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금융주소 한번에 서비스 안내문 ■ 

 

□  제도 개요 

 ◦  금융주소 한번에 서비스는 금융소비자가 주소를 변경하기 위해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하거나 

연락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드리고자, 금융회사간 협조하여 거래 금융회사 한 곳에서 주소 변경을 

신청하면 선택한 다른 금융회사에 송부하여 일괄적으로 변경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대상회사 및 변경범위 

 ◦  대상회사 : 전 금융권(은행, 증권, 생명보험, 손해보험, 저축은행, 카드, 할부금융, 리스, 종합금융,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우체국)에 등록된 주소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 다만 변경이 불가능한 일부 금융회사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 경우 별도로 해당 금융회사에 직접 

변경하셔야 합니다. (금융감독원 및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 또는 금융회사 영업점에서 변경 가능회

사  확인 가능) 

 

 ◦  변경범위 : 주소 변경을 신청하신 금융회사에 신청인이 계약자인 모든 금융계약(명칭여하를 

불문하고 각종 예금, 보험계약, 예탁증권, 공제, 대출, 카드사 할부금융 등)에 변경된 

주소가 적용됩니다. 단, 거래가 종료된 계약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서비스 절차 

․거래 금융회사 영업점(고객센터) 또는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주소 일괄변경 신청 

 
 
  * 접수처 : 은행(수출입은행, 외은지점제외), 증권사, 저축은행, 카드사,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종합금융사 

  (신청인 ⇒ 접수금융회사) 

   

․접수 금융회사가 신청인이 선택한 처리 금융회사에 주소변경 신청   (접수 금융회사 ⇒처리금융회사) 

   

․각 처리 금융회사에서 주소 변경 처리 후 신청인에게 문자메시지 통지   (처리 금융회사 ⇒ 신청인) 

   

 



□  유의 사항 

 ◦ 본인만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미성년인 경우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처리 금융회사에 금융거래가 있는 지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금융거래가 없는 경우 

별도로 통지하지 않습니다. 하루에 여러건 신청시 최종 신청하신 건만 처리될 수 있습니다. 

 ◦ 대출, 할부금융을 포함한 신청인이 계약자인 모든 금융계약에 변경된 주소가 적용되며, 은행에 

주소 변경 요청시 은행계 카드의 주소도 변경(우리, 하나, 신한, KB국민 제외)되니 일부 계약

의 주소변경을 원하지 않을 경우는 개별 금융회사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ㅇ 주소 변경을 신청하신 카드가 BC카드인 경우 다른 BC카드에도 주소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예: IBK 기업은행 BC카드 주소 변경시 대구은행 BC카드 주소도 변경 가능) 

 ◦ 처리 금융회사는 7일 이내에 변경결과를 통지하여 드리나 별도의 확인 절차가 필요한 경우 추가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동 금융거래 수반 주소 일괄변경 서비스는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부수적으로 제공하여 드리는 서

비스로 극히 드문 일이나 간혹 주소 변경 완료 통지가 누락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변

경 통지를 받지 못하셨을 경우 해당 처리금융회사에 직접 연락하여 주소가 변경되었는지 확

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