 대출 정보 등)를 일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고객은 어카운트인포 사이트, 

모바일 앱, 은행 창구를 통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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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중계서비스

정보중계서비스는 자금의 이체 또는 결제를 직접 수반하지 않는 각종 정보를 금융회사 간 또는 금융회사와 정부 기관 등이 

교환할 수 있도록 중계하는 서비스입니다. 동 서비스에는 금융거래정보 중계, 금융회사 신분증 진위확인 정보중계, 예금압

류 관련 정보 중계, 채권정보 중계, 주금납입금 보관증명서 온라인 발급중계, 기업 회계감사자료 발급중계 등이 있습니다.

금융표준화업무

금융표준화업무는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술, 방법, 절차, 시스템 등을 표준화하는 업무입니다. 금융결제원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으로부터 표준개발협력기관으로 지정되어 금융부문 국가표준을 관리하고 있으며,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로부터 금융표준 전담기관으로 지정되어 금융표준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서비스 

국제표준화기구(ISO/TC68)의 국제표준화 활동에도 참가하고 있습니다.

기타 부가서비스

기타 부가서비스로는 고객이 카드로 물품·서비스 대금을 결제할 수 있도록 카드가맹점과 금융회사를 통신망으로 중

계하는 카드VAN(Value Added Network) 서비스, CMS 이용기관을 대상으로 수납·지급업무를 지원하는 통합수납관리 

ASP(Application Service Provider)인 빌링원플러스(BillingOne plus) 서비스, 상거래 대금 온라인 청구·전자(세금)계산서 발

급 서비스인 온라인대금청구서비스, 지로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교육기관과 은행 간 학교 수입·지출 관련 자금 이체를 중계하는 지방교육재정 전자금융서비스, 국민주택채권과 

지역개발채권 정보를 은행·대법원·조달청 간에 중계하는 채권정보중계서비스, 인터넷 전화기에 현금카드를 삽입하여 계

좌이체와 거래내역조회 등을 할 수 있는 폰ATM서비스, 개별 금융회사의 재해복구 관련 전산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과 관련

된 전산백업서비스 등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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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교환사업은 금융회사들이 당일 수납한 어음(수표 및 제증서 포함) 중 지급지가 

타 금융회사인 어음을 서울어음교환소에서 전자방식으로 교환하고 자금을 결제하는 사업입니다. 

전통적인 어음교환시스템 이외에 전자어음, 전자채권,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관리시스템 및 

어음정보시스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소개

어음교환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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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어음 등록관리서비스

전자어음은 기업 등이 약속어음을 인터넷상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전자화한 어음으로 전자문서 형태로 발행·배

서·결제하는 전자지급수단입니다. 금융결제원은 전자어음법에 의하여 법무부로부터 전자어음관리기관으로 지정

되어 전자어음의 등록·관리 등을 위한 전자어음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자어음을 이용할 경우 기업 등

은 어음의 분실 및 위·변조 방지, 실물 어음의 발행·유통·관리비용 절감 및 기업의 회계 투명성 제고 효과를 거

둘 수 있습니다.

전자채권 등록관리서비스

전자채권은 구매기업이 판매기업을 채권자로 지정하여 일정 금액을 일정 시기에 지급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채권으

로, 발행내역을 전자채권관리기관에 등록하고 만기에 판매기업에 입금되는 전자결제 수단입니다. 금융결제원은 전

자금융거래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전자채권관리기관으로서 전자채권을 등록·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자

채권을 이용할 경우 기업 등은 채권의 분실 및 위·변조의 위험이 없고, 판매기업은 만기 전 전자채권을 담보로 은

행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방식외상매출채권 등록관리서비스

전자방식외상매출채권은 전자채권과 유사한 지급수단이나 구매기업과 판매기업의 거래은행이 동일한 경우에 발

행·결제할 수 있는 개별은행 단위의 전자결제 수단입니다. 금융결제원은 전자방식외상매출채권의 원활한 결제를 

도모하기 위하여 전 은행 채권의 발행, 결제 및 미결제, 거래정지처분 정보를 등록·관리하여 은행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음정보 등록관리서비스

