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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필수입력 본인인증 비고

신한 성명/주민번호/휴대전화번호 휴대폰/카드
위탁동의 내용있음

(* 고유식별정보 관련 동의 없음)

KB국민
성명/주민번호 카드/휴대폰/로그인 위탁동의 내용있음

NH농협 성명/주민번호
카드

(카드번호,비번4자리,CVC3자리,유효기간)

/휴대폰
* 일부화면만 확인함(동의부분등 확인못함)

삼성 X
카드

(카드번호,비번앞2자리,CVC3자리)

휴대폰/공인/앱카드
주민등록번호 수집하지 않는데 수집 동의받음

BC X
카드

(카드번호/유효기간/생년월일/휴대전화)

/휴대폰

동의 사전선택되어있음 (OK)
주민등록번호 수집하지 않는데 수집 동의받음

현대 X
카드

(카드번호,비번앞2자리,CVC3자리/유효기간)

/휴대폰/공인

하나 X 카드/휴대폰

롯데 성명/주민번호 카드/휴대폰/공인 위탁동의 내용없음

검토결과
신한,국민,농협,롯데

최소수집원칙 위배 추가검토 필요
(주민번호)

BC의 경우 카드인증 강도가 낮음-OK
(고객의 ID는 카드번호로 확인이 가능하며,

인증의 값으로 유효기간,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를
모두 알아야 함. 적정한 의사표현으로 볼수 있음)

BC의 경우 사전 동의에 체크되어있음-OK
(Opt-Out : 묵시적/기본적으로 동의한 경우에 해당함,

수집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그에 대한 직접적 의사표현을 해야 하는
방식으로, 금번경우는 Opt-Out이 적정해 보임)

* 일부 화면을 검토한 내용으로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음



휴대폰인증 : (9+13)+11+6=39
카드인증 : (9+13)+16+2+3=4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필수)
본인은 재난지원금(이하 “지원금”) 사전신청을 위하여 아래의
개인정보가 수집·이용됨을 확인하고, 삼성카드가 정부 등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하여 지원금 신청 절차를
이행함을 확인합니다.
- 수집·이용 목적: 지원금 신청을 위한 본인 확인, 지원금 신청, 
신청 절차 안내, 지원금 대상 확정 또는 오류 안내 , 기타
안내사항 전달, 관련 업무 상담
- 수집·이용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 보유·이용 기간: 지원금 관련 업무 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단,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경우 해당 법률에서 정한 기간까지)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필수)
본인은 삼성카드가 상기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것을 확인합니다.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처리 유의 확인(필수)
본인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에 있어 다음을 확인합니다.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긴급재난지원금을 받게 한 경우, 보조금을 지급 목적과 다
른 용도(재판매, 현금화 등)에 사용한 경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사유가 소급하여 소
멸한 경우 등에는 지원금을 지급한 기관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원금을
받은 자 또는 지원금을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해당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역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용·체크카드 충전금의 사용
기간 및 사용 가능한 지역과 업종이 제한됩니다.
- 기부금을 신청하신 경우, 신청한 긴급재난지원금을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긴급재난기부금으로 기탁합니다.



휴대폰인증 : 9+7+11+6=33
카드인증 : 16+2+3=21









13마우스클릭(주민번호)+9키보드(성명)+11키보드(전화번호)
인증1-휴대폰 : 0키보드(전화번호-자동입력)+인증번호확인+6인증번호입력
인증2-카드인증 : 4마우스클릭(카드비밀번호)

인증1 : 13+9+11+6 = 39
인증2 : 13+9+11+4 = 37

자동입력

보안키패드
보안키패드







보안키패드

보안키패드

보안키패드

보안키패드



보안키패드

카드인증 : 25 + 동의클릭
휴대폰인증 : 30 + 동의클릭







카드인증 : 22+18=40
휴대폰인증 : 22+14=36







동의부분 기본체크되어있음

https://go.bccard.com/voucherW.do

(카드인증) 인증강도가 낮음

https://go.bccard.com/voucherW.do


https://card.nonghyup.com/IPCI011401.menu

https://card.nonghyup.com/IPCI011401.menu


동의부분 기본체크되어있음

https://go.bccard.com/voucher.do

인증강도가 낮음

https://go.bccard.com/voucher.do


•본인은재난지원금(이하“지원금”) 사전신청을위하여아래의개인정보가수집·이용됨을확인하고, 비씨카드가정부등국가기관또는지방자치단체등을통하여지원금신청절차
를이행함을확인합니다.

