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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새해부터 흩어진 내 금융정보를 더욱 안전하고
빠르고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 ’22.1.5일 16시부터 안전한 API 방식의 본인신용정보
관리업(금융 마이데이터) 전면시행□ ’21.12.1일부터 API 방식의 금융 마이데이터 시범서비스 실시

ㅇ 동 시범서비스 기간 동안 시스템 안정화, 데이터 정합성 제고,
사설인증 및 정보제공기관 확대 등 개선필요사항은 신속하게 보완

□ ’22.1.5일 16시부터는 스크래핑이 금지되고 33개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API 방식을 통해 금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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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간의 노력

□ 금융권

핀테크, 유관기관 및 금융당국은 정보주체의 정보주권 실현,
˙ ˙ 하고 더 편리
˙ ˙ 하게
금융포용성 강화 및 금융혁신 등을 위해 더 안전
,

마이데이터가 시행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➊ (소비자보호 강화) 금융소비자가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안전장치 마련
-

1)

2)

서비스 개시 전 기능적합성 및 보안취약점 점검 을 의무화하고,
적요 주문내역정보 등 민감성 정보에 대하여 별도 동의절차 신설

·

1) 금융보안원이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관련 법령 준수여부, API규격 적합성 등을 확인
2) 전문기관 등에서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앱·시스템 일체에 대한 보안취약점 점검
-

소비자 중심의 건전한 마이데이터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마이데이터 서비스 가입 전 숙려사항 및 기존 마이데이터
1)

2)

서비스 가입현황을 안내 토록 하고 ‘알고하는 동의’ 절차 도 마련 등

1) 서비스 가입 전 불필요한 마이데이터 서비스 중복가입 관련 주의사항을
안내하고, 서비스 가입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종합포털 링크
(www.mydatacenter.or.kr) 제공
2) 정보주체가 정보제공에 따른 편익 및 위험성 등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모바일 환경에 맞게 시각화·간소화된 정보동의시스템 구축
➋ (정보제공범위 확대) 수차례 이해관계자 간 협의 등을 거쳐
이용자가 조회할 수 있는 정보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
➌ (인증절차 간소화) 한 번의 본인인증만으로 다수의 정보제공자에게
정보전송요구가 가능하도록 복잡한 인증절차를 간소화한 통합
인증 도입( 공인인증서 + 전자서명법에 따라 인정된 사설인증서)

舊

➍ (건전한 경쟁질서 유도) 소비자가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의 질로서 경쟁하는 환경 조성을 위해 과도한 경품지급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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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마이데이터 시행에 따른 중소 핀테크 사업자 및 중소
금융회사 등의 관련 시스템 개발 등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기울여 왔습니다.

➊ (중계기관 이용확대) 중소 핀테크 사업자 및 중소 금융회사 등의
*

중계기관 이용을 허용하여 직접 API 설비를 구축하는 부담 경감

* 정보제공기관의 정보를 API 변환 후 전송하는 기관(신용정보원, 금융결제원,
코스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➋ (대체식별값 확보지원) 주민등록번호 활용이 어려운 핀테크와
대체식별값(CI * )이 없는 금융회사 공공기관 등 정보제공자를

·

고려하여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정보제공자의 CI 일괄변환 지원

* 개인식별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되는 것으로서 주민등록번호와 1:1
매칭으로 생성한 난수값(주민등록번호로 복원 불가)
➌ (과금 유예) 정보제공에 대한 합리적인 과금체계 마련을 위하여
정보제공 관련 충분한 원가 통계자료 확보시까지 1년 간 과금 유예
➍ (API 의무화 유예)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IT 개발수요 증가 등에
따른 개발인력 부족 등을 고려하여 ’22.1월까지 API 의무화 유예

2

□

마이데이터 시범서비스 추진경과
일부터 금융회사 및 핀테크 등이 순차적으로 마이데이터
서비스 시범운영에 참여하여 ’22.1.5일 기준 33개사*가 서비스를
’21.12.1

제공하고 있습니다.

□

* (은행) KB국민, 농협, 신한, 우리, 기업, 하나, 대구, SC제일, 광주, 전북 등 10개 은행
(금투) 키움, 하나금융투자, NH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등 4개사
(카드) KB국민, 신한, 하나, BC, 현대, 우리 등 6개사, (저축은행) 웰컴
(상호금융) 농협중앙회, (CB) 나이스평가정보
(핀테크·IT) 뱅크샐러드, 핀크, 쿠콘, 카카오페이, 토스, 네이버파이낸셜,
NHN페이코, 민앤지, SK플래닛, 핀다 등 10개사
시스템과 트래픽 안정화, 서비스 완결성 및 소비자 이용편의
제고 등을 위해 시범서비스 기간
동안 나타난 개선
(’21.12.1.~’22.1.4.)

필요사항 등을 신속하게 보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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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시스템 안정화) 순차적 시범서비스 제공을 통한 트래픽 유입량
조절 등으로 트래픽 과부하에 따른 전산장애를 방지하는 한편,
-

중계기관의 처리가능한 트래픽 양을 10배 이상 확대하는 등
안정적인 데이터 중계 전송 지원

·

➋ (데이터 정합성 제고) 일부 정보제공자의 표준 API 규격과
다른 API 개발, 추가적인 규칙 마련이 필요한 사항
신속하게 수정 보완하는 등 데이터 정합성을 한층 제고

·

*

등을

* 예) 이용자가 요구한 전송대상 정보 미보유시 해당 정보제공자는 공란으로 회신
해야 하나 임의값(예: 000)을 회신하여 오류발생 → 공란으로 회신토록 수정
➌ (이용편의 개선) 마이데이터 사업자별 연결되는 정보제공자를 확대
하고 인증수단 추가 등을 통해 더 많은 정보를 손쉽게 통합관리
-

마이데이터 사업자별로 연결되는 금융기관, 통신업체 등 정보
제공자 수를 지속 확대(12.1일 기준 사업자별 평균 약
일 기준 평균

’22.1.4

-

→

개 내외

20

개 내외)

100

舊 공인인증서가 아닌 사설인증서 를 통해서도 모든 정보제공자
*

에게 정보전송요구가 가능하도록 본인인증절차도 획기적으로 개선

* 공인인증서 외에 「전자서명법」에 따라 과기부에서 인정한 전자서명인증수단
3

□

’

마이데이터 전면시행( 22.1.5일) 주요내용
(마이데이터 사업자) ’22.1̇.5̇일부터 스크래핑이 전면 금지되고
˙ ˙ 이용자
˙ ˙ ˙ 에게 API
˙ ˙ ˙ 방식
˙ ˙ 으로만 마이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모든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업계 요청으로 연말연초 근무인력 부족 등으로 비상상황시 신속대응이
곤란하고, 시범실시에 늦게 참여한 사업자와 모든 사업자가 포함된
시스템 전체 최종점검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22.1.5일로 순연

ㅇ

’22.1.5

일에 참여하지 않는 마 이 데 이 터 사 업 자

21

개사는

관련 시스템과 앱 개발 등을 거쳐 ’22년 상반기 중 참여할 예정

※ 9개 예비허가 사업자는 본허가 절차 이후 ’22년 하반기경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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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정보제공자) 일부 대부업체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제도권 금융
회사 등의 417개사 정보는 ’22.1.5일부터 정보제공이 가능합니다.
총24

총40

전체 정보제공자 550개 중 은행 24개 , 보험 40개 , 금투
44개총 , 여전 51개총 , 저축은행 79개총 , 상호금융 5개총 중앙회 ,
45

51

총39

전금 34개

,

·

총58

통신 58개

79

5(

총209(소형대부제외)

, P2P 대부등 82개

)