어음정보 등록관리서비스는 어음 남발, 위·변조 등에 따른 어음거래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어음정보시스

템에 어음의 교부·발행·결제정보 등을 등록·관리하는 서비스입니다. 특히, 어음발행인이 액면 금액 1천만 원 이

상의 약속어음 발행정보를 등록하면, 어음소지인은 인터넷(www.knote.or.kr)이나 전화(☎1369)로 어음발행내역과 당

좌거래정지 여부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부도관리 및 거래정지처분제도 운영

금융결제원은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의 확립과 원활한 어음교환을 위하여 어음이 금융회사에 적법하게 지급제시 되

었음에도 발행인이 예금부족, 무거래 등의 사유로 지급을 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부도어음 내역 및 발행인 정보를 

은행에서 전송받아 집중·관리하고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금융결제원이 통지하는 부도 및 거래정지처분 정보를 이

용하여 고객 신용평가, 여신·금융거래 등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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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로사업은 지급인과 수취인이 일상거래에서 발생하는 각종 대금결제를 

현금이나 수표 대신에 금융회사의 계좌를 이용하여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금융결제원은 수취인 또는 지급인의 계좌로 지로대금이 입·출금될 수 있도록 

수납·지급정보 처리센터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로는 장표지로, 전자지로 및 

인터넷지로로 구분됩니다.

사업소개

지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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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표지로서비스

장표지로서비스는 지로이용기관이 지로장표로 납부내역을 고지한 후 고객이 금융회사 인터넷뱅킹사이트, 영업점, 

공과금 무인수납기, CD/ATM, 모바일, 인터넷지로 사이트에서 지로대금을 납부하면 금융결제원이 수납대금 총액을 

지로이용기관의 계좌로 일괄 이체해주는 서비스입니다. 납부대상 대금에는 전기요금, 통신요금, 보험료, 세금, 도시

가스요금, 신문대금, 각종 회비, 기부금 등이 있습니다.

전자지로서비스

전자지로서비스는 지로 이용기관 또는 고객의 청구에 의하여 지로대금을 일괄 수납·지급 또는 이체해주는 서비스

로 자동이체, 납부자 자동이체, 대량지급이 있습니다. 자동이체는 지로 이용기관이 정기적으로 수납하는 지로대금을 

특정일에 납부고객의 계좌에서 출금하여 지로 이용기관의 계좌로 일괄 이체해주는 서비스입니다. 납부자 자동이체

는 매월 정기적으로 신청고객의 계좌에서 일정 금액을 출금하여 고객이 지정한 계좌로 이체해주는 서비스로 각종 

적금, 회비, 대출 원리금 등의 송금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대량지급은 지로 이용기관의 계좌에서 출금하여 다수의 수

취인 계좌로 일괄 이체해주는 서비스로 급여, 배당금, 연금 등의 지급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인터넷지로서비스

인터넷지로서비스는 고객이 인터넷 사이트(www.giro.or.kr), 모바일, CD/ATM 등에서 국세, 지방세, 각종 공과금 및 

일반 지로대금을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인터넷 지로를 이용하는 기관은 수납사무를 효율화하고 

수납처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납부고객은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서도 집이나 사무실에서 PC, 

모바일 등을 통하여 지로 대금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국세 및 관세, 지방세는 계좌이체 이외에 신용카드로

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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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개

2019년 주요 사업계획

2019년 사업계획은 기존 핵심서비스의 가치 창출 확대,               

신규 금융결제서비스 발굴, 금융결제시스템의 안정성 및 정보보호 강화,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 역량 제고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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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 결제시스템(오픈뱅킹) 구축

모든 핀테크 사업자와 은행이 원활하게 결제·송금 등 

종합 금융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공동 결제시스템(오픈뱅킹) 구축

●

제로페이 플랫폼 고도화 추진

VAN사 및 법인 대형가맹점 연계 등 제로페이 플랫폼 고도화 및 서비스 확대 추진

●

금융거래정보 제공 사실 통보서비스 추진

금융회사가 명의인에게 서면으로 발송하고 있는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을 

메시지(카카오알림톡, MMS 등)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통보하는 서비스 추진

