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령 금융소비자
금융정보 검색하기



1.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 알아보기

‘파인’이란?

 금융정보를 검색할 때 인터넷 등을 통해 많은 정보를 찾을 수 있지만, 수많은 금융회사나 

 정보 제공 사이트를 통해 정보를 찾는 절차는 어려울 수 있고, 

신뢰할 수 없는 정보에 노출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어려움이 없도록, 금융감독원은 금융생활에 필요한 모든 기초정보를  모아 놓은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 인  ‘파인’(fine.fss.or.kr)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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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인’이 제공하는 주요 서비스

파인에서는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➊  금융상품 비교 서비스

      예금, 대출, 보험, 펀드 등 자신에게 필요한 금융상품을 비교/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모아 제공합니다. ·

➋  자신의 금융상품 가입현황 조회 서비스

      자신이 가입한 예금, 보험 등 금융상품 가입정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➌  기타 정보제공 및 소비자보호 서비스

      알아두면 유용한 금융정보(금융꿀팁 등), 서민금융지원제도 등

      소비자에게 다양하고 유용한 정보와 보이스피싱 지킴이 등 소비자보호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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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융상품 비교하기

‘파인’ 접속하여 금융상품 비교 서비스 이용

 금융감독원 ’파인’에 접속하고 나면 메인화면 <공통> 메뉴에서 『금융상품 한눈에』 

세부 메뉴를 선택하시면 금융상품 비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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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인’이 제공하는 주요 서비스02
 예금, 적금 비교하기를 통해 금융회사별 금리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이자율이 가장 높은 상품부터 차례로 나타나며, 만기/금액/지역 등 세부조건을 직접 

입력하여 검색해 볼 수도 있습니다.

 펀드 검색하기를 선택하면,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펀드 다모아＇로 이동하여

각 펀드의 유형별로 수익률, 운용사, 판매회사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비교 검색해보고 싶은 펀드 유형(주식형, 채권형 등), 투자지역, 총보수 등을 선택하여 

비교하시면 됩니다.

 보험 비교하기 선택 시, 생명/손해보험협회가 공동 운영하는 ‘보험 다모아’로 연결되며 

낮은 보험료 순서로 상품이 정렬됩니다. 정렬된 상품 중 상세 보기를 선택해 추가적인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출, 카드 선택 시, 나에게 유리한 최적의 대출/카드 상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대출상품은 최저금리가 늦은 순서로 상품이 정렬되며, 카드상품은 8개 카드사가 주력

상품으로 선정한 신용/체크카드 각각 3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내 금융자산 찾기

‘파인’ 접속하여 금융상품 비교 서비스 이용

 ‘파인’에 접속하고 메인화면 <공통> 메뉴에서 『내계좌 한눈에』 세부 메뉴를 선택하시면 

금융상품 비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내 계좌 한눈에를 선택하면 계좌정보 통합관리서비스로 이동합니다.

계좌정보 통합관리서비스에서는 은행, 상호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증권사 등 

금융회사의  계좌를 확인할 수 있는 ‘내 계좌 한눈에’와 보험가입 정보와 대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금융정보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신용카드 보유 현황을 살펴볼

수 있는 ‘내 카드 한눈에’ 등 다양한 메뉴가 있으니, 필요한 사항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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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용한 금융정보 조회

‘파인’ 금융꿀팁

 꿀팁이란 유용한 정보나 조언을 의미합니다. 금융감독원이 직접 금융생활에  도움이 

되는 꿀팁을 제공하며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꿀팁도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으니 파인에 

접속하신 후 ‘금융꿀팁’  메뉴 선택 후  『어르신』  으로 검색하시면 ① 은행거래 ② 보험가입

③ 금융투자 등 여러가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행활에 유용한 정보를 영상으로 제공하여 금융꿀팁과 함께 이용하시면 더욱 이해하기 

쉽고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접속하는 방법은 우선 파인에 접속한 후 ‘금융꿀팁’ 메뉴에서

『영상뉴스 파인톡톡』 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 본 자료는 우리금융지주에서 금융감독원(http://fss.or.kr)  ‘고령층 금융교재 1권’을  참고하여 제작하였습니다. (2022.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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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인’ 영상뉴스 파인톡톡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