제공 예정

※ 다만, 이용자가 실제로 정보를 통합조회·이용하기 위해서는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정보제공자와 각각 연결 필요 ☞ [참고3: 마이데이터 사업자별 연결현황] 참조

ㅇ 국세청 국세 납세증명
관세

납세내역

및

(’22.1.5

·

·

일 제공가능)을 제외한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

·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내역 등 공공정보는 ’22년 상반기 중 제공토록 협의중

※ 공공정보의 경우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추가 API개발 등을 통해 국세청 납세증명 외
모든 공공정보가 제공가능한 시점에 맞춰 패키지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
4

기대효과

1. 금융소비자 측면

·

➊ (정보보호·보안 강화) 본격시행 이전보다 엄격한 정보보호 보안
1)

2)

체계 심사, 스크래핑 금지 , 기능적합성 심사 및 보안취약점
˙ ˙ 한 통합조회 관리 가능
점검의무화3) 등을 통해 종전보다 안전

·

1) 광범위한 정보수집이 제한되고 소비자가 원하는 정보만 선택하여 전송요구가
가능해지며, 유출 등 사고 발생시 책임소재가 명확(손해배상 책임도 강화)
2) 마이데이터 서비스 프로그램의 신용정보법령상 행위규칙 준수 여부, 표준API
규격 적합성 등을 서비스 출시 및 주요 기능 변경 전 금융보안원에서 사전심사
3) 마이데이터 서비스 관련 시스템·앱 일체에 대해 금융보안원 점검기준에
따라 전금법상 평가전문기관이 연 1회 이상 보안취약점 점검 수행
➋ (이용편의 제고) 더 많은 정보1)를 빠르고2) 편리하게3) 통합조회할 수

·

있는 안전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효과적 맞춤형 자산 재무관리 가능

1) (종전) 일부 대형 금융권 정보 → (개선) 全 금융권 + 통신·공공·전자상거래내역
2) 스크래핑 방식 대비 통합조회 속도가 약 10배 수준으로 증가
3) 舊공인인증서 외 다양한 사설인증서를 통해 여러 금융회사에 One-stop 전송요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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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마이데이터 사업자 측면
➊ (안정적 사업기반 확보) 이용자가 정보전송 요청시 정보제공자
에게 정보제공의무가 부여됨에 따라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필요한 정보를 빠르고 안정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

※ 기존 스크래핑 방식 하에서는 고객정보를 보유한 정보제공자가 정보보호 등을
이유로 스크래핑 방지기술 적용시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에 차질
➋ (서비스 혁신의 모멘텀) 종전 스크래핑 방식 대비 더욱 다양하고
*

많은 정보제공자 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서비스 혁신 및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창출도 가능

* 종전 스크래핑 방식 대비 평균 2∼3배 이상의 정보제공자와 연결되고 금융권
이외 통신·공공·전자상거래 정보도 활용 가능
3. 금융·데이터산업 측면
*

➊ (금융혁신 가속화) 4차산업의 필수설비(Essential Facility) 인 데이터
개방을 통해 핀테크사 등에 정보취득 기회를 제공하는 등
데이터 독점문제를 해소하고 금융산업 내 경쟁과 혁신 촉진

* 해당 설비에 대한 접근(access)을 보장하지 않는 경우 경쟁기업이 관련 시장에서
소비자들에게 재화나 서비스 제공 불가 → “독점 고착화”
➋ (양질의 일자리 창출) 데이터 활용을 통해 고부가가치 금융분야
에서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선도해 나가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등 MZ세대가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대

5

□
ㅇ

향후계획

「마이데이터

당분간

특별대응반

」을

통해 특이사항을 실시간

으로 모니터링하여 안정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소비자 정보보호 및 보안에 한치의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해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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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또한, 마이데이터 활성화에 맞추어 특별대응반을 확대개편하여
효과적 데이터 활용을 통한 데이터 기반 금융 활성화를 위한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소비자 편의제고 등을 위해 일부 미반영된 금융권 정보* 및

·

빅테크 정보 등도 관련 업권 협의 등을 거쳐 ’22년 중 지속적
적극적으로 개방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ㅇ
-

ㅇ

* 퇴직연금(DB·DC), 계약자-피보험자가 다른 보험정보, 카드 청구예정정보 등
정보제공자의 부담 등을 고려하여 불필요한 트래픽이 유발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과금체계를 검토하는 등
선순환 데이터경제 및 데이터기반 금융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

금융권이 오픈 파이낸스와 생활형 종합금융플랫폼으로 확대
성장해나갈 수 있는 토대도 마련해나가겠습니다.

금소법 적용과정에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위해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등을 통해 적극 검토하여 소비자
편익이 더욱 제고되도록 하겠습니다.

□ 소비자 보호를 전제로 마이데이터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ㅇ 경쟁 등 시장상황, 추가 허가신청 수요 및 소비자 편익 증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규 허가심사 방향 및 부수업무 확대
등의 문제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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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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주요 참여 업권별 담당자

참여 업권

업권별 담당부서(담당자)

은 행

은행연합회 김완석 부부장
(02-3705-5239)

생명보험

생명보험협회 권혁규 팀장
(02-2262-6682)

손해보험

손해보험협회 곽수경 팀장
(02-3702-9741)

금융투자

금융투자협회 임희정 차장
(02-2003-9062)

여 전

저축은행

핀테크/전자금융

대부금융

P2P

통 신

여신전문금융협회 임재현 팀장
(02-2011-0729)

저축은행중앙회 김종원 부장
(02-3978-880)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허준범 팀장
(02-6949-2683)

한국대부금융협회 심용식 부장
(02-6710-0810)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한성택 사무차장
(02-761-2781)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김충현 팀장
(02-580-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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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

마이데이터 정보제공범위

(’19~’20년) 마이데이터 워킹그룹* 을 통한 충분한 논의, 업권 간
이견 조율 등을 거쳐 소비자의 조회 빈도가 높은 대부분의
금융권 정보가 포함

* 금융당국, 유관기관, 금융회사, 핀테크기업 등 60여 곳이 참여하여 전송대상 개인
신용정보의 범위, 인증체계, API 표준 규격 등을 논의
[ 업권별 마이데이터 주요 제공정보 ]
업 권

업권별 주요 제공정보

은 행

예·적금 계좌잔액 및 거래내역, 대출잔액·금리 및 상환정보 등

보 험

주계약·특약사항, 보험료납입내역, 약관대출 잔액·금리 등

금 투

주식 매입금액·보유수량·평가금액, 펀드 투자원금·잔액 등

여 전

카드결제내역, 청구금액, 포인트 현황, 현금서비스 및 카드론 내역

전자금융

□

선불충전금 잔액·결제내역, 주문내역(13개 범주화) 등

통 신

통신료 납부·청구내역, 소액결제 이용내역 등

공 공

국세·관세·지방세 납세증명, 국민·공무원 연금보험료 납부내역 등

(’21년) 당초 업권 간 이견 등으로 제공대상이 아니었던 은행

계좌적요,

보험보장내역,

카드가맹점정보

등은

소비자보호

장치* 를 전제로 제공 협의

□

* 해당 정보제공에 대한 별도 위험고지 및 별도 동의, 제3자 제공 및 마케팅
목적 활용금지 등
(’22년중)

ISA,

일부 퇴직연금

·

(DB DC),

계약자-피보험자가 다른

보험, 카드청구예정정보 등은 관련 업권 협의 등을 거쳐 최대한
조기에 제공될 수 있도록 추진 예정

⇒

다만, 관련 시스템 개발 전까지 이용자 편의 등을 위해 공공
포털 (금감원 통합연금포털, 신정원 내보험다보여)에 한하여 한시적
*

으로 스크래핑을 허용

* 해당 공공포털은 제한된 분야의 일부 정보만 취급하여 타 금융회사 사이트와 달리
광범위한 수집이 불가능하므로 스크래핑으로 인한 정보보호 침해위험이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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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3
마이데이터
사업자