●

공인인증서 클라우드서비스 구축

노플러그인 공인인증 서비스의 일환으로 별도 프로그램 설치 없이 고객이 기기,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인증서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인인증서 위탁·보관 및 

전자서명까지 가능한 클라우드서비스를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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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결제원은 국가 간 지급결제시스템 네트워크를 

연계한 국가 간 ATM·송금 서비스와 지급결제시스템 구축·운영 기술 및 

노하우를 개발도상국에 전수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급결제제도의 발전과 정보교류를 위하여 해외 관련 

기관과도 교류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해외 서비스 및 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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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대상 국가 서비스 이용가능 은행 서비스개시

국가간 ATM

말레이시아 현금인출 HongLeongBank, CIMB, RHB, Maybank, BMMB 2010

미국 현금인출 / 잔액조회 NYCE 회원은행(약 3,000개)

2011
필리핀 현금인출 필리핀 주요은행 

베트남 현금인출 / 잔액조회
Agribank, Sacombank, ACB, SaigonBank, AB Bank, 

Vietinbank, SeABank, HD Bank, BIDV

태국 현금인출 / 잔액조회
SCB, Kasicorn Bank, TMB, UOB, KTB, ThanachartBank, 

Bangkok Bank PCL

인도네시아 현금인출 / 잔액조회
BJB, KEBhana Bank, BNI, Bank Woori Saudara, Bank 

Danamon, Bank Kaltim, Bank BRI Syariah, Bank Artha Graha
2015

국가 간 송금 베트남 해외송금 Agribank, Vietinbank, ABBank, GPBank 2014

28

국가 간 공동망서비스

세계적으로 해외여행·교류, 이주노동 등이 크게 증가하면서 저렴하고 안전한 송금 및 환전에 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

니다. 국가간 공동망은 국가 간 지급결제시스템을 상호 연계하는 서비스로 현지 ATM에서 현금인출 및 잔액조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 간 ATM서비스와 수취인 계좌조회 후 실시간으로 송금하는 국가 간 송금서비스가 있습니다. 향후 국가 간

QR결제서비스 등 새로운 서비스의 추가는 물론 연계 국가의 지속적인 확대를 통해 글로벌 지급결제 네트워크(Visa, Master, 

SWIFT 등)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한편 우리나라 지급결제 네트워크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예정입니다.

국가 간 공동망 서비스 실시 현황 

해외협력 

해외 서비스 및 교류

대상국가 및 이용가능 은행 지속적 확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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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Feasibility Study(사전타당성조사 컨설팅)

주2) Knowledge Sharing Program(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주3) Knowledge Partnership Program(지식교류 프로그램)

구  분 교류기관

2010 라오스, 카자흐스탄, 태국 (3)

2011 네덜란드, 라오스, 몽골, 캄보디아 (4)

2012
네덜란드, 라오스, 몰도바, 몽골, 수단, 수리남, 세이셸,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11)

2013 몰도바, 베트남,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우즈베키스탄, 잠비아, 캄보디아, 코스타리카 (8)

2014 네덜란드, 몰도바, 몽골, 미얀마, 캄보디아, 태국, 필리핀 (7)

2015 인도네시아, 호주, 태국, 캄보디아, 아르메니아, 베트남 (6)

2016 아르메니아,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몽골 (5)

2017 아르메니아, 베트남, 라오스, 몽골, 몰도바 (5)

2018 아르메니아, 캄보디아, 몽골, 라오스, 베트남 (5) 

29

해외교류 추진

금융결제원은 해외 중앙은행, 시중은행 또는 지급결제기관 등과 지급결제 정보를 교환하고 시스템운영 경험 등을 공유

하며 상호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지구촌 시대를 맞이하여 지급결제와 관련한 국가간 협력과 공동의 사업추진에 관

