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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현금없는 사회는 거래 투명성 제고, 결제비용 절감 등 여러 가지 장점을 갖지만 금융서
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금융소외계층의 소비생활을 저해하고 전자지급시스템 장애
시 대체지급수단을 확보할 수 없는 등 치명적인 사회적 문제점을 야기한다. 이에 현금
이용비중이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국가를 중심으로 현금의 지속적인 이용가능성을 확보
하기 위한 정책 방안이 도입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유형은 소매거래에서 현금을 지급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즉
현금결제선택권을 법적으로 도입하는 것이며 두 번째 유형은 현금이 지급수단으로 계속
해서 활용될 수 있도록 현금유통인프라를 개선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지난 10년간 현
금이용비중이 뚜렷이 감소하고 있고 최근 현금없는 매장이 등장하는 등 현금없는 사회
가 진행 중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에 2019년 현금결제선택권을 법률로 보장하려는
시도가 있었고 2020년에는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가 금융소비자의 현금접근성을 보장
하기 위하여 ATM 네트워크의 분포 파악에 나서고 대체 현금접근채널을 확보하려는 움
직임을 보이고 있다. 본고는 미국, 덴마크, 노르웨이 등에서 현금결제선택권이 도입된
과정과 현금결제선택권 보장 내용과 스웨덴, 네덜란드, 영국에서 추진되고 있는 현금유
통인프라 개선 작업과 현금시스템 유지를 위한 노력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그리고 해
외 사례를 통하여 우리나라에서 현금결제선택권을 도입하는 방안과 현금유통인프라 개
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발권은행이며 중앙은행인 한
국은행이 현금없는 사회 진행과정에서 수행할 수 있는 역할과 과제들을 제시하고자 한
다. 현금없는 사회가 진행되어 현금이 불필요하며 비용측면에서 비효율적인 지급수단이
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지만 현금사용을 최소화하는 문제와 현금이용가능성을 제거하
는 문제는 별개이며, 현금의 지속적인 이용가능성은 지급서비스시장의 발전 가능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조건에 해당한다.
주요용어: 현금결제선택권, 현금없는 사회, 화폐유통인프라, 중앙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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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현금은 주조된 자유(Money is coined liberty)다.” 러시아의 소설가 도스토옙스키
(Fyodor Dostoevsky)가 남긴 이 짧은 문장은 현금의 유용성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20세
기 들어 현대통화제도가 확립되면서 중앙은행이 발행한 현금통화는 법정통화의 지위를
확보하였고 가장 안전하며 신뢰할 수 있는 지급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그렇지만 2000년
대 들어 전자통신기술 발달로 인터넷, 컴퓨터,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가 등장하고 모바일
뱅킹, 지급카드 등 다양한 지급수단이 보편화되면서 현금의 지급수단으로서의 위상이 크
게 낮아졌다. 특히, 최근에는 페이테크(paytech)의 확산으로 현금이용이 눈에 띄게 감소
하면서 가까운 미래에 현금이 지급수단으로 필요하지 않는 현금없는 사회(cashless
society)가 도래할 거란 예측도 나오고 있다. 현금없는 사회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스
웨덴에서는 은행점포의 절반이 이미 현금서비스를 취급하지 않고 있으며 2017년 현금유
통액은 2000년대 초반 수준으로 하락하였다(Engert et al., 2018). 캐나다에서도 소매거
래의 대부분(금액기준 90%, 건수 기준 75%)이 전자지급수단에 의해 결제되고 있으며,
영국에서도 2007년 61%이었던 현금결제비중이 2017년에는 34%로 하락하였고 2027년에
는 16%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Engert et al., 2018; HM Treasury, 2019).
현금없는 사회는 거래의 투명성을 높여 자금세탁, 세금회피 등 불법행위를 차단하고
지급서비스시장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장점을 갖지만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갑작스런 현금없는 사회화가 야기하는 가장 심각한 문
제는 금융소외(financial exclusion) 또는 디지털 디바이드(digital divide)이다. 전자지급
수단은 은행계좌에 기반을 두기 때문에 은행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거나 제한적으로 이용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현금이 사라지면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된다. 특히, 이렇
게 현금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주로 저소득자, 외국인 노동자, 고령자에 해
당하여 현금사용불가는 취약계층에 대한 차별을 의도치 않게 야기한다.
따라서 현금이용비중이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국가들은 현금이 일상거래에서 계속해
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들을 도입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
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유형은 소매거래에서 현금을 지급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 도입하는 것이다. 두 번째 유형은 현금 사용 및 수취 여부는 거래당사
자들이 결정할 문제이므로 이에 대해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계약의 자유를 해친다는 판
단 아래 현금이 지급수단으로 계속해서 활용될 수 있도록 현금유통인프라를 개선하는 것
이다. 미국, 덴마크, 노르웨이 등이 첫 번째 유형의 정책을, 스웨덴, 네덜란드, 영국 등이
두 번째 유형의 정책을 취하는 대표적인 국가이다.
우리나라도 한국은행의 조사에 따르면 현금이용비중이 지난 10년간 뚜렷이 감소하고
있고 최근 현금없는 매장이 등장하는 등 현금없는 사회가 진행 중이라고 평가할 수 있
다.1) 이에 본고는 해외의 현금결제선택권 입법사례와 현금유통인프라를 유지하기 위한
정책당국의 조치 등을 광범위하게 살펴보고 우리나라에의 도입 필요성을 점검하고자 한
1) 우리나라에서 현금없는 매장을 본격적으로 도입한 예는 스타벅스이다. 스타벅스 코리아는 2018년 7월 현
금결제율이 5% 미만인 103개 매장을 현금없는 매장으로 전환하였고, 2019년 4월 350개 매장을 현금없는
매장으로 추가 전환하였다. 2019년 4월 기준 총 매장의 60%가 현금없는 매장에 해당한다(스타벅스 코리
아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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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아울러 중앙은행으로서 한국은행이 수행할 수 있는 역할과 조치들을 해외 사례를 참
고하여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가 조사한 해외 사례와 현금비중 감소에 대한 대응방안은 한국은행 뿐 아니라
금융당국의 현금유통인프라, 금융포용 등에 관한 정책 수립에 참고자료로 활용 가능하다
는 점에서 본 연구의 가치를 찾을 수 있다.