마이데이터 사업자별 정보제공 현황(’22.1.3일 기준)
계

연결된 정보제공자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생명보험
손해보험

대구은행

183
금융투자

카드
백화점카드

전자금융

통신
공공기관

기업은행

151

우리, 국민, 기업, 신한, 하나, SC, 농협, 카카오, 케이뱅크, 광주,
전북, 대구, 수협, 부산, 경남, 산업, 씨티, 토스뱅크, 중국
푸른, 상상인, 영진, 키움, 모아, 인성, 조은, 민국, 스카이, OK,
유안타, 대신, KB, 키움예스, 더케이, CK, 유진, JT친애, 페퍼, 삼정,
세람, DB, 예가람, OSB, ES, 오성, 고려, 대백, NH, 하나, 오투, 청주,
한성, 우리금융, 더블, 한국투자, MS, 유니온, 드림, 라온, 흥국, SNT,
IBK, 조흥, 진주, 솔브레인, 동원제일, 애큐온, 동양, 융창,
상상인플러스, 스마트, SBI, 참, 신한, BNK
농협중앙회, 신협, 산림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 수협중앙회
미래에셋, 동양생명, 흥국생명, 신한라이프, 농협생명, 한화생명,
푸본현대생명, 교보생명, AIA, KDB생명, DB생명, 푸르덴셜생명,
KB생명, BNP생명, 라이나생명, IBK연금, 교보라이프플래닛
메리츠화재, DB손보, 삼성화재, 한화손보, 흥국화재, 롯데손보,
농협손보, 캐롯손보, KB손보, AXA손보, MG손보, AIG, 하나손보
미래에셋증권, 하나금융투자, 대신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키움증권, NH투자증권, 신한금투,
한국증권금융, 교보증권, 상상인증권, 한양증권, 카카오페이증권,
유진투자증권, SK증권, DB금융투자, IBK투자증권, 한화자산운용,
KTB투자증권, BNK투자증권, 삼성자산운용, 우리종합금융,
한국포스증권, 하이투자증권, 케이프투자증권, 토스증권
삼성, 신한, 비씨, 롯데, 국민, 하나, 우리, 현대
갤러리아, 현대백화점
쿠콘, 한국선불카드, 티몬, 코나아이, 구글페이먼트, 인터파크,
이베이코리아, 오케이인베스트먼트파트너스, 핀크, 카카오, 토스,
디셈버앤컴퍼니자산운용, 세틀뱅크, 티머니, 뱅크샐러드, SK플래닛,
롯데멤버스, DGB유페이,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NHN페이코,
블루월넛, 트래블월렛, 11번가, SSG닷컴, 쿠팡페이, 로카모빌리티,
배민, 롯데쇼핑
LG유플러스, KT, SKT, SK브로드밴드
우본, 주금공, 신용회복위원회

은행

우리, 국민, 기업, 신한, 하나, SC, 농협, 카카오, 케이뱅크, 광주, 전북,
대구, 수협, 부산, 경남, 산업, 씨티, 토스뱅크

저축은행

웰컴, 상상인, 안국, JT, 영진, 키움, 한화, 인천, 모아, 인성, 남양, 조은,
민국, 스카이, OK, 유안타, 대신, 키움예스, 더케이, CK, 유진, JT친애,
금화, 페퍼, 안양, 부림, 삼정, 세람, 예가람, ES, 오성, 고려, 바로, 대백,
NH, 오투, 청주, 한성, 우리금융, 대명, 삼호, 더블, 대한, 한국투자,
스타, MS, 유니온, 대원, 머스트삼일, 드림, 라온, 대아, 흥국, 국제,
우리, DH, SNT, IBK, 조흥, 진주, 솔브레인, 동원제일, 센트럴, 애큐온,
동양, 융창, 상상인플러스, 스마트, 평택상호, SBI, 참, 신한

상호금융

농협중앙회, 신협, 산림조합중앙회, 수협중앙회

생명보험

동양생명, 삼성생명, 신한라이프, 농협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KDB생명, IBK연금

손해보험

메리츠화재, DB손보, 삼성화재, 흥국화재, 캐롯손보, KB손보, 현대해상

금융투자

미래에셋증권, 하나금융투자, 대신증권, 신영증권, 메리츠증권,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키움증권, NH투자증권, 신한금투, 교보증권,
유진투자증권, IBK투자증권, 디에스투자증권, 우리종합금융, 토스증권

카드
백화점카드
할부금융

삼성, 신한, 롯데, 국민, 하나, 우리, 현대
현대백화점
IBK캐피탈, 현대커머셜, 미래에셋캐피탈, 현대캐피탈, BMW파이낸셜,
메르세데스벤츠파이낸셜, JB우리캐피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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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

이베이코리아, 토스, 디셈버앤컴퍼니자산운용, 뱅크샐러드,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NHN페이코, 11번가, SSG닷컴, 쿠팡페이

공공기관

장학재단

은행
저축은행

유진, 우리금융, SBI, 신한

상호금융

농협중앙회, 신협, 새마을금고

생명보험
손해보험

우리은행

115

금융투자
카드
백화점카드

전자금융
통신

KT엠모바일, LG유플러스, LG헬로비전, KT, SKT, SK텔링크, SK브로드밴드
주금공
우리, 국민, 기업, 신한, 하나, SC, 농협, 카카오, 케이뱅크, 광주, 전북,
대구, 수협, 부산, 경남, 산업, 씨티, 토스뱅크

저축은행

KB, 유진, 우리금융, SBI, 신한

상호금융

농협중앙회, 신협, 새마을금고

손해보험
금융투자
카드
백화점카드
할부금융

전자금융

통신
은행

99

현대백화점
쿠콘, 한국선불카드, 코나아이, 구글페이먼트, 인터파크,
이베이코리아, 핀크, 카카오, 토스, 디셈버앤컴퍼니자산운용, 티머니,
뱅크샐러드, SK플래닛, 롯데멤버스,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NHN페이코, 11번가, SSG닷컴, 쿠팡페이, 배민, 롯데쇼핑

생명보험

신한은행

삼성, 신한, 비씨, 롯데, 국민, 하나, 우리, 현대

IBK캐피탈, 현대캐피탈, 우리금융캐피탈

은행

99

동양생명, 메트라이프생명, 삼성생명, 신한라이프, 농협생명, 한화생명,
ABL, DGB, 교보생명, AIA, KDB생명, DB생명, 푸르덴셜생명, KB생명,
라이나생명, IBK연금, 교보라이프플래닛
메리츠화재, DB손보, 삼성화재, 한화손보, 캐롯손보, KB손보, 현대해상,
AXA손보, MG손보, 하나손보
미래에셋증권, 하나금융투자, 대신증권, 메리츠증권, 유안타증권,
현대차증권, KB증권,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키움증권, NH투자증권,
신한금투, 한국증권금융, 교보증권, 카카오페이증권, 유진투자증권,
SK증권, DB금융투자, 우리종합금융, 하이투자증권, 토스증권