한 관심과 기대가 증가하고 있으며, 금융결제원은 이와 같은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최근 교류 현황

구 분 대상기관 추진기간 사업내용

지급결제

시스템 구축

베트남 중앙은행 1999~2000 은행간 시스템 

나이지리아 중앙은행 2003~2004 중앙은행 실시간 총액결제시스템 

아르메니아 중앙은행 2016~2017 해외송금시스템 구축

캄보디아 중앙은행 2017~2019 국가지급결제시스템

지

급

결

제

컨

설

팅

FS주1)

라오스 중앙은행
2011

지급결제시스템 현황 분석 및 

현대화방향 수립 컨설팅

몽골 중앙은행

몰도바 중앙은행
2012

필리핀 중앙은행

아르메니아 중앙은행 2013

캄보디아 중앙은행 2014

KSP주2)

몰도바 중앙은행 2014 지급결제기관 설립 지원 컨설팅

캄보디아 중앙은행
2015

지급결제시스템 구축 지원 컨설팅

아르메니아 중앙은행 해외송금시스템 구축 지원 컨설팅

이집트 중앙은행 2018~2019 지급결제시스템 개선 컨설팅

KPP주3) 라오스 중앙은행 2018 지급결제시스템 규정 제정

지식공유서비스  

지식공유서비스는 금융결제원이 중앙집중형 지급결제시스템 구축·운영을 통해 축적한 경험과 기술 및 노하우를 기반

으로 지급결제시스템 기획, 구축 및 운영과 관련된 유무형의 지식과 역량을 해외 중앙은행 등과 공유하는 서비스입니

다. 금융결제원은 정부, 중앙은행 등의 지원 하에 지급결제시스템 현대화사업을 추진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지식공유서

비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식공유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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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결제원은 고객중심의 최상의 서비스로 고객만족을 제공하여 

고객가치를 창출하겠습니다.

고객서비스 헌장 고객만족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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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서비스 헌장

금융공동망, 어음교환 및 

지로 등 국민경제에 필수적인 

지급결제제도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고객에게 

최상의 지급결제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고객들의 다양한 니즈에 

부응하는 지급결제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연구 개발하여 

제공하겠습니다.

새로운 지급결제서비스의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하여 

고객에게 보다 편리하고 신속한 

21세기 첨단 지급결제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항상 고객과 함께하며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서비스 정신으로 

일해 나가겠습니다.

금융결제원은 항상 고객을 중심으로 지급결제서비스를 개발하고 제공하여 고객의 금융 편의가 

증진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각오로 일하고 있습니다.

고객만족  

고객서비스 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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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만족 활동

고객만족 추진조직 / 프로세스

-------------------------------------

•고객만족 리더협의회

•VOC기반의 개선프로세스

VOC통합관리시스템

---------------------------

•VOC 통합수집 및 처리

•VOC 개선과제 도출

고객접점 채널 운영

----------------------------------

•고객상담 콜센터(1577-5500)

•온라인 채널(홈페이지, 이메일)

•오프라인 채널(문서, 우편, 방문)

고객만족 역량교육

------------------------

•고객만족 교육

•고객중심 조직문화 캠페인

금융결제원은 고객만족 전략방향과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고객만족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만족 활동의 개선 및 발전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지급결제서비스 모니터링, 

외부고객 만족도를 조사하고 이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고객만족  

고객만족 활동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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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결제원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따뜻한 지급결제기관으로서 

불우이웃 후원, 지역사회공헌 등 다양한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나눔과 배려의 

사회공동체를 만드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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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표

활동방향

추진전략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따뜻한 ‛지급결제기관’

불우이웃 후원

이웃사랑 나눔 실천

지역사회 공헌 / 봉사활동

지역 사회와 상생 발전 사회공헌활동 참여문화 확산

사회공헌 추진체계

35

사회공헌 활동

이웃사랑 성금기탁

사회 곳곳의 어려운 이웃에게 작은 보탬이 되고자 사회복지단체에 이웃돕기 성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복지지원