Ⅱ. 현금없는 사회에 대한 고찰
1. 현금없는 사회 개괄
1) 개념
현금없는 사회에 대해서 아직까지 국제적으로 통일된 정의는 내려져있지 않으나 일반
적으로 경제 및 금융 거래에서 지급카드, 계좌이체 등 비현금지급수단이 이용되어 지급
수단으로서 현금이 필요 없어지는 상태를 의미한다. 또는 현금 뿐 아니라 어음, 수표 등
장표방식 지급수단이 사용되지 않는 상태로 현금없는 사회를 정의하기도 한다(정순섭,
2019).2)
현금통화는 지급수단 즉 교환의 매개체 기능 뿐 아니라 가치저장수단의 기능도 가지
기 때문에 현금없는 사회가 도래한다 하더라도 현금이 완전히 사라지는 상태를 의미하지
는 않는다.3) 그렇지만 현실에서는 경제주체가 현금을 가치저장수단으로 보유하는 일반적
형태가 예금일 것이고 계좌이체, 지급카드 등 전자지급수단이 예금통화를 기반으로 한
가치이전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리고 현금을 개인적으로 가치저장수단으로 보관하더라도
현금없는 사회에서 이를 경제 및 금융 거래에 사용할 때는 예금으로 전환하여 전자지급
을 통해 거래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현금의 전통적인 역할은 극히 제한적이 될 것이
다. 특히, 현금없는 사회와 무관하게 최근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방지를 위하여 고액권 및
거액현금거래를 제한하는 국가가 증가하고 있어 가치저장수단으로 보유한 거액의 현금을
이전처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게 되는 추세이다.
2) 세계적 진행 상황
현금없는 사회의 진행 양상 및 속도는 전자지급수단 보급률, 현금선호성향, 정부의 정
책 등에 따라 국가별로 상이하다.

2) 현금없는 사회가 전자지급수단의 확산에 따른 현상이므로 전자지급수단이 현금 등 비전자지급수단을 대체
하는 현상을 현금없는 사회로 보는 것이다. 일본중앙은행은 비현금결제를 “현금을 매개로 하지 않고 지급
카드, 모바일지급 등 전자지급수단으로 지급결제를 하는 것”으로 정의한다(정순섭, 2019).
3) 예비적 현금수요에 의한 현금보유(cash hoarding)에 해당한다. 이러한 목적의 현금보유는 자국통화보다
가치가 안정적인 국제통화로도 이루어진다. 유럽중앙은행에 따르면 유로화 발행액의 25%가 역외 국가에
서 보유하고 있으며 역외 국가로의 송금 규모는 연평균 1,700억 유로에 달한다(ECB,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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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미시적 차원
소비자의 현금결제에 관한 통계는 주로 제한된 표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의존하고 있어 신뢰도가 낮은 실정이다. 현금없는 사회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통계
도 존재하는 반면 전 세계적으로 현금결제비중이 85%라는 통계도 존재한다(Wheatley,
2017).
[그림 1]은 다국적 현금운송회사인 G4S가 주요국의 현금이용실태조사 결과를 취합한
통계이다. 한국과 스웨덴은 현금결제비중이 20% 미만으로 현금없는 사회가 상당히 진행
된 상태이며, 핀란드, 벨기에, 프랑스 등은 현금결제비중이 50%이상으로 현금없는 사회
가 덜 진행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2]는 유로존 역내 주요 국가의 현금선호도를 보여
주는데, [그림 1]에서 현금결제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프랑스와 벨기에에서 현금선호
도가 낮은 것이 특징이며, 아일랜드와 프랑스의 현금선호도 차이는 29%p로 나타나 같은
유로존 소속 국가이지만 지급습관, 전자지급수단 보급 정도, IT발달 정도에 따라 현금선
호도가 크게 다름을 알 수 있다.

[그림 1] 현금결제비중

[그림 2] EU 주요국 현금선호도
(단위: %)

자료: G4S(2019), World Cash Report.

(단위: %)

자료: Esselink and Hernández(2017)

나. 거시적 차원
이제 현금유통액 등 거시데이터를 이용하여 현금없는 사회 진행상황을 살펴보자. 현금
유통액과 관련하여 한 가지 해석상 유의할 점이 있다. 즉,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등
국제통화 발행국의 경우 고액권이 자국 내에서도 유통되지만, 외국으로 유출된 규모도
상당하다는 것이다(Engert et al., 2018). 따라서 국제통화국의 현금유통액 통계는 실제
자국 내 현금유통액을 과대평가할 수 있다.
[그림 3]의 국민 1인당 현금유통액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인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유로존에서 2012년∼2018년 기간에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오스트리아, 캐나다, 러시아,
영국, 스웨덴, 터키 등에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현
금유통액이 증가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국민1인당 현금유통액이 증가한다 하더라도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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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국민 1인당 현금유통액

[그림 4] GDP대비 현금유통액 비중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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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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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국민 1인당 지급카드 보유개수

(단위: 달러)

<자료: Red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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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국민 1인당 카드결제기 대수