할부금융

공공기관

국민은행

우리, 국민, 기업, 신한, 하나, SC, 농협, 카카오, 케이뱅크, 광주, 전북,
대구, 수협, 부산, 경남, 산업, 씨티, 토스뱅크

동양생명, 흥국생명, 삼성생명, 신한라이프, 농협생명, 한화생명,
DGB, 교보생명, AIA, KDB생명, 푸르덴셜생명, KB생명, 라이나생명,
IBK연금, 교보라이프플래닛
서울보증보험, 메리츠화재, DB손보, 삼성화재, 한화손보, 롯데손보,
KB손보, 현대해상
미래에셋증권, 하나금융투자, 대신증권, 메리츠증권, 유안타증권,
KB증권,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키움증권, NH투자증권, 신한금투,
SK증권, 우리종합금융, 토스증권
삼성, 신한, 비씨, 롯데, 국민, 하나, 우리, 현대
현대백화점
IBK캐피탈, 케이비캐피탈
구글페이먼트, 인터파크, 이베이코리아, 핀크, 카카오, 토스,
디셈버앤컴퍼니자산운용, 티머니, 뱅크샐러드, SK플래닛,
롯데멤버스,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NHN페이코, 11번가,
SSG닷컴, 배민, 롯데쇼핑
KT엠모바일, LG유플러스, LG헬로비전, KT, SKT, SK텔링크,
SK브로드밴드
우리, 국민, 기업, 신한, 하나, SC, 농협, 카카오, 케이뱅크, 광주,
전북, 대구, 수협, 부산, 경남, 제주, 씨티, 토스뱅크

저축은행

신한

상호금융

농협중앙회, 새마을금고

생명보험
손해보험
금융투자

동양생명, 메트라이프생명, 흥국생명, 삼성생명, 신한라이프,
농협생명, 한화생명, ABL, DGB, 교보생명, AIA, DB생명,
푸르덴셜생명, KB생명, 라이나생명, IBK연금, 교보라이프플래닛
메리츠화재, DB손보, 삼성화재, 한화손보, 흥국화재, 롯데손보,
농협손보, 캐롯손보, KB손보, 현대해상, MG손보, 하나손보
미래에셋증권, 하나금융투자, 메리츠증권, 유안타증권, KB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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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키움증권, NH투자증권, 신한금투,
교보증권, 카카오페이증권, IBK투자증권, 토스증권
카드
백화점카드
할부금융
전자금융
통신
공공기관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생명보험
손해보험

하나은행

94

금융투자
카드
백화점카드

우본
우리, 국민, 기업, 신한, 하나, SC, 농협, 카카오, 케이뱅크, 광주,
전북, 대구, 수협, 부산, 경남, 씨티, 토스뱅크
한화, 유안타, KB, NH, 하나, 우리금융, 한국투자, IBK, 스마트, SBI,
신한
농협중앙회, 신협, 새마을금고, 수협중앙회
동양생명, 흥국생명, 신한라이프, 농협생명, DGB, 교보생명, AIA,
KDB생명, DB생명, 푸르덴셜생명, 라이나생명, 교보라이프플래닛,
하나생명
메리츠화재, DB손보, 삼성화재, 한화손보, 흥국화재, 롯데손보,
농협손보, KB손보, 하나손보
미래에셋증권, 하나금융투자, 대신증권,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키움증권, NH투자증권, 신한금투, 카카오페이증권, 토스증권
삼성, 신한, 비씨, 국민, 하나, 우리, 현대
현대백화점
코나아이, 이베이코리아, 핀크, 토스, 티머니, 뱅크샐러드, SK플래닛,
롯데멤버스,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NHN페이코, SSG닷컴,
배민
LG유플러스, KT, SKT, SK브로드밴드
우본
우리, 국민, 기업, 신한, 하나, SC, 농협, 카카오, 케이뱅크, 대구, 수협,
부산, 산업, 씨티, 토스뱅크

저축은행

KB, 페퍼, NH

상호금융

농협중앙회, 신협

생명보험

동양생명, 신한라이프, 농협생명, 한화생명, AIA, KB생명

손해보험

DB손보, 삼성화재, 한화손보, 롯데손보, 농협손보, KB손보, 현대해상

금융투자

미래에셋증권, 하나금융투자, 메리츠증권, 유안타증권, KB증권,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키움증권, NH투자증권, 신한금투, SK증권,
토스증권

카드

삼성, 신한, 비씨, 롯데, 국민, 하나, 우리, 현대

할부금융

NH농협캐피탈, 현대캐피탈, BMW파이낸셜

전자금융

카카오, 티머니, SK플래닛, 롯데멤버스,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NHN페이코, SSG닷컴, 쿠팡페이

통신
공공기관
은행

48

LG유플러스, KT, SKT, SK브로드밴드

전자금융

은행

광주은행

IBK캐피탈, 케이비캐피탈, NH농협캐피탈, 현대캐피탈,
우리금융캐피탈, 하나캐피탈
코나아이, 인터파크, 카카오, 토스, 티머니, SK플래닛, 롯데멤버스,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NHN페이코, 11번가, SSG닷컴,
쿠팡페이, 배민

IBK캐피탈, 케이비캐피탈, NH농협캐피탈, 하나캐피탈

공공기관

70

갤러리아, 현대백화점

할부금융

통신

농협은행

삼성, 신한, 비씨, 롯데, 국민, 하나, 우리, 현대

LG유플러스, KT, SKT, SK브로드밴드
장학재단
우리, 국민, 기업, 신한, 농협, 카카오, 케이뱅크, 광주, 전북, 대구,
부산, 경남, 씨티, 토스뱅크

상호금융

농협중앙회, 신협, 새마을금고, 수협중앙회

생명보험

동양생명, 삼성생명, ABL, 푸르덴셜생명

손해보험

메리츠화재, 삼성화재, MG손보

금융투자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키움증권, NH투자증권,

- 12 -

카카오페이증권, 토스증권
카드

전북은행

20

할부금융

IBK캐피탈, JB우리캐피탈

전자금융

카카오, 토스,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NHN페이코, SSG닷컴,
배민

통신

LG유플러스, KT, SKT

은행

우리, 국민, 신한, 하나, 카카오, 케이뱅크, 광주, 전북, 대구, 씨티,
토스뱅크

금융투자
카드
할부금융
은행

SC제일은행

18

키움증권, NH투자증권, 카카오페이증권
신한, 롯데, 국민, 하나, 우리
JB우리캐피탈
우리, 국민, 기업, 신한, 하나, SC, 농협

상호금융

농협중앙회

손해보험

농협손보

금융투자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NH투자증권, 신한금투

카드

삼성, 롯데, 우리, 현대

은행

우리, 국민, 기업, 신한, 하나, SC, 농협, 카카오, 케이뱅크, 광주,
전북, 대구, 수협, 부산, 경남, 제주, 산업, 씨티, 토스뱅크,
중국공상은행, 홍콩상하이은행

저축은행

웰컴, 푸른, 상상인, 모아, OK, 유안타, 대신, KB, 더케이, 유진,
JT친애, 페퍼, 세람, DB, 예가람, OSB, 고려, 바로, NH, 하나,
우리금융, 한국투자, MS, 머스트삼일, IBK, 애큐온, 동양,
상상인플러스, 스마트, SBI, 참, 신한, BNK

