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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5일 도입된 카드 포인트 현금화 서비스
이용 실적과 소비자 안내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어카운트인포(금결원), 포인트 통합조회· 계좌이체 앱(여신협회)으로
카드포인트 현금화 서비스 시작 후 ‘21.1.5일 ~ 1.12일(7.5일) 동안,
➊
카드포인트 현금화 778억원· 681만건 (일평균 103억· 91만건)
➋
장기미사용· 휴면계좌 해지 25.4억원을 통해 국민들의 숨겨진
재산 약 803억원을 돌려드렸습니다.
 카드 포인트 입금 등 명목으로 수수료나 카드 비밀번호· CVC
정보 등을 요구하는 경우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있으니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시행 초기인 만큼 모든 국민이 안전하면서도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가 언론 등에 집중 보도된 시간대나
시스템 점검 시간대에는 이용을 자제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I

□

신용카드포인트의 현금화
신용카드포인트란, 신용·체크카드(‘19년말 신용카드 1.1억장, 체크카드 1.1억장)
이용금액 등에 따라 신용카드회원에게 적립하는 경제상의 이익으로서

ㅇ 그동안 주로 물품의 구매나 용역의 이용 등에 활용되는 외에는
이용할 방법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 카드포인트 현금화는 ‘18년부터 1원 단위로 가능해졌으나, 개별 카드사의 앱에서
복잡한 경로로 접속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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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특히

,

그간 신용카드포인트는

5

년(상법

§ 上

상사채권 소멸시효)이

64

경과하면 소멸 되어 카드사의 수익으로 반영되는 구조였습니다.
*

* 소멸포인트의 일부는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에 기부(연간 50~100억 내외)되어 영세가맹점
지원 등 공익사업에 활용 중이나, 그 규모가 크지 않고 금융소비자가 체감하는 혜택도 미미

□

그러나, 카드업권의 노력으로 금년

일부터

1.5

카드포인트 현금화”

“

서비스(어카운트인포 앱, 카드포인트 통합조회&계좌입금)가 시작되었으며

ㅇ 소비자들은 카드포인트를 제휴 가맹점 등에서 사용하는 외에 직접
간편하게 현금으로 이체· 출금하여 원하는 곳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포인트 활용체계가 구축되었습니다.
* 예) 현대카드의 M포인트는 현금과 1:1로 교환되는 구조가 아니어서 활용이 어려웠으나,
H-coin으로 전환하여 이번 통합 서비스를 통해 간편히 포인트 현금화가 가능하게 됨

□ 이 과정에서 초기에는 포인트 현금화를 위한 소비자의 다수 접속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관련 서비스가 다운되기도 하였으나,

ㅇ

카드업권과 여신협회, 금융결제원이 긴밀히 협업하여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점검· 개선하고
있습니다.
<참고 : 카드 포인트의 생성, 적립, 사용과 소멸>
대표 포인트 사용

신용ㆍ체크
카드 결제 등

포인트 적립

√ 포인트 현금화
√ 타 마일리지 전환
√ 기부, 선물 등

√ 연간 적립액 3.5조

포인트 소멸
√ 연간 1,171억

√ 연평균 잔액 2.4조
√ 연 사용액 3.4조

제휴 포인트 사용
√ 제휴 가맹점 할인
(마트, 편의점, 영화 등)

<-------------------------------- 유효기간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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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효기간 경과 ->

<신용카드포인트의 정의와 이해>

□

신용카드포인트란,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의 이용금액 등에
따라 신용카드회원에게 적립하여 재화 또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제상의 이익(여전법 제2조 제5의4호) 으로 정의됩니다.

① (종류)

➊

현금화 및 재화· 용역 구매가 가능한 대표 포인트,

➋

재화· 용역의 구매에만 활용 가능한 제휴 포인트가 있습니다.

➊ 대표 포인트 : 사용처가 특정 제휴가맹점에 제한되지 않고, 현금과 1:1로 교환 가능한
포인트 (카드사 포인트의 대부분을 차지) → 카드 포인트 현금화 대상
➋ 제휴 포인트 : 특정 가맹점에서만 소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현금과 1:1로 교환이
보장되는 구조가 아님 → 카드 포인트 현금화 대상에서 제외