(단위: 개)

<자료: Red
countries>

CPMI

[그림 6] 국민 1인당 비현금지급수단
이용금액

[그림 5] GDP대비 비현금지급수단
평균이용금액

<자료: Red
countries>

for

(단위: 개)

<자료: 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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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사회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지만 동 지표가 감소할 경우 현금없는
사회가 진행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경제성장 정도를 감안한 GDP대비 현금유통액 통계가 보다 정확하게 현금없
는 사회 진행여부를 보여줄 수 있다. [그림 4]를 보면 인도, 러시아, 중국, 인도네시아,
영국, 스웨덴 등의 국가에서 GDP대비 현금유통액 비중이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경제규모가 축소하지 않는 한 현금시스템 내 유통되는 현금 비중이 감소하였다는
것은 현금이용 또는 현금수요가 감소했다고 볼 수 있다.
비현금지급수단의 이용추이를 나타낸 [그림 5]와 [그림 6]을 보면 2012년 대비
2018년 비현금지급수단의 이용도가 대부분의 국가에서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 한
가지 특이점은 현금없는 사회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유명한 스웨덴에서
GDP대비 비현금지급수단 평균이용금액과 국민 1인당 비현금지급수단 이용금액이 소
폭 낮아졌다는 것이다. 이는 비현금지급수단의 이용확산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였으며
현금의존도가 높은 계층이 존재함을 유추할 수 있는 결과이다.
[그림 7]과 [그림8]은 각각 국민 1인당 지급카드 보유개수와 카드결제기 대수를 나
타낸다. 이 두 통계는 비현금지급수단 이용환경을 나타내는 통계로 반드시 현금없는
사회의 진행정도를 보여준다고는 할 수 없지만 현금없는 사회로의 진입가능성을 판단
하는 데 유용하다. 현금이용비중이 상당히 높은 일본의 경우 지급카드 보유개수가 많
아 일본 국민의 현금선호성향이 바뀐다면 현금없는 사회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여
지가 높다고 볼 수 있다. 반면 현금선호성향이 일본과 같이 높은 독일의 경우 카드
및 단말기 보급률이 낮아 현금없는 사회로 빠르게 진입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할 수
있다.
3) 현금없는 사회 촉진 요소
현금없는 사회는 기본적으로 현금시스템 내 소비자, 판매자, 은행, 현금운송업체
등의 선택에 의해 진행되며 경우에 따라서 정부의 정책에 의해 촉진되기도 한다. 아
울러 현금의 재화적 특성인 네트워크 외부효과에 의해서 진행속도가 빨라지는 측면도
있다.
가. 현금의 네트워크 재화적 특성
어떤 재화의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기존 이용자의 효용과 해당 재화의 가치가
높아지는 재화를 네트워크 재화(network goods)라고 하며, 새로운 이용자가 나타남
에 따라 기존 이용자가 이익을 얻는 효과를 네트워크 외부효과(network externality)
라고 한다.
현금 등 지급수단은 대표적인 네트워크 재화에 속하며 지급서비스시장에서 네트워크
외부효과가 나타나는 과정은 화폐경제학(monetary economics)의 통화경쟁(currency
competition)의 개념으로 쉽게 설명할 수 있다.4) 예를 들어, A와 B라는 지급수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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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고 A의 수용성(acceptance) 또는 이용가능성(availability)이 B보다 높다고 하
자. 이러한 상황에서 수용성이 더 높은 지급수단이 소비결제에서 거부될 확률이 낮기
때문에 소비자가 A를 지급수단으로 선택할 확률이 높아진다. 판매자도 A가 보다 더
수용성이 높은 지급수단임을 알기 때문에 소비자가 A를 지급수단으로 제시할 때 거
부하지 않고 수용한다. 결과적으로 A의 수용성은 더욱 높아지고 A의 지급결제 처리
비용은 낮아진다. 한편, B는 지급수단으로서 이용도가 낮아지고 B를 이용한 지급결제
처리비용은 높아져 판매자가 B를 지급수단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확률이 높아지며 결
과적으로 B를 지급수단으로 선택하는 소비자도 줄어든다.
A가 전자지급수단, B가 현금이라 생각하면 현금없는 사회의 진행과정을 쉽게 이해
할 수 있다. 현금이용비중 감소는 ⅰ) 은행의 현금처리비용 증가 → ATM 감소 → 현
금접근성 하락 → 현금이용비중 감소와 ⅱ) 판매자의 현금처리비용 증가 → 현금없는
매장으로 전환 → 현금이용비중 감소 등의 순환경로를 통해 현금없는 사회를 촉진시
킨다.

[그림 9] 현금시스템 기본 구조

자료: G4S(2019), World Cash Report(수정)