상호금융

농협중앙회, 신협, 산림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 수협중앙회

생명보험

손해보험

금융투자

BC카드

삼성, 신한, 국민, 현대

197
카드
백화점카드

할부금융

전자금융

통신

공공기관

미래에셋, 동양생명, 메트라이프생명, 흥국생명, 삼성생명,
신한라이프, 농협생명, 한화생명, ABL, 푸본현대생명, 교보생명, AIA,
KDB생명, DB생명, 푸르덴셜생명, KB생명, BNP생명, 라이나생명,
IBK연금, 교보라이프플래닛
서울보증보험, 메리츠화재, DB손보, 삼성화재, 한화손보, 흥국화재,
롯데손보, 농협손보, 캐롯손보, KB손보, 현대해상, AXA손보,
MG손보, AIG, 하나손보, 에이스아메리칸
미래에셋증권, 하나금융투자, 대신증권, 신영증권, 한화투자증권,
메리츠증권, 유안타증권, 현대차증권, KB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키움증권, NH투자증권, 신한금투,
한국증권금융, 교보증권, 카카오페이증권, 유진투자증권, SK증권,
DB금융투자, IBK투자증권, KTB투자증권, 삼성자산운용,
우리종합금융, 한국포스증권, 하이투자증권, 토스증권
삼성, 신한, 비씨, 롯데, 국민, 하나, 우리, 현대
갤러리아
IBK캐피탈, 케이비캐피탈, NH농협캐피탈, 미래에셋캐피탈,
현대캐피탈, BMW파이낸셜, 메르세데스벤츠파이낸셜, RCI파이낸셜,
메리츠캐피탈, 케이카캐피탈, JB우리캐피탈, 하나캐피탈, BNK캐피탈,
롯데캐피탈
쿠콘, KG모빌리언스, 한국선불카드, 티몬, 코나아이, 구글페이먼트,
인터파크, 이베이코리아, 오케이인베스트먼트파트너스, 핀크,
카카오, 토스, 디셈버앤컴퍼니자산운용, 세틀뱅크, 티머니,
뱅크샐러드, SK플래닛, 롯데멤버스, DGB유페이,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NHN페이코, 트래블월렛, 11번가, SSG닷컴, 쿠팡페이,
로카모빌리티, 배민, 롯데쇼핑, 위메프
미디어로그, KT엠모바일, 프리텔레콤, LG유플러스, LG헬로비전,
KT스카이라이프, 딜라이브, 에넥스텔레콤, 한국케이블텔레콤,
큰사람커넥트, KT, SKT, SK텔링크, 머천드코리아, 아이즈비전,
SK브로드밴드, 세종텔레콤
우본, 주금공, 장학재단, 신용회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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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저축은행

OK, 하나, 우리, SBI, 신한

상호금융

농협중앙회, 새마을금고

생명보험
손해보험

하나카드

102
금융투자

카드

전자금융

핀크

은행

우본
우리, 국민, 기업, 신한, 하나, SC, 농협, 케이뱅크, 광주, 전북, 대구,
수협, 부산, 경남, 산업, 씨티, 토스뱅크
웰컴, 하나, 우리금융, SBI

상호금융

농협중앙회, 신협, 새마을금고

손해보험

금융투자

카드
할부금융
전자금융
통신
공공기관
은행

동양생명, 흥국생명, 삼성생명, 신한라이프, 농협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KDB생명, DB생명, 라이나생명
메리츠화재, DB손보, 삼성화재, 한화손보, 흥국화재, 롯데손보,
농협손보, 캐롯손보, KB손보, 현대해상
미래에셋증권, 하나금융투자, 대신증권, 신영증권, 한화투자증권,
메리츠증권, 유안타증권, 현대차증권, KB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키움증권, NH투자증권, 신한금투,
카카오페이증권, 유진투자증권, SK증권, KTB투자증권, 우리종합금융,
토스증권
삼성, 신한, 비씨, 롯데, 국민, 하나, 우리, 현대
IBK캐피탈, 케이비캐피탈, 현대커머셜, 현대캐피탈, 우리금융캐피탈,
하나캐피탈
이베이코리아, 카카오, 토스, 티머니, SK플래닛,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NHN페이코, SSG닷컴, 쿠팡페이, 배민
LG유플러스, LG헬로비전, KT, SKT, SK브로드밴드
우본
우리, 국민, 기업, 신한, 하나, SC, 농협, 카카오, 케이뱅크, 광주,
전북, 대구, 수협, 부산, 경남, 산업, 씨티, 토스뱅크

저축은행

하나, SBI, 신한

상호금융

농협중앙회, 신협, 새마을금고

생명보험

92

LG유플러스, KT, SKT, SK브로드밴드

저축은행

생명보험

신한카드

삼성, 신한, 비씨, 롯데, 국민, 하나, 우리, 현대
IBK캐피탈, 케이비캐피탈, NH농협캐피탈, 현대커머셜,
미래에셋캐피탈, 현대캐피탈, BMW파이낸셜, 하나캐피탈

공공기관

96

동양생명, 삼성생명, 신한라이프, 농협생명, 한화생명, 푸본현대생명,
교보생명, KDB생명, DB생명, 푸르덴셜생명, KB생명, 라이나생명,
IBK연금, 하나생명
메리츠화재, DB손보, 삼성화재, 한화손보, 롯데손보, 농협손보,
KB손보, 현대해상, AXA손보, 하나손보
미래에셋증권, 하나금융투자, 신영증권, 메리츠증권, 유안타증권,
현대차증권, KB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키움증권, NH투자증권, 신한금투, 교보증권, 상상인증권, 한양증권,
카카오페이증권, 유진투자증권, SK증권, 삼성선물, 유진투자선물,
IBK투자증권, 디에스투자증권, 한화자산운용, KTB투자증권,
BNK투자증권, 부국증권, 삼성자산운용, 우리종합금융, 유화증권,
케이프투자증권, 토스증권

할부금융

통신

우리카드

우리, 국민, 기업, 신한, 하나, SC, 농협, 카카오, 케이뱅크, 광주,
전북, 대구, 수협, 경남, 산업, 씨티, 토스뱅크

손해보험

금융투자

카드

동양생명, 흥국생명, 삼성생명, 신한라이프, 농협생명, 교보생명,
AIA, KDB생명, 푸르덴셜생명, 라이나생명
서울보증보험, 메리츠화재, DB손보, 삼성화재, 흥국화재, 롯데손보,
농협손보, 캐롯손보, KB손보
미래에셋증권, 하나금융투자, 대신증권, 메리츠증권, 유안타증권,
KB증권,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키움증권, NH투자증권, 신한금투,
교보증권, 카카오페이증권, 유진투자증권, SK증권, 하이투자증권,
토스증권
삼성, 신한, 비씨, 롯데, 국민, 하나, 우리, 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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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카드
할부금융

IBK캐피탈, NH농협캐피탈, 현대캐피탈

전자금융

구글페이먼트, 인터파크, 이베이코리아, 핀크, 카카오, 토스, 티머니,
SK플래닛, 롯데멤버스,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NHN페이코,
11번가, SSG닷컴, 쿠팡페이

통신
공공기관
은행

국민카드

86

우본
우리, 국민, 기업, 신한, 하나, 농협, 카카오, 케이뱅크, 광주, 수협,
부산, 경남, 제주, 산업, 씨티, 토스뱅크
KB

상호금융

농협중앙회, 신협, 새마을금고

생명보험

동양생명, 흥국생명, 삼성생명, 신한라이프, 농협생명, 교보생명,
AIA, KDB생명, 푸르덴셜생명, 라이나생명

손해보험

서울보증보험, 메리츠화재, 삼성화재, KB손보, 현대해상

금융투자

미래에셋증권, 하나금융투자, 대신증권, 유안타증권, KB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키움증권, NH투자증권,
신한금투, 카카오페이증권, 유진투자증권, SK증권, DB금융투자,
IBK투자증권, 하이투자증권, 토스증권
삼성, 신한, 비씨, 국민, 하나, 현대

할부금융

케이비캐피탈, 현대캐피탈

전자금융

쿠콘, 코나아이, 구글페이먼트, 인터파크, 이베이코리아, 핀크,
카카오, 토스, 티머니, 뱅크샐러드, SK플래닛, 롯데멤버스,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NHN페이코, 11번가, SSG닷컴,
쿠팡페이, 배민, 롯데쇼핑