자원봉사회를 구성하여 지역 독거노인을 위한 부식·반찬 배달, 추석맞이 사랑나눔, 연말 사랑의 쌀·연탄 전

달 등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의 복지지원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해외봉사활동

지구촌 나눔문화의 확산에 기여하고자 현지 교육환경 개선, 교육봉사 등의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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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및 본부장 조직 사원, 준사원 및 

특별참가기관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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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결제 본부장

 장건흥

원장 김학수전무이사 박연상

금융정보 본부장

 신평호

감사 최원목

IT 본부장

 박완성

e사업 본부장

 권영식

금융결제원의 임원은 원장, 전무이사, 감사 및 상무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무이사는 각 본부를 맡고 있습니다.

37

경영일반

임원 및 본부장

경영전략 본부장

 손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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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회

이사회

원 장

전무이사 감 사14개 위원회

e사업본부IT본부금융정보본부금융결제본부경영전략본부

감사실e사업실

VAN사업실

e사업전산실

IT기획부

IT개발부

금융정보업무부

전자인증부

차세대인증부 IT운영부

정보보호부

전자금융부

어음교환부

지로업무부

경영기획부

고객지원실

금융결제연구소

총무부

안전관리실

비서실

총회 : 10개 사원은행 전원으로 구성 

한국은행, 한국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SC제일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KEB하나은행,  한국씨티은행

이사회 : 금융결제원장, 금융결제원 전무이사, 사원은행 중 7인, 준사원은행 중 1인으로 구성 

금융결제원 원장, 금융결제원 전무이사, 한국은행 부총재보, 국민은행 전무, KEB하나은행 전무, 신한은행 부행장, 기업은행 

부행장, 농협은행 부행장, 우리은행 부행장, 전북은행 부행장보 

위원회 : 금융결제원 소관업무 부서장, 7개 사원은행 부서장, 1개 준사원 은행 부서장으로 구성 

기획위원회, 어음교환위원회, B2B위원회, 지로위원회, 전자금융위원회, 금융공동망위원회, 공동전산위원회, 

외환무역위원회, 주택청약위원회, 전자인증위원회, CMS위원회, 금융정보관리위원회, OTP위원회, 차세대인증위원회

경영일반

조직

38

최고 의사결정기구는 사원은행 전원으로 구성된 총회이며, 사업추진 방침 등에 관한 의결기구로 

이사회를 두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금융결제원 원장, 전무이사 및 비상임이사 8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총회 및 이사회의 안건 심의 등을 위하여 14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융결제원의 조직은 5개 본부 20개 부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9년 6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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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한국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SC제일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KEB하나은행, 한국씨티은행

사원

10

한국수출입은행, 수협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수협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케이뱅크은행, 한국카카오은행준사원

12

서민금융회사 7

우정사업본부, 농협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농협중앙회,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외국계은행 13

홍콩상하이은행, 도이치은행, 엠유에프지은행, 미즈호은행, 뱅크오브아메리카, 제이피모간체이스은행, 모간스탠리은행, 

비엔피파리바은행, 중국공상은행, 대화은행, 중국은행, 교통은행, 중국건설은행

공공기관 2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예탁결제원

금융투자회사 30

교보증권, 대신증권, DB금융투자증권, 메리츠종합금융증권, 미래에셋대우, 부국증권, 삼성증권, 신영증권, 신한금융투자, 

에스케이증권, 현대차증권, 엔에이치투자증권, 케이프투자증권, 유안타증권, 유진투자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키움증권, 

하나금융투자, 하이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케이비증권, 상상인증권, 리딩투자증권, 비엔케이투자증권, 

아이비케이투자증권, 케이티비투자증권, 한양증권, 한국포스증권, 바로투자증권

보험사 28  

서울보증보험, 삼성생명보험, 흥국생명보험, 미래에셋생명보험, 신한생명보험, 교보생명보험,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보험, 

농협생명보험, DB손해보험, 라이나생명보험, 에이비엘생명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케이비생명보험, 케이비손해보험, 