현금은 [그림 9]과 같은 현금시스템에 의해 보급, 유통, 회수된다. 현금시스템 구축
및 유지에는 고정비용이 상당히 커 현금시스템에는 규모의 경제 효과가 작용한다. 따
라서 현금이용도가 높을 경우 현금처리(평균)비용이 낮지만 현금이용도가 낮아질 경우
현금처리(평균)비용이 높아진다. 결국 현금없는 사회가 진전되면 될수록 현금을 취급
4) 자국통화가치가 낮은 경우 통화가치가 안정적인 외국통화가 자국통화를 대체하는 달러라이제이션
(dollarization)도 화폐경쟁의 전형적인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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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는 은행지점이나 소매상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그림 9]의 ➀
은 중앙은행이 비용을 전적으로 흡수하지만, ➁와 ➄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커지면 현
금시스템이 느슨해지고 결국 와해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소비자가 현금을 인출하는
데 소요되는 거래비용이 증가할 뿐 아니라 현금취급 소매상의 수가 줄어들어 현금수
요도 감소하게 되어 현금축소의 순환이 발생하게 된다.
나. 지급수단으로서의 특성
지급서비스시장에서 다양한 전자지급수단이 출현하면서 현금의 이용비중이 줄어들
고 있는 것은 소매결제에서 현금이 갖는 지급수단으로서의 비교우위 요소가 점차 감
소하고 비교열위적 요소가 증가하여 발생하는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현금은 전통적으로 편리한 지급수단으로 여겨졌지만 신용카드의 확산 특히 최근에
는 간편 송금 및 결제 등 페이테크(paytech)의 확산으로 기존에 현금이 갖던 비교우
위 요소가 비교열위 요소로 변화하였다. 먼저, 소비자(지급) 측면에서 현금과 대표적
인 지급수단인 신용카드의 특성을 비교해보자. 소비자 관점에서 현금이 갖는 뚜렷이
우월한 요소는 익명성과 전자장애 발생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다. 일상거래는 대부분
익명성이 필요하지 않은 거래이고 전자장애 발생 가능성도 현실에서도 상당히 낮아
현금의 비교우위 요소는 사실상 크지 않다.5) 이 두 가지 비교우위는 현금의 거래적
수요동기에 해당되기 보다는 예비적 수요동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도 있다.

<표 1> 현금의 신용카드에 대한 비교 우위 및 열위(소비자 관점)
비교우위
비교열위

내용
익명성, 개인정보보호, 전자장애 발생 가능성 제로, 법
정통화
거래 편리성, 거래비용, 도난위험, 사용상 부가혜택,
예금이자

판매자(수취) 측면에서도 현금의 비교우위는 크지 않은 가운데 높은 현금취급비용,
도난위험은 소매상들이 현금결제를 꺼리는 주요 비교열위 요소이다. 판매자의 현금취
급비용은 일종의 거래비용(transaction cost)으로, ⅰ) 현금처리에 소요되는 금전 및
시간 비용(cash handling costs), ⅱ) 인출 또는 수납한 현금을 운송하는 데 드는 운
송비용, 수수료 및 시간, ⅲ) 현금처리 관련 직원 교육, ⅳ) 현금출납관리(예:
end-of-day reconciliation time)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6) 이러한 시간 및 금전적
비용을 절감하여 고객서비스 만족을 위하여 투자할 경우 매출 증가에 도움이 될 것이
므로 소매상들이 현금없는 매장으로 전환할 유인을 갖게 된다. 스웨덴 중앙은행은 현
금사용에서 유발하는 사회적 비용이 연간 90억 크로나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였으
5) 익명성은 현금이 갖는 장점이기도 하지만 익명성 때문에 자금세탁, 불법거래 등에서 이용되어 현금없
는 사회를 지지하는 근거이기도 하다.
6) Federal Reserve System(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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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직불카드 이용비용이 현금이용비용보다 낮다는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Segendorf
and Wilbe, 2014).

<표 2> 현금의 신용카드에 대한 비교 우위 및 열위(판매자 관점)
내용
비교우위

매출 누락 가능

비교열위

현금취급비용, 도난위험(내부횡령 포함)

아울러 현금을 취급하면 도난위험에 노출되고 이를 회피하기 위해서는 투자비용(예:
CCTV 설치비용, 보안업체)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Federal Reserve System, 2019
).7) 미국에서 주유소, 편의점 등 현금결제비중이 높은 사업이 주로 강도의 대상이라는
연구결과는 도난위험이 소매상이 현금취급을 꺼리게 하는 하나의 요인임을 알게 해준
다(Federal Reserve System, 2019).
<표 3> 유럽 국가의 현금거래한도 도입 현황(2018.1월 기준)
국가
벨기에
체코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영국

현금거래한도
3,000유로, 부동산 대금의 현금거래 금지, 위반시 벌금(250∼225,000유로)
부과
350,000CZK(약 5,110유로), 동전거래는 거래 건당 50개
동전거래는 거래 건당 50개
동전 및 고액권 거부 가능(판매자는 거부 사유를 명시해야 함)
거주자 1,000유로, 비거주자 10,000유로, 개인 간 거래금액이 1,500유로 초
과시 거래증빙 필요, 동전거래는 거래 건당 50개
한도 없음, 1만유로 초과 현금 거래시 구매자 신분증 제시 필요
2,999유로, 한도 초과시 은행계좌 및 지급카드 이용, 위반시 벌금(3,000유로∼
지급액의 40%까지 금액, 5만유로 이상 현금 거래시 15,000유로 벌금 부과)
비정상적인 규모의 현금 거래시 구매자의 신상명세 신고 의무
15,000유로
1,000유로, 한도 초과시 구매자 식별이 가능한 수단을 이용하여 은행계좌로
지급
거주자 2,500유로, 비거주자 15,000유로, 한도 초과시 은행이체 필요
15,000파운드 이상 현금거래시 사업자는 당국에 등록 필요

자료: 금융결제원(2018)