통신
공공기관
은행

LG유플러스, KT, SKT, SK브로드밴드
우본
우리, 국민, 기업, 신한, 하나, SC, 농협, 카카오, 케이뱅크, 부산,
토스뱅크

저축은행

웰컴

상호금융

농협중앙회, 신협, 새마을금고

생명보험

흥국생명, 삼성생명, 푸본현대생명, 교보생명, AIA

손해보험

메리츠화재, DB손보, 삼성화재, 흥국화재, 농협손보, KB손보

금융투자

미래에셋증권, 하나금융투자, 신영증권, 유안타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키움증권, NH투자증권,
신한금투, 카카오페이증권, 토스증권

52
카드

삼성, 신한, 비씨, 롯데, 국민, 하나, 현대

할부금융

현대캐피탈

전자금융

토스,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NHN페이코, 쿠팡페이

공공기관

우본

은행
저축은행

미래에셋증권

LG유플러스, KT, SKT, SK브로드밴드

저축은행

카드

현대카드

현대백화점

우리, 국민, 기업, 신한, 하나, SC, 농협, 카카오, 케이뱅크, 광주,
전북, 대구, 수협, 부산, 경남, 제주, 산업, 씨티, 토스뱅크
웰컴, 푸른, JT, 키움, 모아, 인성, 스카이, OK, 유안타, 대신, KB,
키움예스, JT친애, 금화, 페퍼, 세람, DB, NH, 하나, 우리금융,
한국투자, IBK, 애큐온, 상상인플러스, SBI, 신한, BNK

상호금융

농협중앙회, 신협, 산림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 수협중앙회

생명보험

미래에셋, 동양생명, 흥국생명, 삼성생명, 신한라이프, 농협생명,
한화생명, ABL, DGB, 푸본현대생명, 교보생명, AIA, KDB생명,
DB생명, 처브라이프생명, 푸르덴셜생명, KB생명, BNP생명,
라이나생명, IBK연금, 교보라이프플래닛, 하나생명

손해보험

서울보증보험, 메리츠화재, DB손보, 삼성화재, 한화손보, 흥국화재,
롯데손보, 농협손보, 캐롯손보, KB손보, 현대해상, AXA손보,
MG손보, AIG, 하나손보, BNP손보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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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

카드
백화점카드
할부금융

전자금융

통신
공공기관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생명보험
손해보험

키움증권

131

금융투자

카드
백화점카드
할부금융

전자금융

공공기관
은행

하나금융투자

130

하나금융투자, 대신증권, 신영증권, 한화투자증권, 메리츠증권,
유안타증권, 현대차증권, KB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키움증권, NH투자증권, 신한금투, 한국증권금융,
교보증권, 상상인증권, 한양증권, 카카오페이증권, 유진투자증권,
SK증권, DB금융투자, 삼성선물, 유진투자선물, IBK투자증권,
한화자산운용, 메리츠자산운용, KTB투자증권, BNK투자증권,
부국증권, 삼성자산운용, 엔에이치선물, 우리종합금융,
한국포스증권, 하이투자증권, 케이프투자증권, 토스증권
삼성, 신한, 비씨, 롯데, 국민, 하나, 우리, 현대
갤러리아, 현대백화점
케이비캐피탈, NH농협캐피탈, 미래에셋캐피탈, 현대캐피탈,
BMW파이낸셜, JB우리캐피탈
쿠콘, 티몬, 구글페이먼트, 인터파크, 이베이코리아, 핀크, 카카오,
토스, 디셈버앤컴퍼니자산운용, 티머니, 뱅크샐러드, SK플래닛,
롯데멤버스,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NHN페이코, 11번가,
SSG닷컴, 쿠팡페이, 배민, 롯데쇼핑
미디어로그, KT엠모바일, LG유플러스, LG헬로비전, KT, SKT,
SK텔링크, SK브로드밴드
우본, 주금공, 장학재단
우리, 국민, 기업, 신한, 하나, SC, 농협, 카카오, 케이뱅크, 광주,
전북, 대구, 수협, 부산, 경남, 씨티, 토스뱅크
웰컴, 푸른, 상상인, JT, 키움, OK, 대신, KB, 키움예스, 유진, JT친애,
페퍼, DB, NH, 하나, 우리금융, 한국투자, IBK, 애큐온,
상상인플러스, SBI, 신한, BNK
농협중앙회, 신협, 새마을금고, 수협중앙회
미래에셋, 동양생명, 메트라이프생명, 흥국생명, 삼성생명,
신한라이프, 농협생명, 한화생명, ABL, DGB, 푸본현대생명,
교보생명, AIA, KDB생명, 라이나생명, IBK연금, 교보라이프플래닛
서울보증보험, 메리츠화재, DB손보, 삼성화재, 한화손보, 흥국화재,
롯데손보, 농협손보, 캐롯손보, KB손보, 현대해상
미래에셋증권, 하나금융투자, 대신증권, 신영증권, 메리츠증권,
유안타증권, 현대차증권, KB증권,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키움증권,
NH투자증권, 한국증권금융, 교보증권, 카카오페이증권,
유진투자증권, SK증권, KTB투자증권, 한국포스증권, 하이투자증권,
토스증권
삼성, 신한, 비씨, 롯데, 국민, 하나, 우리, 현대
갤러리아, 현대백화점
IBK캐피탈, NH농협캐피탈, 현대커머셜, 미래에셋캐피탈,
현대캐피탈, JB우리캐피탈, 하나캐피탈
코나아이, 구글페이먼트, 인터파크, 이베이코리아, 핀크, 카카오,
토스, 티머니, 뱅크샐러드, SK플래닛, 롯데멤버스,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NHN페이코, 11번가, SSG닷컴, 쿠팡페이, 배민,
롯데쇼핑
우본, 주금공
우리, 국민, 기업, 신한, 하나, SC, 농협, 카카오, 케이뱅크, 광주,
전북, 대구, 수협, 부산, 경남, 산업, 씨티, 토스뱅크

저축은행

웰컴, 푸른, OK, 대신, KB, JT친애, 페퍼, NH, 하나, SBI, 신한, BNK

상호금융

농협중앙회, 신협, 새마을금고, 수협중앙회

생명보험

손해보험
금융투자

미래에셋, 동양생명, 메트라이프생명, 흥국생명, 삼성생명,
신한라이프, 농협생명, 한화생명, ABL, 푸본현대생명, 교보생명, AIA,
KDB생명, 푸르덴셜생명, KB생명, 라이나생명, IBK연금,
교보라이프플래닛, 하나생명
서울보증보험, 메리츠화재, DB손보, 삼성화재, 한화손보, 흥국화재,
롯데손보, 농협손보, 캐롯손보, KB손보, 현대해상, 하나손보
미래에셋증권, 하나금융투자, 대신증권, 신영증권, 메리츠증권,
유안타증권, 현대차증권, 케이비증권,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키움증권, NH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교보증권, 카카오페이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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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투자증권, 에스케이증권, 디비금융투자, 삼성선물, IBK투자증권,
케이티비투자증권, 유화증권, 하이투자증권, 토스증권
카드
백화점카드
할부금융
전자금융
통신
공공기관
은행

NH투자증권

45

LG유플러스, LG헬로비전, KT, SKT, SK브로드밴드
우본, 주금공, 장학재단
우리, 국민, 신한, 하나, 농협, 케이뱅크, 경남, 토스뱅크

생명보험

미래에셋, 메트라이프생명, 삼성생명, 농협생명, 교보생명

손해보험

메리츠화재, 삼성화재, 농협손보, KB손보

금융투자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키움증권, NH투자증권,
신한금투, 한국증권금융, 카카오페이증권, 엔에이치선물, 토스증권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생명보험
손해보험