한화생명보험, 푸본현대생명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 악사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에이아이에이생명보험, 푸르덴셜생명보험, 농협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DGB생명보험, DB생명보험, KDB생명보험

기타 17

롯데카드, 비씨카드, 국민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대신저축은행, 에스비아이저축은행, 

에이치케이저축은행, 월컴저축은행, 신한저축은행, 우리종합금융, 한국증권금융, 비엔케이캐피탈, 아주캐피탈

특별
참가기관

97

경영일반

사원, 준사원 및 특별참가기관

39

한국은행과 은행법상의 은행은 금융결제원의 사원, 

준사원 또는 특별참가기관이 될 수 있으며, 금융결제원의 사업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은행이 아닌 기관으로서 금융업 또는 금융관련 업무를 영위하는 기관은 

총회의 승인을 얻어 특별참가기관이 될 수 있습니다.

(2019년 6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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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고 편리한 
금융결제서비스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경영일반

연혁

41

  1980
 1986. 6. 금융결제원 설립 

   (전국어음교환관리소 및 은행지로관리소 통합)

 1988. 7. CD공동망 가동

 1989. 4. ARS공동망 가동

  12. 타행환공동망 가동

   1990-2000
 1994. 4. 납부자자동이체서비스 실시

 1996. 3. 카드VAN서비스 실시

  5. 자금관리서비스(CMS)공동망 가동

 1997. 6. 지방은행공동망 가동

 2000. 3. 주택청약서비스 실시

  3. 인터넷지로서비스 실시

  7. 전자화폐(K-Cash)공동망 가동

  9. 공인인증(yessign)서비스 실시

  12. 전자상거래공동망(BankPay) 가동

   2001-2002
 2001. 4. 전자금융공동망 가동

  9. 구매전용카드공동망(물품대금결제서비스) 실시

 2002. 3. 전자채권 등록관리서비스 실시

  8. 전자세금계산서(TrusBill)서비스 실시

   2003-2010
 2004. 12. 외환동시결제(CLS)서비스 실시

 2005. 9. 전자어음 등록관리서비스 실시

  12. 퇴직연금기록관리(RK)서비스 실시

 2008. 11. 정부납품대금청구(NaraBill)서비스 실시

 2009. 2. 어음정보 등록관리서비스 실시

  12. 전자방식외상매출채권 등록관리서비스 실시

 2010. 6. 빌링원플러스서비스 실시

  10. 국내 외화자금이체서비스 실시

  12. 국가간 ATM서비스 실시

  2011-2018
 2011. 3. 지방세입금 통합수납처리서비스 실시

  11. 플러그인 없는 공인인증서비스(yessign plus) 실시

 2012. 11. 현금카드 결제서비스 실시 

  11. 스마트폰기반 모바일 지급결제서비스 실시

  12. 금융앱스토어 서비스 실시

 2013. 10. 전자지급보증서 발급·조회서비스 실시 

  12. 전자수입인지 통합관리서비스 실시 

  12. 기업 회계감사자료 발급 중계서비스 실시

 2014. 8. 금융회사 신분증 진위확인정보 중계서비스 실시 

  11. 뱅크월렛카카오서비스 실시 

  12. 국가간 송금서비스 실시

 2015. 7. 자동이체(납부) 조회·해지서비스 실시

  10. 자동이체 계좌변경서비스 실시

  12. 참가은행간 B2B 상거래자료 조회서비스 실시

 2016. 7. 스마트보안카드(디지털OTP) 공동이용서비스 실시

  8. 은행권 공동 오픈플랫폼서비스 실시

  10. 부가세매입자납부중계서비스 실시

  12. 계좌통합관리서비스(account info) 실시

  12. 바이오정보분산관리서비스 실시

 2017. 1. 국고보조금 지급중계업무 서비스 실시

  4. 현금카드 인출서비스 실시

  7. 지방세 체납자 금융거래정보 중계서비스 실시

 2018. 8. 클라우드 공인인증 서비스 실시

  9. 모바일 웹브라우저 지원 바이오인증서비스 실시

  12. 계좌기반 모바일 결제 플랫폼 서비스   

   (제로페이 플랫폼) 실시

  12. 내 카드 한눈에 서비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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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 웹사이트 본부/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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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430
484