다. 정부정책

7) 현금은 내부횡령에도 취약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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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사용 감소를 유도하는 정부의 정책은 크게 ⅰ) 현금이용비중의 전반적 축소,
ⅱ) 고액거래에서 현금사용 제한, ⅲ) 동전의 사용 제한 등 세 가지 방향으로 추진되
고 있다. ⅰ)은 지급서비스시장 선진화를 위하여, ⅱ)는 현금이 자금세탁, 세금회피,
테러자금 지원 등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ⅲ)은 동전 사용의 불편함
과 동전 처리비용 절감을 위하여 추진되고 있다.
유럽 국가들은 <표 3>에서 볼 수 있듯이 고액거래에서 현금사용 제한 및 동전 사용
제한에 정책 방향을 맞추고 있다.
인도는 현금이용비중 감소와 고액거래 사용 제한에 초점을 두어 가장 급진적인 정
책을 펼치는 국가이다. 전자지급수단 이용 요건을 마련하기 위하기 위하여 전 국민
은행계좌 개설을 목표로 하는 프로젝트를 2014년 8월 개시하였고 2016년 고액권을
폐지하는 화폐개혁을 단행하기도 하였다(김태은, 2017). 인도의 화폐개혁의 경제적 효
과는 논란의 대상이지만 2016-2017년 비현금결제비중이 55%로 증가하였으며 GDP대
비 현금 비중도 8.8%(2015-2016년 12.2%)로 눈에 띄게 낮아져 화폐개혁이 현금없는
사회를 촉진하는 효과는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김태은, 2017). 이에 더하여 인도정
부는 현금거래 한도를 규정하는 법을 제정하여 2017년 4월부터 실시하고 있다. 그 주
요 내용은 <표 4>와 같다.
<표 4> 인도의 주요 현금거래 한도 내용
거래 유형
일반거래

현금거래한도
20만 루피, 한도 초과 시 지급액의 100%를 벌금으로 부과

부동산

20만 루피, 한도 초과 시 현금 수취자 처벌

기부금

등록 신탁 또는 정당 기부 시 2천 루피

예금·대출

2만 루피 이상 현금 상환 및 입금 불가

세금납부

부가세·제조세 납부 시 인터넷뱅킹 이용 의무화

자료: 금융결제원(2018)

전통적으로 소매결제에서 현금이용비중이 높은 일본도 2017년부터 현금의존도를 낮
추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17년 일본 정부는 「미래투자전략 2017-society 5.0
실현을 위한 개혁」이라는 보고서를 내놓으면서 향후 10년 이내에 비현금결제비율을
현재의 두 배인 40%로 높이겠다는 비전을 제시하였다(한국금융연구원, 2018).
2019년 10월에는 현금결제비중을 낮추기 위한 실행방안으로 「캐시리스·소비자 환원
사업」이라는 전자지급수단 우대정책을 내놓았다. 이 사업은 소비자가 재화 및 서비스
를 신용카드 등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구매시 2∼5%의 할인 또는 포인트 지급하
고 영세상인의 지급카드 가맹계약 체결시 수수료 1/3 보조, 단말기 설치비용 지원 등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장명현, 2019). 동 사업은 시행 50일 만에
가맹점을 50만 개(2019.10.1.일)에서 77만 개(2019.11.21.일)로 늘리는 등 적극적으로
시행되어 주요 편의점 중 하나인 로숀(Lawson)의 경우 시행 첫 달에 비현금결제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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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5%포인트 확대(20%→25%)되기도 하였다(장명현, 2019).
비현금결제비중이 높은 우리나라는 동전 사용 감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국은
행은 주화의 유통과 관리에 수반되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주화 사용 감소
를 유도하기 위하여 ‘동전없는 사회’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방안을 2016년 12월 발표,
2017년 4월 시범사업을 개시하였다(한국은행, 2016). 2020년 8월 현재 CU편의점, 롯
데 백화점 및 마트, 세븐일레븐, 이마트 등 6개 주요 소매점이 참여하고 있다.
이밖에, 싱가포르는 2020년부터 대중교통 이용시 현금 사용을 금지하고 호주는
2019년 7월부터 1만 호주달러 이상의 현금 구매를 금지하였다(금융결제원, 2018).

