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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to pay the insurance contribution

수납기관 및 납부방법

Receiving Agency and Payment Method

각 금융기관 및 증권사, 공단 고객센터, 인터넷지로, 공단 홈페이지, The건강보험(모바일앱)에서 신청
Apply through any financial institution, securities firm, NHIS customer center, Internet
Giro, www.nhis.or.kr or The Health Insurance (mobile app).
공단 고객센터, 공단 홈페이지, The건강보험(모바일앱)에서 신청
Apply through customer center, www.nhis.or.kr, The Health Insurance (mobile app).
은행즉시이체(기업, 신한은행 계좌 보유 고객) 또는 카드납부
Immediate account transfer (customers with an account at IBK and Shinhan Bank) or
Card payment.
가상계좌 발급신청 Request for issuing virtual account.

전자납부
Electronic payment

인터넷지로(giro.or.kr)⦁모바일지로(앱)

계좌이체 또는 카드납부

Internet Giro(giro.or.kr)⦁Mobile Giro(app).

Transfer from account or payment with card.

CD/ATM, 금융기관 인터넷⦁모바일뱅킹
CD/ATM, financial institution, Internet or
mobile banking.

계좌이체
Transfer from account.

모바일지로(앱) 연계(계좌이체 또는 카드납부) 또는 가상계좌 발행
The건강보험(공단 앱)
Connect to Mobile Giro(app) (transfer from account or paytment with card) or have a
The Health Insurance (NHIS app)
virtual account issued.
은행 등 영업점 납부
Payment at business branch
of banks

각 금융기관 및 증권사

고지서 입금전용계좌
Virtual Account assigned on
the bill

계좌이체 납부
Payment by account transfer.

QR코드납부
QR code
payment

Any financial institution or securities firm.

※ 납기일 이후 납부 불가
※ Not valid after the payment due date on the bill.

편의점
현금(300만원 한도) 및 현금카드로 납부
Convenience Pay in cash (limited to KRW 3 million) or
store
with debit card.
카카오페이
KakaoPay

카카오톡

카카오페이 납부

(신한, 우리 외 타 은행카드 이용 시 이체수수료는 납부자 부담)
(When using other bank card except Shinhan and Woori,
you must bear the transfer fee).
KakaoTalk

pay using Kakaopay.

① 전자납부 및 은행 창구 납부 시 당일까지의 연체금이 포함됩니다.
lf you pay using electronic payment or bank counter, the arrears calculated till the payment date is included.
② 4대 사회보험료 등은 납부 후 취소가 불가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The four social insurances contribution cannot be canceled after payment has been made.
③ 카드납부 시 수수료 (납부금액의 0.8% (체크0.5%))가 포함되어 결제 됩니다.
lf using a card to pay, the fee is additionally imposed with the contribution (0.8% of the payment amount
(0.5% if debit card)).
④ 지사 창구에서는 신용(체크)카드 납부만 가능(현금수납은 은행창구 및 편의점 이용)
You can only use a credit(debit) card to pay at NHIS branch office counter(for payment in cash, you must use a
bank window or visit a convenience store).
⑤ 공단 홈페이지, 인터넷지로(giro.or.kr), 모바일지로(앱), The건강보험(공단앱)에서는 한국어로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We provide the following services in Korean language only : www.nhis.or.kr, Internet Giro(giro.or.kr), Mobile
Giro(app) and The Health Insurance (NHIS ap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