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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체험기 | 계좌 이동 서비스

“자동이체 통장 정리 이렇게 쉬울 수가”

조영실 | 위클리 공감 기자

행에 자동이체 출금을 요청하고 나서 계좌가 변경되면 요금이 미납

● 봄을 맞아 집 안 청소와 함께 제일 먼저 한 건 통장 정리였다. 여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자동이체·송금 출금일이 지난 직후

기저기 분산된 통장을 하나로 합치고 주거래 은행도 혜택이 더 많은

변경 신청을 하는 게 가장 좋다. 3일 뒤 휴대전화로 계좌 변경이 성

곳으로 옮겼다. 이제 내 현금 흐름을 한눈에 파악해 똑똑하게 돈 관

공적으로 처리됐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뿌듯함이 밀려온다.
봄맞이 통장 정리의 일등공신은 ‘계좌 이동 서비스’였다. 여러 금

인터넷·모바일·은행창구 서비스 일괄 제공

융회사에 등록돼 있는 자동이체·송금 계좌를 한 번에 조회 또는 해

6월부터 모든 요금 청구기관으로 서비스 확대

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서비스다. 그동안 통장 정리를 섣불리 하

이후 나는 계좌 이동 서비스 전도사가 됐다. 먼저 우리 집 공과금 납

지 못했던 건 바로 자동이체 서비스가 여러 계좌에 묶여 있던 탓이

부를 담당하는 아버지에게 서비스를 알려드렸다. 아버지는 인터넷

크다. 안 쓰는 통장인데도 자동이체 계좌로 등록돼 있어 없애지 못

사용이 익숙지 않고 공인인증서도 없는 관계로 직접 은행에 가서 서

했던 것들도 있다. 주거래 통장을 바꾸고 싶어도 이 계좌로 등록된

비스를 이용할 것을 권했다. 은행 창구 직원에게 신분증과 함께 계좌

자동이체 서비스를 일일이 변경하기가 여간 귀찮은 게 아니었다.

이동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니 자동이체 내용을 조회해 보

이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등장한 계좌 이동 서비스는 그야

여줬다. 은퇴를 앞둔 아버지는 5건 이상 자동이체를 등록하면 자산

말로 ‘초간단’했다. 먼저 옮겨가려는 은행의 인터넷뱅킹 누리집에 접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 서비스에 관심을 보이셨다. 하여 여러

속하니 여러 은행 계좌에 등록된 자동이체 명세가 한 화면에 떴다.

곳에 흩어져 있던 공과금 자동이체 계좌를 모두 이 은행 계좌로 변경

출금 이체 등록 건수가 가장 적은 계좌부터 정리하기로 했다. 이때

신청하셨다. 한 번에 많은 이체 변경을 한 만큼 미납·연체 위험성을

중요한 건 계좌를 이동했을 때의 득과 실을 꼼꼼히 따져보는 것. 정

걱정하는 아버지에게 은행 직원은 본인 과실이 없는 이중 출금·미납

리하기로 한 은행에선 별다른 우대 혜택이 없는 것으로 보여 주택담

연체 발생 시 연체 수수료를 되돌려주고 연체 정보를 삭제해준다며

보대출 금리 인하 효과가 높은 은행을 주거래 은행으로 삼기로 했

안심시켜줬다. 올 6월부터는 신문사와 학원 등 중소형 업체를 포함

다. 다달이 내던 동창회비도 마침 이 은행 계좌로 들어가게 돼 있어

한 모든 요금 청구기관에 대해서도 계좌 이동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

송금 계좌를 옮기면 타행 거래 수수료를 아낄 수 있었다. 하지만 오

다니 여름에는 신문 구독 자동이체 계좌도 정리해야겠다.

G

랫동안 자동이체 계좌로 사용하고 있는 휴대전화 요금 결제 계좌는
그대로 두기로 했다. 해당 은행에선 몇 년 더 이체를 유지해야 예·적
금 금리 우대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다는 조건이 있었기 때문. 게다
가 이 계좌로 적립된 카드 포인트도 적지 않았다. 주거래 조건과 그
에 따른 우대 사항이 은행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비교해
야 한다. 결국 그게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유니까.
이제 계좌를 변경하고자 하는 내역과 출금 계좌로 새롭게 설정
하고자 하는 계좌를 선택한 뒤 ‘변경 신청’ 버튼을 클릭하면 끝. 컴퓨
터 화면에는 출금일 등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계좌 이동을 신청하
면 미납되거나 연체될 수 있다는 주의 사항이 안내됐다. 계좌 변경
은 신청 후 5영업일 이내에 이뤄지기 때문에 요금 청구기관에서 은

계좌 이동 서비스 전면 실시

257
203
만명

만건

모든 자동이체 계좌를 한 번에 변경할 수 있는 ‘계좌 이동 서비스’
시행(지난해 10월) 4개월 만에 257만 명이 본인 자동이체 내용을 조
회했고, 계좌 변경 신청도 203만 건에 달했다. 올 2월부터 은행 창
구와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 포함)에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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