2. 현금없는 사회의 사회경제적 효과
1) 현금없는 사회의 긍정적 효과
가. 거래 투명성 향상 및 불법거래 근절
현금은 익명성을 가져 마약, 성매매, 노동착취, 불법정치자금, 테러자금 등 불법거
래에 이용되고 탈세(tax evasion)에 용이하기 때문에 현금이 사라지면 결제 및 자금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고 세수(tax revenue)를 확보할 수 있
다.
특히, 고액권의 경우 일반인의 건전한 가치저장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하지만 현금축
적(cash hoarding)의 수단으로 이용된다. 100달러 지폐 유통량의 60%가 미국 밖에
서 유통된다거나 유로화 발행액의 25%가 역외 국가에서 유통된다는 통계가 이를 입
증한다(ECB, 2019; Wheatley, 2017). 이러한 이유로 세계적인 국제경제학자 로고프
(Kenneth Rogoff)는 고액권 발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였으며 Standard
Chartered Bank의 전 CEO인 Peter Sands는 G20차원에서 고액권을 회수하는 협약
을 맺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Wheatley, 2017).
나. 지급결제비용 절감
기술진보에 따라 전자지급수단의 비용효율성이 높아진 반면 현금이용이 감소함에
따라 현금처리 비용이 높아졌다.8) 2014년 노르웨이중앙은행은 2013년 현금지급과 관
련된 총비용이 30억 크로네에 달한다고 추정하였으며, 현금거래 건당 평균비용은 7.1
크로네로 카드결제 건당 비용인 4.14 크로네보다 높다고 추정하였다(Simonsen
VogtWiig, 2017). 또한 싱가포르통화청(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은 현금
없는 사회 달성으로 GDP의 0.5%에 해당하는 현금처리비용을 줄일 수 있을 거라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Wheatley, 2017). 앞서 설명한 동전 사용 제한 조치 등도 현
8) 영국의 경우 소매상의 현금취급비용이 지급카드 처리비용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둘 간의 격차
가 좁혀지고 있는 추세이다(HM Treasury,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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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처리비용을 줄이고 지급비용을 효율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는 것이다.
다. 통화정책 운용 여지 확대
로고프(Kenneth Rogoff)는 현금없는 사회에서 통화정책 운용의 폭이 넓혀져 현금
없는 사회를 옹호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현금이 존재하는 경우 음(-)의 이자율을 부과
하면 투자자들이 채권이나 예금에 투자된 자금을 회수하여 현금화할 것이기 때문에
현실에서 제로금리 하한(zero lower bound)이 존재한다. 그렇지만 현금이 폐지되면
투자자가 예금이나 채권을 현금화할 수 없기 때문에 음(-)의 이자율을 부과하기 수월
해진다는 것이다(Rogoff, 2016; Engert et al., 2018).9)
아울러 로고프는 현금을 폐지하면 중앙은행의 시뇨리지 수입이 사라져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에 제약 조건으로 작용한다는 우려는 스웨덴 중앙은행의 시뇨리지가 2006∼
2015년 적자상태였던 점을 고려할 때 기우라고 지적하기도 하였다(Engert et al.,
2018; Rogoff, 2016).
2) 현금존속의 필요성
가. 금융소외 및 디지털소외 심화
현금이 계속해서 지급수단으로 존속해야 하는 주장 중 가장 당위성을 지닌 주장이
다. 전 세계 인구의 20억명이 은행계좌를 갖지 못하는 unbanked 상태에 놓여 있으
며, 이들이 사용할 수 있는 지급수단이 현금이 유일하다.10)
특히, 미국과 같은 다민족·다인종 국가에서는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지급서비스에 대
한 접근이 불가능하거나 상당히 제약된 대부분 사람들이 유색인종 및 저소득층에 속
하여 현금없는 매장 확대는 사회계층 차별 문제로 인식되기도 한다. 뉴욕시의회 의원
인 Ritchie Torres는 소매상의 비현금정책(cashless policy)은 의도치 않게 취약계층
을 차별하는 효과를 야기한다고 주장한 것이 이러한 현실을 대변하는 단적인 사례이
다(Moore, 2020).
이와 더불어 현금결제 거부 또는 현금없는 사회는 디지털소외(digital exclusion)
현상을 심화시킨다. 전자지급수단에 익숙지 않거나 전자지급수단을 신뢰하지 않는 사
람들도 존재하는데 현금 이용가능성의 제한은 이러한 유형의 사람들을 소외시킨다.

9) 로고프는 현금이 사라지면 금융소외 현상이 발생하지만 이러한 부정적인 효과를 긍정적 효과가 상쇄
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10) 2017년 미국예금보험공사의 조사(2017 National Survey of Unbanked and Underbanked Households)에 따르면 미국 내 가계의 6.5%(14.1백만명의 성인과 6.4백만의 미성년)가 unbanked 상태에
있으며, 18.7%가 은행계좌는 있으나 은행시스템내의 금융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under- banked
상태에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Federal Reserve System,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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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대규모 전산장애시 대체지급수단 확보
현금은 전자지급수단과 달리 복원력(resilience) 및 강건성(robustness)이 우수한
지급수단으로, 정전, 자연재해 등 예측치 못한 이유로 전자지급수단 및 지급결제시스
템에 대규모 및 장기간 장애가 발생하는 비상시 backup system으로 유용하다
(Engert et al., 2018; Federal Reserve System, 2019; Joint Authorities Cash
Strategy, 2020).
정전 등으로 시스템 장애가 발생시 모든 전자지급수단의 이용이 불가능해진다. 이
러한 상황에서 하나의 전자지급수단에 대해 다른 전자지급수단의 대체지급수단이 될
수 없고 비전자지급수단이 대체지급수단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지급수단이 바로
현금이다. 현금은 법정통화이므로 가장 안전한 지급수단으로 비상시 대체지급수단으
로 제격이다.
특히, 최근 지급결제시스템과 관련하여 단일실패점 문제(centralized points of
failure; single point of failure) 또는 단일실패 리스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어
캐나다의 경우 복수의 소액결제시스템을 구축하는 작업을 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도
복수의 신속자금이체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다(Segendorf and Wretman, 2015).
몇몇 지급수단에 대한 소비자 인식 조사를 통해 소비자들도 현금을 전자지급수단의
주요한 대체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예를 들어, 2019년 샌프란시스
코 연방준비은행(Federal Reserve Bank of San Francisco)이 실시한 소비자지급수
단 이용행태(2019 Diary of Consumer Payment Choice) 조사에 따르면 소비자들
은 현금을 전자지급수단의 주요 대체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캐
나다 소비자들은 일평균 소액거래액 보다 많은 현금을 소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Engert et al., 2018).
다. 사생활 보호
유럽의 PDS2 및 GDPR 시행을 시작점으로 전 세계 금융데이터의 중요성이 부각되
고 데이터산업이 각광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20년 1월 소위 데이터 3법(개
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이 통과되어 소비자의 데이터소유가 강화됨
과 동시에 금융데이터 즉 금융거래기록을 생산하는 것이 곧 사업이 되는 시대가 도래
하였다. 따라서 은행, 카드회사 등 금융기관은 금융데이터를 생산하는 전자지급수단
및 금융상품을 확산시키고 익명성이 보장되는 현금에 대한 서비스를 축소할 유인을
갖게 된다.
그렇지만 현금의 익명성은 양면성을 지녀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한다는 장점을 갖는
다. 신원을 밝히기를 꺼리는 기부행위는 현금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리고 개인성향
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 관리 차원에서 자신의 정보를 노출시키기를 거리는 사람이
있는데, 전자지급수단은 개인신상정보가 고스란히 노출되는 지급수단이다. 특히, 전산
해킹 등으로 전자지급수단의 data integrity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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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을 한 번에 제거할 수 있는 지급수단이 현금이다.
Wheatley(2017)는 전자지급수단이 보편화될수록 익명성 또는 사생활 보호에 대한
프리미엄이 높아져 현금사용이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하였다. Shy(2019)는 모
든 상점이 현금없는 매장으로 전환할 경우 소비자잉여가 1.4∼30.9% 감소할 거라 추
정하기도 하였다.
라. 지급서비스시장 경쟁 저하
공공부문이 발행하는 현금이 사라지면 수익성을 추구하는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지
급수단만이 존재하게 되고 네트워크 재화의 특성에 따라 결국 소수의 지급수단 만이
사용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소수의 공급자에 의해 지급서비스시장이 과점되어 시장
효율성 및 경쟁성이 저하되고 지급혁신의 강도가 약화되어 결국 소비자들의 효용 감
소로 이어질 것이다(HM Treasury, 2019).
마. 은행위기시 안전자산 상실
은행의 건전성 저하에 따라 예금자가 대량으로 예금을 인출하는 뱅크런(bank run)
은 시스템적 리스크(systemic risk)를 유발하기도 하지만 은행의 건전성 상태에 대한
정보를 시장에 확산시키는 신호(signal) 역할을 하여 은행시장의 정보효율성을 향상시
키는 기능을 한다(Chen and Hasan, 2005). 현금이 없어지면 이러한 뱅크런이 불가
능해져 은행들이 자신의 건전성 유지보다 위험추구적 행태를 보이는 도덕적 해이 현
상이 나타날 수 있다.
물론 예금자가 예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지 않고 다른 안전한 은행의 예금이나 채권,
주식 등 다른 자산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자산을 보호할 수 있다. 그렇지만
전면적인 금융위기(systemic financial collapse)가 발생할 경우에는 예금을 무위험
자산인 현금으로 인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다(Engert et al., 2018). 현
금없는 사회에서는 무위험자산이자 가치보전기능을 갖는 현금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
에 금, 국제통화, 국채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여 금융 불확실성이 증폭될 수 있다.11)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 사태 등 위기가 발생하자 현금 특히 고액권에
대한 수요가 급증한 것이 현금의 안전자산으로의 특성을 잘 보여준다.