150,036
68

797,270
874,861

1,755,111

1,279,796 581,109
1,834,709

6,604,703 6,966,958 7,258,025

5,717,660

(단위 : 천건)

4,947,763 5,350,030

698,580
94,317

1,395,577
2,759,289

206,628236,510 220,699

1,071
5,470

229,969

1,333,737

331,959
1,050,403

13,867

1,420,430 1,396,229

334,594
1,084,382

1,454

주) 이체(조회 제외) 기준임

전자금융 등

CD공동망

타행환공동망

전자금융공동망

기타

어음교환 

종이어음 

전자어음 

기타

지로 

장표지로 

전자지로 

기타

2014 2015 2016건수 2014 2015 2016금액

CD공동망

타행환공동망

전자금융공동망

기타

종이어음 

전자어음 

기타

장표지로 

전자지로 

기타

537
6,319

213,843

727,018
93,440

3,060,115
1,469,457

7,502,502

6,098,898

716,122
87,477

3,341,010
1,573,051

176,562

1,227,042

315,790
1,001,772

16,175

2017

426
6,131

200,071

전자금융 등

25,764,951 29,045,887 30,114,875

21,506,972 25,039,866

336,446
1,044,804

6,319,741
13,805,981

25,422,428

356,811
1,165,874

7,484,378
16,032,803

어음교환 
4,092,5623,695,614 3,427,242

424,866

412,261

지로 
599,885562,365 578,780

150,595
514

666,741
1,832,764
1,593,057

2017

29,896,565

26,175,620

351,172
1,184,002

7,196,778
16,690,476

3,086,299

448,776

634,645

150,478
506

593,668
1,060,361
1,432,270

2018

33,349,425

29,760,514

348,532
1,176,456

7,526,814
17,123,818

2,913,452

483,661

153,400
519

677,287
932,566

1,303,599

340,793
1,174,301

9,347,281
18,898,139

521,540

675,459

(단위 : 십억원)

8,191,268

6,833,914

686,590
81,353

3,742,700
1,588,255

183,797

1,173,557

300,395
910,647

16,000
2018

367
6,078

170,117

662,999
78,133

4,432,687
1,660,095

284,312
873,185

16,060

329
5,782

177,686

부 록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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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430
484

150,036
68

797,270
874,861

1,755,111

1,279,796 581,109
1,834,709

6,604,703 6,966,958 7,258,025

5,717,660

(단위 : 천건)

4,947,763 5,350,030

698,580
94,317

1,395,577
2,759,289

206,628236,510 220,699

1,071
5,470

229,969

1,333,737

331,959
1,050,403

13,867

1,420,430 1,396,229

334,594
1,084,382

1,454

주) 이체(조회 제외) 기준임

전자금융 등

CD공동망

타행환공동망

전자금융공동망

기타

어음교환 

종이어음 

전자어음 

기타

지로 

장표지로 

전자지로 

기타

2014 2015 2016건수 2014 2015 2016금액

CD공동망

타행환공동망

전자금융공동망

기타

종이어음 

전자어음 

기타

장표지로 

전자지로 

기타

537
6,319

213,843

727,018
93,440

3,060,115
1,469,457

7,502,502

6,098,898

716,122
87,477

3,341,010
1,573,051

176,562

1,227,042

315,790
1,001,772

16,175

2017

426
6,131

200,071

전자금융 등

25,764,951 29,045,887 30,114,875

21,506,972 25,039,866

336,446
1,044,804

6,319,741
13,805,981

25,422,428
356,811

1,165,874

7,484,378
16,032,803

어음교환 
4,092,5623,695,614 3,427,242

424,866

412,261

지로 
599,885562,365 578,780

150,595
514

666,741
1,832,764
1,593,057

2017

29,896,565

26,175,620

351,172
1,184,002

7,196,778
16,690,476

3,086,299

448,776

634,645

150,478
506

593,668
1,060,361
1,432,270

2018

33,349,425

29,760,514

348,532
1,176,456

7,526,814
17,123,818

2,913,452

483,661

153,400
519

677,287
932,566

1,303,599

340,793
1,174,301

9,347,281
18,898,139

521,540

675,459

(단위 : 십억원)