58
금융투자
카드
전자금융
통신
공공기관
은행

92

IBK캐피탈, 케이비캐피탈, 현대커머셜, 미래에셋캐피탈, 현대캐피탈,
에이캐피탈, 메르세데스벤츠파이낸셜, 하나캐피탈
코나아이, 인터파크, 이베이코리아, 핀크, 카카오, 비바리퍼블리카,
티머니, SK플래닛, 롯데멤버스,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NHN페이코, 11번가, SSG닷컴, 쿠팡페이, 우아한형제들

농협중앙회

전자금융

농협중앙회

현대백화점

상호금융

카드

웰컴저축은행

삼성, 신한, 비씨, 롯데, 국민, 하나, 우리, 현대

삼성, 신한, 롯데, 국민, 현대
코나아이, 인터파크, 이베이코리아, 카카오, 토스, 티머니, SK플래닛,
롯데멤버스, 네이버파이낸셜, NHN페이코, 쿠팡페이, 배민
우리, 국민, 기업, 신한, 하나, SC, 농협, 카카오, 케이뱅크, 대구,
토스뱅크
웰컴, OK, 애큐온, SBI
농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메트라이프생명, 흥국생명, 삼성생명, 교보생명, DB생명
메리츠화재, DB손보, 삼성화재, 롯데손보, KB손보, 현대해상,
MG손보
미래에셋증권, 케이비증권,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키움증권,
NH투자증권, 카카오페이증권, 토스증권
삼성, 비씨, 롯데, 국민, 우리, 현대
인터파크, 카카오, 비바리퍼블리카,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NHN페이코, 11번가, SSG닷컴, 쿠팡페이
LG유플러스, 코드모바일, KT, SKT, SK브로드밴드
우본
우리, 국민, 기업, 신한, 하나, SC, 농협, 케이뱅크, 대구, 수협, 부산,
경남, 산업, 씨티, 토스뱅크

저축은행

상상인, OK, JT친애, SBI, BNK

상호금융

신협, 새마을금고

생명보험

동양생명, 흥국생명, 삼성생명, 농협생명, 한화생명, 푸본현대생명,
교보생명, AIA, 푸르덴셜생명, KB생명, 라이나생명, 하나생명

손해보험

메리츠화재, DB손보, 삼성화재, 농협손보, KB손보

금융투자

미래에셋증권, 하나금융투자, 대신증권, 메리츠증권, 유안타증권,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키움증권, NH투자증권, 카카오페이증권,
유진투자증권, SK증권, KTB투자증권, 토스증권

카드
백화점카드
할부금융

전자금융

통신
공공기관

삼성, 신한, 비씨, 국민, 하나, 현대
갤러리아, 현대백화점
현대커머셜, 현대캐피탈
코나아이, 구글페이먼트, 인터파크, 이베이코리아, 핀크, 카카오,
토스, 티머니, SK플래닛, 롯데멤버스,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NHN페이코, 블루월넛, 11번가, SSG닷컴, 쿠팡페이, 배민, 롯데쇼핑,
위메프
미디어로그, 남인천방송, KT엠모바일, LG유플러스, KT스카이라이프,
KT, SKT, SK브로드밴드
주금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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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나이스평가정보

45

생명보험

흥국, 삼성, 교보, 푸르덴셜, 라이나

손해보험

메리츠화재, DB손보, 삼성화재, 롯데, KB, 현대해상

금융투자
카드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생명보험

핀크

183
손해보험

금융투자

카드
백화점카드
인수채권
공공기관
은행
상호금융

생명보험

핀다

123

우리, 국민, 기업, 신한, 하나, SC, 농협, 카카오, 케이뱅크, 전북,
산업, 씨티, 토스뱅크

손해보험
카드

할부금융

미래에셋증권, 대신증권, KB증권, 한투증권, 삼성증권, 키움증권,
NH투자증권, 신한금투, 카카오페이증권, 하이투자증권, 토스증권
삼성, 신한, 비씨, 롯데, 우리, KB, 농협, 하나, 현대, 카카오
우리, 국민, 기업, 신한, 하나, SC, 농협, 카카오, 케이뱅크, 광주,
전북, 대구, 수협, 부산, 경남, 제주, 산업, 씨티, 수출입, 토스뱅크,
중국, 인도네시아느가라은행, 중국공상은행, 홍콩상하이은행
푸른, 상상인, 안국, JT, 영진, 키움, 한화, 인천, 모아, 인성, 남양,
조은, 민국, 스카이, OK, 유안타, 대신, KB, 키움예스, 더케이, CK,
유진, JT친애, 금화, 페퍼, 안양, 부림, 삼정, 세람, DB, 예가람, OSB,
ES, 오성, 고려, 바로, 대백, NH, 하나, 오투, 청주, 한성, 우리금융,
대명, 삼호, 더블, 대한, 한국투자, 스타, MS, 유니온, 대원,
머스트삼일, 드림, 라온, 대아, 흥국, 국제, 우리, DH, SNT, IBK,
조흥, 진주, 솔브레인, 동원제일, 센트럴, 애큐온, 동양, 융창,
상상인플러스, 스마트, 평택상호, SBI, 참, 신한, BNK
농협중앙회, 신협, 산림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 수협중앙회
동양생명, 메트라이프생명, 흥국생명, 삼성생명, 신한라이프,
농협생명, 한화생명, ABL, 푸본현대생명, 교보생명, AIA, KDB생명,
처브라이프생명, 푸르덴셜생명, 라이나생명, IBK연금,
교보라이프플래닛, 하나생명
메리츠화재, DB손보, 삼성화재, 한화손보, 흥국화재, 롯데손보,
농협손보, 캐롯손보, KB손보, 현대해상, MG손보, AIG, 하나손보
미래에셋증권, 하나금융투자, 대신증권, 신영증권, 한화투자증권,
메리츠증권, 유안타증권, 현대차증권, KB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키움증권, NH투자증권, 신한금투,
교보증권, 카카오페이증권, 유진투자증권, SK증권, DB금융투자,
삼성선물, IBK투자증권, KTB투자증권, BNK투자증권, 삼성자산운용,
우리종합금융, 한국포스증권, 하이투자증권, 토스증권
삼성, 신한, 비씨, 롯데, 국민, 하나, 우리, 현대
갤러리아, 현대백화점
국민행복기금
우본, 주금공, 장학재단,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우리, 국민, 기업, 신한, 하나, SC, 농협, 카카오, 케이뱅크, 광주,
전북, 대구, 수협, 부산, 경남, 제주, 산업, 씨티, 수출입, 토스뱅크,
중국, 인도네시아느가라은행, 중국공상은행, 홍콩상하이은행
농협중앙회, 신협, 산림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 수협중앙회
미래에셋, 동양생명, 메트라이프생명, 흥국생명, 삼성생명,
신한라이프, 농협생명, 한화생명, ABL, DGB, 푸본현대생명,
교보생명, AIA, KDB생명, DB생명, 처브라이프생명, 푸르덴셜생명,
KB생명, BNP생명, 라이나생명, IBK연금, 교보라이프플래닛,
하나생명
메리츠화재, DB손보, 삼성화재, 한화손보, 흥국화재, 롯데손보,
농협손보, 캐롯손보, KB손보, 현대해상, AXA손보, MG손보, AIG,
하나손보, BNP손보
삼성, 신한, 비씨, 롯데, 국민, 하나, 우리, 현대
IBK캐피탈, 케이비캐피탈, NH농협캐피탈, 현대커머셜,
미래에셋캐피탈, 현대캐피탈, 스타파이낸셜서비시스,
씨앤에이치캐피탈, 롯데오토리스, 웰릭스캐피탈, 에이캐피탈,
산은캐피탈, 디비캐피탈, BMW파이낸셜, 에코캐피탈, 애큐온캐피탈,
ES파이낸셜, DGB캐피탈, 메르세데스벤츠파이낸셜, 오릭스캐피탈,
오케이캐피탈, RCI파이낸셜, 무림캐피탈, 한국투자캐피탈,
메리츠캐피탈, 엠캐피탈, 신한캐피탈, 우리금융캐피탈, 한국캐피탈,
케이카캐피탈, JB우리캐피탈, SY오토캐피탈, 키움캐피탈,
하나캐피탈, 토요타파이낸셜, 도이치파이낸셜, BNK캐피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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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채권
공공기관
은행
저축은행