②

(활용) 신용카드개인회원 표준약관에 따라 카드사 제휴 가맹점

에서 다양하게 사용 가능하거나(대표 포인트+제휴 포인트), 계좌이체
등을 통해 1원부터 현금화도 가능(대표 포인트)합니다.
-

다만, 제휴 포인트는 현금과

교환이 불가능하므로, 각 카드사의

1:1

앱 등에서 대표 포인트로 전환 하여야 현금화가 가능합니다.
*

* 예)현대카드 M포인트 → H코인으로 전환한 후에 현금화 가능

③ (소멸) 상사채권의 소멸시효 상법 § 上
(

64

년) 등을 고려하여, 신용

5

카드회원약관상 포인트 소멸시효는 5년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④ (규모) 적립되어 사용되는 포인트

(적립액 – 소멸액)는

잔액은

년 약

‘19

조원,

3.4

조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소멸되는 포인트 비율

2.4

(소멸률 = 소멸액 ÷ 적립액)은

지속적으로 감소 하고 있습니다.
*

* (적립액) (’15) 25,018억 → (’16) 26,885억 → (’17) 29,112억 → (’18) 31,640억 → (’19) 35,432억
(잔 액) (’15) 21,654억 → (’16) 21,869억 → (’17) 22,890억 → (’18) 22,990억 → (’19) 24,395억
(소멸액) (’15) 1,330억 → (’16) 1,390억 → (’17) 1,308억 → (’18) 1,175억 → (’19) 1,171억
(소멸률) (’15) 5.3% → (’16) 5.2% → (’17) 4.5%
※ 19개 카드사 기준 (전업 8개사 + 겸영 11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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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3.7%

→ (’19) 3.3%

이용 실적

II

◈

※ ‘21.1.14일 카드사별 집계 기준, 잠정치

카드포인트 현금화 서비스 시작 후, 연 평균잔액 약 2.4조원의
신용카드포인트에 대해, 약 7.5일간(1.5일(11시) ~ 1.12일(24시)),
서비스 681만건이 신청되어 778억원을 현금으로 돌려드렸으며,
일평균 약 91만건 신청하여 103억을 현금으로 찾아가는 등,
앞으로도 카드포인트 현금화 수요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 이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금결원 어카운트인포 앱을 통해

장기미사용· 휴면계좌로부터 25.4억원의 예금도 현금화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도 발생하였습니다.
카드포인트 현금화 (금결원· 여신협회)

1

□

1.5

약

일(11시)

~

1.12

일(24시) 간 카드포인트 현금화 서비스 조회 는
*

만건, 신청건수 는 약
**

613

억원

: 778

만건, 이용 금액은 약

681

억원으로

778

나타났습니다. (일평균, 82만건 조회 / 91만건 신청 / 103억 현금화)
* 조회건수에 접속실패 건수는 未포함 → 실제 접속 시도 건수는 해당 건수 이상
** 각 카드사별 접수된 카드 포인트 현금화 신청건수를 합산

ㅇ

년말 기준 카드 포인트 잔액은 약

‘19

조원으로, 국민들께서

2.4

필요하실 때마다 편리하게 현금처럼 이용가능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장기미사용계좌· 휴면계좌 예금 현금화 (금결원)

2

□

일(11시)

1.5

~

일(22시), 어카운트인포 앱을 통한 장기미사용· 휴면

1.12

계좌 예치금에 대한 현금화 신청 건수는
억원(일평균

25.4

억원

: 25.4

억)으로 , 통상(일평균

3.18

*

만건, 이용금액은 약

19.6

억원)의 약

1.1

배 수준※입니다.

3

* 어카운트인포앱 이용자 한정 실적으로, 전체 장기미사용·휴면계좌 환급 실적은 이보다 높음

※ 금결원 ‘어카운트인포’ 카드 포인트 현금화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장기미사용·
휴면계좌 예치 금액도 현금화하였다는 언론보도 및 소비자 이용후기 다수

➡

카드 포인트와 자투리 예금을 합쳐, 서비스 개시 후 약

일 간

7.5

억원의 숨겨진 재산을 국민들께 돌려드리는 성과를 내었습니다.