8,191,268

6,833,914

686,590
81,353

3,742,700
1,588,255

183,797

1,173,557

300,395
910,647

16,000

2018

367
6,078

170,117

662,999
78,133

4,432,687
1,660,095

284,312
873,185

16,060

329
5,782

177,686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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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웹사이트 주요 내용

금융결제원 www.kftc.or.kr 금융결제원 소개

계좌이체 PG www.bankpay.or.kr 뱅크페이 소개, 거래내역 조회, 간편결제 가입

금융IC www.kcash.or.kr 현금카드 결제, K-CASH 충전·환불 소개

물품대금결제 www.buycard.or.kr 주류 구매대금 거래내역 조회

뱅크월렛 www.bankwallet.or.kr 뱅크머니 이용 안내 및 관리

제로페이 www.zeropay.or.kr 제로페이 가맹점 신청, 결제 및 가맹점관리 

오픈플랫폼
www.open-platform.or.kr 오픈플랫폼 서비스 포털

developers.open-platform.or.kr 오픈플랫폼 테스트베드(개발자사이트)

공인인증 www.yessign.or.kr 공인인증서 발급 및 관리

기업 회계감사자료 발급 audit.kftc.or.kr 기업 회계감사자료 온라인 발급·조회

자동이체 통합관리 www.payinfo.or.kr 자동이체 조회, 해지 및 변경, 동의자료 확인 및 열람

계좌통합관리 www.accountinfo.or.kr 계좌 및 금융정보 조회, 계좌 해지·잔고이전

주택청약 www.apt2you.or.kr 주택청약 접수, 당첨자 조회

ExK www.exk.or.kr 국가간 ATM·송금서비스 소개

어음정보센터 www.knote.or.kr 어음발행정보 등록, 조회

전자어음 www.u-note.or.kr 전자어음 관련 조회

인터넷지로

비즈지로

카드로택스

이지로

www.giro.or.kr 국세, 지방세, 지로대금 납부와 청구서 관리

biz.giro.or.kr 기업용 공과금 및 지로요금 납부

www.cardrotax.or.kr 신용카드를 이용한 국세, 관세 납부

e-giro.giro.or.kr 지로자료 전송 및 조회

전자수입인지 www.e-revenuestamp.or.kr 전자수입인지 구매

카드VAN www.kftcvan.or.kr 뱅크포스 설치, 장애조치 안내

CMS·EDI www.cmsedi.or.kr CMS·EDI 자료 전송 및 조회

빌링원 www.billingone.or.kr CMS 입·출금파일 송수신 및 고객 관리

온라인대금청구

- 트러스빌

- 나라빌

www.onlinebill.or.kr 대금청구 서류(세금계산서, 청구서 등)온라인 발급·전송

www.trusbill.or.kr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송수신, 보관

www.narabill.or.kr 정부기관 납품업체 온라인 대금청구

부 록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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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결제원은 

안전하고 편리한 

금융결제서비스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부 록

본부/사무소

47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대로 

94 (중앙동4가)

TEL 051) 253-5411 〶48939

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 

645 (동인동2가)              

TEL 053) 423-2272 〶41914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서로 137 (둔산동)           

TEL 042) 485-0900 〶35209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중앙로 110 (치평동)          

TEL 062) 384-2411 

〶61947

분당센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213번길 9 (정자동) 
TEL 1577-5500 〶13556

본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202 (역삼동) 
TEL 1577-5500 〶06220

고객센터 : TEL 1577-5500 (이용시간 09:00~17:00), callcenter.kft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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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202(역삼동) 

TEL 1577-5500 www.kft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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