JT, OK, 페퍼, NH, 한국투자, SBI, 신한, BNK

상호금융

농협중앙회, 신협, 새마을금고, 수협중앙회

생명보험
손해보험

쿠콘

91
금융투자

카드

전자금융

쿠콘, 이베이코리아, 토스,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NHN페이코, 쿠팡페이

은행

우리, 국민, 기업, 신한, 하나, SC, 농협, 카카오, 케이뱅크, 광주,
전북, 대구, 수협, 부산, 경남, 제주, 산업, 씨티, 토스뱅크

상호금융

농협중앙회, 신협, 새마을금고, 수협중앙회

84
금융투자

카드
백화점카드

동양생명, 메트라이프생명, 흥국생명, 삼성생명, 신한라이프,
농협생명, 한화생명, ABL, 푸본현대생명, 교보생명, AIA, KDB생명,
DB생명, 푸르덴셜생명, KB생명, 라이나생명, IBK연금, 하나생명
메리츠화재, DB손보, 삼성화재, 한화손보, 흥국화재, 롯데손보,
농협손보, KB손보, AXA손보, MG손보, 처브손보
미래에셋증권, 하나금융투자, 대신증권, 한화투자증권, KB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키움증권, NH투자증권,
신한금투, 카카오페이증권, 유진투자증권, SK증권, DB금융투자,
토스증권
삼성, 신한, 비씨, 롯데, 국민, 하나, 우리, 현대
갤러리아, 현대백화점

전자금융

토스, 카카오페이, NHN페이코

공공기관

우본, 주금공

은행

우리, 국민, 기업, 신한, 하나, SC, 농협, 카카오, 케이뱅크, 광주,
전북, 대구, 수협, 부산, 경남, 제주, 산업, 씨티, 토스뱅크

저축은행

상상인, JT, OK, 유안타, 페퍼, DB, 예가람, 하나, 애큐온, SBI, 신한

상호금융

신협, 새마을금고

금융투자

미래에셋증권, 하나금융투자, 대신증권, 신영증권, 한화투자증권,
메리츠증권, 유안타증권, 현대차증권, KB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키움증권, NH투자증권, 신한금투,
교보증권, 카카오페이증권, 유진투자증권, SK증권, DB금융투자,
IBK투자증권, KTB투자증권, 한국포스증권, 하이투자증권, 토스증권

카드
백화점카드
공공기관

62

우본

SBI

손해보험

토스

LG유플러스, KT, SKT

저축은행

생명보험

71

삼성, 신한, 롯데, 국민, 하나, 우리, 현대
현대캐피탈, BNK캐피탈

공공기관

네이버파이낸셜

동양생명, 흥국생명, 삼성생명, 신한라이프, 한화생명, DGB,
푸본현대생명, 교보생명, AIA, KDB생명, 푸르덴셜생명, 라이나생명,
IBK연금, 교보라이프플래닛
메리츠화재, DB손보, 삼성화재, 흥국화재, 농협손보, 캐롯손보,
KB손보, AXA손보, MG손보
미래에셋증권, 하나금융투자, 대신증권, 신영증권, 한화투자증권,
메리츠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키움증권,
NH투자증권, 신한금투, 교보증권, 카카오페이증권, IBK투자증권,
KTB투자증권, BNK투자증권, 토스증권

할부금융

통신

뱅크샐러드

롯데캐피탈, 볼보파이낸셜, 폭스바겐파이낸셜, 메이슨캐피탈
국민행복기금
우본, 주금공, 장학재단,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우리, 국민, 기업, 신한, 하나, SC, 농협, 카카오, 케이뱅크, 광주,
전북, 대구, 수협, 부산, 경남, 산업, 씨티, 토스뱅크

은행

삼성, 신한, 비씨, 롯데, 국민, 하나, 우리, 현대
갤러리아, 현대백화점
우본, 주금공, 장학재단, 서민금융진흥원
우리, 국민, 기업, 신한, 하나, SC, 농협, 카카오, 케이뱅크, 광주,
전북, 대구, 수협, 부산, 경남, 제주, 산업, 씨티, 수출입, 토스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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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

카드
전자금융
통신
공공기관
은행

카카오페이

55

삼성화재, MG손보, 하나손보

금융투자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키움증권, 신한금투,
카카오페이증권
삼성, 신한, 비씨, 국민, 하나, 우리, 현대
현대백화점

할부금융

BMW파이낸셜

전자금융

토스, 카카오페이
LG유플러스, LG헬로비전, KT, SKT, SK텔링크
우본
우리, 국민, 기업, 신한, 하나, SC, 농협, 카카오, 케이뱅크, 대구,
산업, 씨티, 토스뱅크

상호금융

농협중앙회, 새마을금고

생명보험

삼성생명, 신한라이프, 푸르덴셜생명, 라이나생명, 교보라이프플래닛

손해보험

DB손보, 삼성화재, 롯데손보, 현대해상

금융투자

미래에셋증권, 대신증권,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키움증권,
NH투자증권, 신한금투, 카카오페이증권, SK증권, 토스증권

카드
전자금융
은행
저축은행
생명보험
손해보험
공공기관
은행

22

우리, 국민, 기업, 신한, 하나, SC, 농협, 카카오, 케이뱅크, 광주,
전북, 대구, 수협, 부산, 경남, 제주, 산업, 씨티, 토스뱅크

손해보험

은행

SK플래닛

우본, 주금공, 장학재단, 서민금융진흥원

삼성생명, 농협생명, 교보생명, 푸르덴셜생명, KB생명, 라이나생명,
IBK연금

공공기관

27

LG유플러스, KT, SKT

생명보험

통신

민앤지

이베이코리아, SK플래닛, 롯데멤버스,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NHN페이코, 쿠팡페이

하나, SBI, 신한

백화점카드

50

삼성, 신한, 비씨, 롯데, 국민, 하나, 우리, 현대

저축은행

카드

NHN페이코

미래에셋증권, 하나금융투자, 대신증권, 한화투자증권, 메리츠증권,
유안타증권, KB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키움증권, NH투자증권, 신한금투, 교보증권, 유진투자증권, SK증권,
DB금융투자, 하이투자증권, 케이프투자증권, 토스증권

상호금융
카드

삼성, 신한, 롯데, 국민, 하나, 현대
코나아이, 이베이코리아, 핀크, 토스, SK플래닛, 롯데멤버스,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SSG닷컴, 쿠팡페이
우리, 국민, 신한, 하나, SC, 카카오
웰컴
동양생명, 흥국생명, 삼성생명, 신한라이프, 농협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푸르덴셜생명, KB생명
메리츠화재, DB손보, 삼성화재, 한화손보, 흥국화재, 롯데손보,
KB손보, 현대해상, AXA손보, MG손보
우본
우리, 기업, 신한, 하나, SC, 농협, 케이뱅크, 수협, 부산, 산업, 씨티,
토스뱅크
농협중앙회, 신협, 수협중앙회
삼성, 신한, 롯데, 국민, 하나, 우리, 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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