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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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소비자 주요 안내 사항
➊

금융권 인증서(바이오인증 포함)가 있거나 발급받으시려는 경우

금융결제원 어카운트인포 앱을,

➋

그렇지 않은 경우 여신협회

카드 포인트 통합조회& 계좌입금 서비스를 이용해 주시면 보다
편리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 특히

,

어카운트인포 앱 이용시 장기미사용계좌(1년 이상 거래 없이 잔고
해지 및 휴면예금 찾기 등을 통해 ‘자투리 예금’ 도

50만원 이하)

찾을 수 있으니 재산권을 적극 행사하는 계기가 되시길 기대합니다.
 언론 등에 집중적으로 노출되는 일부 시간대에는 접속이 지연
될 수 있으니, 급하시지 않은 경우 상대적으로 한적한 평일의
야간시간대 등을 이용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비자에게 편리하면서도 안전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여신협회·
금결원·카드사·은행 등 시스템 점검이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점검 시간에는 일부 카드사의 포인트 조회 및 출금이 어려울
수 있으니 다른 시간대에 이용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카드사별로 은행 등과의 제휴관계 등에 따라 포인트 입금 시점이
다를 수 있으니 앱에서 관련 안내 사항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①비씨 신한
·

· KB 국민· 우리· 농협카드는

②현대· 하나카드는
23:00,

하나

20:00)

신청 즉시 입금되며,

신청 즉시 입금이 원칙이나 일정시간(현대
이후 신청시 다음 영업일에 입금,

③삼성· 롯데· 씨티· 우체국은

신청일 다음 영업일에 입금됩니다.

 만약 포인트 현금화 등을 명목으로 수수료나 카드 비밀번호· CVC
정보 등을 요구하는 경우 절대 응하시지 말길 바랍니다.

→ 금결원·여신협회 카드포인트 현금화 서비스는 무료이며

,

어떠한

경우에도 카드 비밀번호· CVC 정보를 요구하는 일이 없습니다.
- 5 -

1.5일[11시] ~ 1.12일[24시] 간

참고1

카드포인트 현금화 및 자투리 계좌 현금화 이용실적
이용 서비스
➊ 어카운트인포 앱(AccountINFO)
(금융결제원)

카드
포인트

➋ 카드포인트 통합조회 앱 및

현금화

홈페이지 (여신금융협회)
합 계

조회 건수

신청 건수

이용 금액

966,004건

360,522건

45.56억원

5,162,647건

6,452,549건

732.6억원

6,128,651건

6,813,071건

778.2억원

휴면예금 지급
자투리

어카운트인포 앱

계좌

(AccountINFO)

정리

(금융결제원)

장기미사용계좌
해지
합 계

금융인증서
발급

참고2

금결원 금융인증서 신규발급

30,619건

8.01억원

165,043건

17.40억원

195,662건

25.41억원

391,613건 (일평균 48,951건)
(→ 통상 일평균 발급건수(30,890건)의 1.6배)

카드사별 카드포인트 현금화 실적

※ ‘21.1.5~12일 카드사 제출 기준

포인트 현금화 서비스 실적 (금결원+여신협회)
신청금액(천만원)

신청건수

신한

1,781

128.0만건

삼성

1,451

58.2만건

KB국민

1,061

117.2만건

비씨

867

168.2만건

NH농협

858

90.0만건

우리

574

42.4만건

하나

418

51.4만건

현대

313

6.8만건

씨티

258

2.8만건

우체국

108

5.4만건

롯데

93

11.0만건

합 계

7,782(천만원)

681.3만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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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3

어카운트인포 ‘카드 포인트 현금화’ 서비스 (금융결제원)

1

□

사례를 통한 세부 이용 방법 안내

는 얼마전 유명 인플루언서 블로그에서 ‘숨겨진 카드 포인트 뿐

A

아니라, 잊고 있었던 계좌에서 돈도 찾았다’ 라는 글을 보았습니다.
찾아 보니까 “금융결제원 어카운트인포 앱” 이라고 하네요.

□ 우선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 등에서

어카운트인포”

“

라고 검색하고 앱을 다운 받아
봅니다.

ㅇ 앱에 접속하니까 인증서를 등록
하라고 하네요. 다행히

는 모

A

바일뱅킹을 이용하면서 미리 발
급받아둔 인증서가 있어서, 무사
히 인증서 등록을 마치고 앱을
실행합니다.

□ 앱을 실행하니 정말 많은 서비스
가 있습니다. 내 카드 뿐 아니라
계좌, 자동이체 내역 등도 한 눈
에 볼 수 있네요.

□

메인 화면에 보면,

카드 포인트

“

현금화” 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블로그 안내 글에도 이 메뉴를
클릭하면 된다고 하네요. 잘 모르
겠지만 속는 셈 치고 한번 클릭
을 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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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

내가 별로 신용카드도 쓰지 않

‘

는데 모여 봐야 얼마나 있겠어?’ 싶었
는데 들어가 보니까 무려

만2천605

8

원이나 있습니다. 나중에 찾아 보니까
무려

년간 소멸되지 않은 포인트들

5

이 적립되어 있어서 생각보다 많을
수 있다고 하네요.