Ⅲ. 해외 현금결제선택권 및 현금접근성 확보 동향
현금없는 사회가 진전됨에 따라 소비자의 현금결제를 보장하려는 움직임이 해외에
11) 물론 중앙은행이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대규모 현금통화를 보유하거나 개인 및 기업 등으로부터
직접 예금을 수취하거나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시중에 안전자산을 공급할
수 있다(Engert et al.,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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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등장하고 있다. 본 장에서는 미국, 덴마크, 노르웨이의 현금결제선택권 입법 동향
과 스웨덴, 네덜란드, 영국 등에서 현금유통인프라를 유지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살
펴보기로 한다.

1. 미국
1) 연방법률 차원에서의 현금결제선택권 도입 시도
가. Cash Always Should be Honored Act
2019년 5월 9일 민주당 소속 미 하원 시실라인(David Cicilline) 의원은 10명의 동
료 의원과 함께 현금결제선택권을 연방법 차원에서 보장하는 「Cash Always Should
be Honored Act(H.R.2630)」 법안을 공동으로 발의하였다.12) 일명 Cash Act라 불리
는 동 법안은 오프라인 소매상(physical retail establishment)이 대면거래에서 현금
을 지급수단으로 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어떤 거래가 금지조항 적용 대상인지 여부는 ⅰ) 오프라인 소매상점과 ⅱ) 대면거래
의 기준으로 판단한다. 즉, 금지조항은 온라인 상점, 오프라인상점의 도매거래에는 적
용되지 않으며 오프라인 소매상점이 인터넷이나 전화를 기반으로 하는 상거래에는 적
용되지 않는다.
동 법안은 ⅰ) 현금이 법정통화이며 ⅱ) 현금결제를 배제하는 행위가 불공정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현금결제 거부행위가 금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동 법안은 두 번
째 근거에 따라 불공정 및 기만 행위에 적용하는 연방거래위원회법(Federal Trade
Commission Act)의 Section 18(a)(1)(B)을 현금결제 거부 위반에 적용하고 연방거래
위원회에 현금결제 거부 위반에 대한 조치를 위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나. Payment Choice Act
2019년 5월 9일 민주당 소속 페인(Donald M. Payne, Jr.) 미 하원 의원은 41명의
동료