수집·이용목적:
지원금신청을위한본인확인, 지원금신청, 신청절차안내, 지원금대상확정또는오류안내 , 기타안내사항전달, 관련업무상담
•수집·이용항목
카드번호, 생년월일, 유효기간, 휴대폰번호
•보유·이용기간 : 지원금관련업무처리목적달성시까지(단, 관계법령에따라필요한경우해당법률에서정한기간까지)

정부긴급재난지원금신청을위한개인정보
수집·이용내역확인(필수)

고유식별정보수집·이용확인(필수)
•본인은비씨카드가상기목적으로다음과같은본인의고유식별정보를수집 ·이용하는것을확인합니다.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정부의긴급재난지원금처리유의확인 (필수)
•본인은긴급재난지원금신청에있어다음을확인합니다.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에따라허위또는기타부정한방법으로긴급재난지원금을받거나타인으로하여금긴급재난지원금을받게한경우, 보조금을지
급목적과다른용도(재판매, 현금화등)에사용한경우, 긴급재난지원금지급사유가소급하여소멸한경우등에는지원금을지급한기관이그비용의전부또
는일부를그지원금을받은자또는지원금을받게한자로부터환수할수있으며, 해당법률에서정한바에따라징역또는과태료등의처분을받을수있습니
다.
•신용·체크카드충전금의사용기간및사용가능한지역과업종이제한됩니다.
•기부금을신청하신경우, 신청한긴급재난지원금을「긴급재난지원금기부금모집및사용에관한특별법」에따른긴급재난기부금으로기탁합니다.



기 타



삼성카드는 자사 카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한 고객에게 스타벅스
또는 편의점 모바일 쿠폰을 제공

우리카드는 일정 기간 결제 실적이 없는 고객이 긴급재난지원금을 신
청하면 스타벅스 쿠폰을 지급

카드업계에따르면지난 11일하루동안정부긴급재난지원금신청이가장
많이들어온곳은신한카드였다. 38만4000건신청이들어왔는데, 신청금액
은총 2556억원이었다. 건당평균금액은약 66만원이다.

신한카드다음으로는 KB국민카드가 32만3000건, 2179억원으로신청건수와
금액이많았다. 이외에는 NH농협카드(23만1068건, 1538억원), 삼성카드(21
만건, 1435억원), 우리카드(17만5000건, 1141억원), 현대카드(14만5000건, 
1037억원), 하나카드(9만6000건, 658억원), 롯데카드(7만8000건, 567억원) 순
이었다.

그러나기부금액순으로보면하나카드가 17억원으로가장많다. 하나카드
의신청금액은신한카드의 4분의 1가량에불과하지만, 기부금액은신한카드
(6억원)의약 3배에달했다.

우리카드기부금액이 16억원으로 2위를차지했고, KB국민카드와NH농협카
드의기부금이각각 15억원, 11억원으로비교적많았다. 이외에는삼성카드
가 7억원, 현대·롯데카드가 2억원씩접수됐다.

http://stock.hankyung.com/apps/analysis.current?itemcode=A029780


카드사 건수 신청금액(억) 기부액(억) 신청금액대비기부

신한 384000 2556 6 0.23%

KB국민 323000 2179 15 0.68%

NH농협 231068 1538 11 0.71%

삼성 210000 1436 7 0.48%

우리 175000 1141 16 1.40%

현대 145000 1037 2 0.19%

하나 96000 658 17 2.58%

롯데 78000 567 2 0.35%

11일



카드사마다불만과문의가계속되자하나카드는 ‘기부금변경’항
목을별도로홈페이지에만들었고비씨카드는기존에했던재난지
원금신청을다시할경우기부금을변경할수있게했다. 신한카드
의경우홈페이지뿐아니라신한은행영업점에서도재난지원금중
기부금을변경할수있게했다. 삼성·현대카드는고객센터가운영
되는오후 6시까지만기부금을변경해주는등카드사마다기부신
청후반환방법과시간은달랐다.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과 ‘기부 동의’를 같은 페이지에 넣
도록 한 기존 가이드라인을 바꾸기로 했다.



5/12 기준 신한카드에서 기부 선택하는 화면 사라짐



“만약 당신이 미래를 꿈꾸지 않거나 지금 기술개선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면 그건 곧 낙오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그윈 쇼트웰(Gwynne Shtwell, SpaceX CEO, COO)



감사합니다
(facebook.com/sangshik, mikado22001@yaho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