ㅇ

각 카드사별 포인트를 개별적으로
현금화할 수도 있지만, 일일이 누르
기 귀찮기도 하니 간편하게

한번에

“

신청하기”를 눌러 봅니다.

□ 신청 포인트를 입력하라네요

.

역시 귀찮으니

모두 신청”을 누르고,

“

입금되기를 바라는 계좌를 클릭하니 신청이 끝났네요!

가 신청한

A

카드사는 모두 당일 입금되는 계좌였나 봅니다. 신청이 끝나기 무섭게
띵동 띵동’ 하더니 돈이 다 입금되었다고 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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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들어왔을까?” 기분 좋게 어카운트인포 앱에서

“

계좌” 탭을

“

클릭하고 들어갔더니 웬걸, 언제 개설했는지도 잊고 있었던 장기미
사용계좌가 눈에 들어옵니다.

ㅇ

어카운트인포 앱에서는

년 이상 입출금거래가 없는 잔액

1

만원

50

이하의 계좌를 간편하게 해지 가능하다고 하네요. 즉시 해지하니,
곧 내가 사용하는 계좌로 금액이 들어옵니다.
1. 메인화면

□

2. 기관별 계좌 조회

3. 계좌 상세내역

4. 잔고이전·해지 신청

혹시 다른 기능은 또 없을까?” 메인 페이지로 돌아오니 카드 포인트

“

현금화 옆에 “휴면예금/보험금 조회” 탭이 눈에 들어옵니다.
휴면예금 조회에 동의를 해 보니, 여기에도 내가 모르던 내 재산이
있었네요. 휴면예금 지급 신청도 끝내고 기분 좋게 앱을 종료합니다.
1. 메인화면

2. 휴면예금 조회

3. 휴면예금 상세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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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급 신청

카드 포인트 통합조회 및 계좌입금 서비스 (여신금융협회)

2

□

는 최근 언론기사에서 “카드 포인트 현금화” 가 유행하고 있다는

B

글을 언뜻 봅니다. 사회 생활 초년차인 B에게는 복잡한 금융거래는
질색입니다.
그런데,
카드포인트
통합조회 계좌입금
사이트

·

(cardpoint.or.kr /

또는 카드포인트 통합조회& 계좌입금 앱)는 금융인증서

없이도 간편하게 나의 포인트를 조회하고 출금할 수 있다고 하네요.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등에 대한 동의를 하
고, 카드인증이나 아이
핀,

휴대폰

인증으로

본인인증을 완료한 후,
계좌입금 신청을 위한
위임장에 동의를 하고
주민번호 뒷자리를 입
력합니다.

ㅇ

여기에서 반드시 정확
하게 주민번호 뒷자리
입력을 해야 해요.
만약, 정확하게 입력하
지 않으면 처음부터 다
시 인증을 시작해야 되
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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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 아래 탭에서 짙은 파란색의

카드포인트 계좌입금” 탭을 클릭하

“

니까 현금화 가능한 포인트가 쫘르륵 화면에 나옵니다. 카드 포인트
마다 ‘전부입금’을 눌러주고 ‘포인트 계좌입금 신청’을 클릭하고 나서,
입금을 원하는 계좌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ㅇ

여기서도 입금을 원하는 계좌가 유효한 계좌인지 확인하기 위해
계좌번호를 꼭 정확히 입력해야 한다고 하네요. 이것까지 마치면,
포인트 입금 신청이 이제 마무리됩니다.

현금화 가능 포인트 조회

□

입금 포인트 금액 입력 및 신청

계좌인증 및 최종 신청

이렇게만 한다고 진짜 돈이 들어올까?’ 생각도 잠시, 띵동띵동 얼마

‘

되지 않아 돈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한 카드사는 오늘 신청하면
다음 영업일 들어온다고 하네요. 생각지도 못한 내 카드포인트 현금
*

입금에, 오늘은 맛있는 음식이나 주문할까 합니다.
* 금·토·일요일에 신청한 경우 다음 영업일인 월요일에 입금됨

□ 최근에는

나의 숨겨진 포인트 찾기” 가 유행을 하고 있다는데, 이번

“

정부에서 시행하는 카드 포인트 통합 현금화 서비스가

·

포인트 마일

“

리지 편리하게 찾기 운동” 의 기폭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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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IV

금번「 카드 포인트 현금화 서비스」 는 누가 이용할 수 있고,

1.

이용 횟수에 제한이 있나요?

□본

서비스는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회원에

한해 이용할 수 있으며, 법인회원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카드포인트 통합조회·계좌입금 서비스는 내·외국인 이용 가능, 어카운트인포는 내국인만 이용 가능

ㅇ 또한

,

현금화 서비스 이용시 카드사별

일

1

회만 계좌입금 신청이

1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카드 포인트 현금화 신청을 했는데 일부카드사는 입금이 되고,

2.

일부카드사는 입금이 안 될 수 있나요?

□ 카드사별 현금화 신청한 포인트의 계좌입금 처리기간이 다르므로

,

실시간 입금처리 카드사와 그렇지 않은 카드사의 포인트를 한번에
신청하셨다면 카드사별 입금시기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 대부분 카드사 : 신청일 즉시 입금 / 20시 이후 신청시 등은 다음 영업일 입금
일부 카드사(삼성, 롯데, 씨티, 우체국) : 다음 영업일 입금
** 롯데카드의 경우 시스템 개편 과정에서 즉시입금 → 다음 영업일 입금으로 변경

ㅇ

만약 다음 영업일 이후에도 포인트가 입금되지 않았다면, 해당
카드사 고객센터로 문의 시 신속한 조치가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즉시 계좌입금
가능한 신청시간

카드사

00:30~23:30

비씨,신한,우리,
KB국민,NH농협

계좌입금 시점
- 해당 시간에 신청시 즉시 계좌입금
(주말, 공휴일 포함)

현대

- 해당 시간에 신청시 즉시 계좌입금
- 해당 신청시간 이외의 시간에 신청하는 경우,
익영업일 08시부터 순차 계좌입금

08:00~20:00
(영업일 기준)

하나

- 1만원 이상 신청 건에 한해 즉시 계좌입금
- 해당 신청시간 이외의 시간에 신청하는 경우,
익영업일 08시부터 계좌입금

-

삼성,씨티,
우체국, 롯데

08:00~23:00
(영업일 기준)

- 신청시간에 상관없이 익영업일에 계좌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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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대카드
M

H-Coin

포인트를 현금화 했는데

H-Coin

만 차감되고

포인트는 차감되지 않는데 맞나요?

□ 현대카드

포인트는 현금화 가능한 포인트인

M

현금화할 수 있으며, 전환된

은

H-Coin

으로 전환해야

H-Coin

포인트에 속한 포인트가

M

아닌 별도의 포인트입니다.

4.

시스템 점검이나 접속 지연이 너무 자주 있는 것 같습니다.

□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사는 포인트 조회 및 포인트 계좌입금 신청시
시스템을 지속 업데이트하여 오픈 시 보다 안정된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신용카드회원들에게 보다 안전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정기 점검
외에도 수시로 시스템을 점검하고 있으니, 양해하여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5.

포인트 차감 및 현금화 과정에서 오류가 있다면?

□ 여신협회·카드사는 전산 처리 과정에서 지속 점검 및 오류 정정을
하는 등 고객 피해 방지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ㅇ 만약 고객의 과실 없이 처리 과정에서 오류가 있다면

,

카드사 고객 센터로 연락 시 전액 손실을 보상해 드립니다.

6.

본인이 원하는 모든 계좌에 입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 계좌 검증을 통해 정상 계좌로 확인된 본인 명의의 계좌에만 입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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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카드 포인트 계좌입금 신청 취소가 가능한가요?

□ 카드 포인트 계좌 입금 신청을 정상적으로 완료하는 경우 포인트
사용 및 즉시 입금 신청처리가 되므로 해당 신청 건에 대한 취소
및 정정은 불가하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8.

그 외 주의사항

□ 여신협회

·

카드 포인트 통합조회 계좌입금’ 서비스를 이용 시, 개인

‘

정보 및 입금 계좌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하지 않을 경우 처음부터
인증을 다시 시작해야 하는 등 서비스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ㅇ

따라서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하시려면 관련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하여 주시길 바라며,

-

카드 포인트 현금화 서비스를 자주 이용하시려는 고객의 경우
금융결제원 ‘어카운트인포 앱’을 사용하시면 보다 편리한 포인트
현금화 이용이 가능하니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문의처: 여신금융협회 고객센터 (02-2011-0700)
금융결제원 고객센터 (1577-5500)
각 카드사 고객센터 (어카운트인포앱, 여신협회 앱에서 확인)

☞ 본 자료를 인용 보도
할 경우 출처를 표기
해 주십시오.
http://www.fsc.go.kr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korea.kr

“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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