의원과

함께

현금결제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Payment

Choice

Act(H.R.2650)」 법안을 공동으로 발의하였다.13)
동 법안은 법도입 취지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미국 주화와 지폐는 United States
Code의 Section 5103 of title 31에 따라 법정통화(legal tender)로서의 지위를 가짐
에도 불구하고 소매상점(retail establishments)이 비현금정책(cashless policy)을 채
택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현금결제선택권을 법적으로 명확히 한다는 것이다.
동 법안의 핵심인 현금결제선택권 조항은 소매상이 현금수취의 거부를 표시하는 간
판이나 표지를 상점에 두는 방법을 써서 현금결제를 거부할 수 없으며 현금이용자에
12) https://www.congress.gov/116/bills/hr2630/BILLS-116hr2630ih.pdf
13) https://www.congress.gov/116/bills/hr2650/BILLS-116hr2650ih.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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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더 높은 가격을 책정할 수 없다고 명시한다. 그리고 전화, 이메일, 인터넷 등 원거
리 및 통신 판매에는 현금수취를 거부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였다.
현금결제를 거부당한 사람은 해당 상점에 영구적 또는 일시적 시정명령(permanent
or temporary injunction), 금지명령(restraining order) 등 예방구제(preventive
relief)를 위한 민사소송(civil action)을 제기할 수 있는 제재조항을 두었다. 이와 더
불어 현금결제를 거부한 상점은 실제 손해액(actual damage)을 배상할 책임을 지며
최초 거부시 최대 $2,500의 벌금을, 두 번째 부터는 매 건당 최대 $5,000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주 또는 시 차원에서의 현금결제선택권 도입 시도
가. 메사츄세츠
메사츄세츠(Massachusetts state)는 미국에서 처음으로 소매상거래에서 현금결제를
보장한 주이다.14) 메사츄세츠의 General Laws의 제10A조(Title Ⅳ의 Chapter
255D)가 현금구매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Discrimination against cash
buyers)이다. 동 조항은 소매상(retail establishment offering goods and services
for sale)은 소비자에게 신용에 기반한 지급수단(the use of credit)을 사용하는 것을
요구함으로써 현금구매자(cash buyer)를 차별할 수 없으며, 모든 소매상은 구매자가
제시할 경우 법정통화를 수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Zraick, 2019).
그렇지만 위반에 대한 제재 및 벌금 조항을 명시하고 있지 않아 최근 현금없는 매
장이 증가하고 있어 강제조항이라기 보다는 선언적 조항의 성격이 강해지고 있다.
2018년 메사츄세츠에서 레스토랑이 소매상에 해당되는 지에 대한 논란이 일었으며
해당 조항에서 명시하는 “소매상(retail establishment)”의 의미를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하였다(WGBH, 2018).
나. 필라델피아
➀ 현금결제선택권 도입 과정 및 취지
2018년 10월 25일 필라델피아(Philadelphia) 시의회 그린리 의원(William K.
Greenlee,

민주당

소속)은

공정거래에

관한

조례(Fair

Practices

Ordinance:

Protections Against Unlawful Discrimination)에 현금결제거부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새로운 조항(new section prohibiting retail establishments from refusing
to accept cash as a form of payment)을 추가하는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
다. 동 개정안은 2019년 2월 14일 시의회를 통과하였고 시장이 2월 27일 개정안에
서명하여 2019년 7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15) 그린리 의원은 커피 한잔을 사기 위하
14) https://malegislature.gov/Laws/GeneralLaws/PartIII/TitleIV/Chapter255D/Section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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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며 일상경제생활에서
공정성(fairness)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정안을 발의하였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Zraick, 2019).
➁ 주요 내용
개정조례의 제9-1132조는 현금결제거부 금지(cashless retail prohibition) 조항으
로, 소비자에 대해 재화 및 용역을 판매·제공하는 사람은 ⅰ) 판매대금 수취에서 현금
수취를 거부할 수 없으며, ⅱ) 현금거래를 취급하지 않는다는 표지를 매장내 비치할
수 없으며, ⅲ) 현금지불고객에게 비현금지불고객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다
고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동 조항은 “소매(retail)”는 매장에서 직접 이루어지는 거래를 뜻하며, ⅰ)
전화, 우편, 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통한 거래, ⅱ) 주차시설(parking lots and
parking garages), ⅲ) 회원제로 소비재를 판매하는 도매클럽(wholesale club), ⅳ)
제휴 모바일앱(affiliated mobile device application) 가입을 필수로 하는 회원제를
두고 회원에게만 소비재를 판매하는 경우, ⅴ) 통상 보증금 선납을 요구하는 소비재
또는 숙박시설 대여(rental of consumers goods, services, or accommodations),
ⅵ) 직원과 직원외 인력을 대상으로 사업장 내에서만 제공되는 소비재는 해당 조항에
서 의미하는 소매거래에 속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현금수취를 거부하는 소매
상에게 최대 2,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 뉴저지16)
➀ 현금결제선택권 도입 과정 및 취지
2018년 1월 9일 뉴저지 주 의회(New Jersey Assembly)의 모리아티(Paul D.
Moriarty, 민주당 소속) 의원과 레이놀드잭슨(Verlina Reynolds-Jackson, 민주당 소
속)

의원은

소비자의

지급에

관한

법(AN

ACT

concerning

payments

by

consumers and supplementing P.L.1960, c.39)에 현금지급 소비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Prohibits discrimination against cash-paying consumers)을 추가
하는 개정안을 발의(법안번호: A5146)하였다. 동 개정안은 2019년 3월 1일 본의회에
서 찬성 72표, 반대 2표, 기권 6표로 통과되었고 같은 해 3월 18일 주지사가 승인하
여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➁ 주요 내용

15) https://phila.legistar.com/LegislationDetail.aspx?ID=3710586&GUID=FD85947F-8151-4DB59949-AF6FEF14A9C9&Options=ID|Text|&Search=180943
16) https://www.njleg.state.nj.us/bills/BillsByNumber.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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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결제선택권을 명시하는 조항(C.56:8-2.33)은 소매점에서 재화 및 용역을 판매·
제공하는 사람은 구매자에게 신용지급을 요구하거나 현금수취를 거부해서는 안되며
구매자가 지급수단으로 법정통화를 제시할 경우 이를 수취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이를 위반한 사람은 최초 위반 시 최대 2,500달러, 2회 위반 시 최대 5,000달러의
민사 벌금(civil penalty)의 대상이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3회 위반시부터는 위법행
위(unlawful practice)로 간주된다. 3회 위반 시 10,000달러, 4회 위반 이상에는
20,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New Jersey State Legislature, 2018).
아울러 ⅰ) 각 터미널에서 하나 이상 음식점이 이미 현금결제를 허용하고 있는 공
항 내의 음식점, ⅱ) 지자체가 소유하는 주차시설, ⅲ) 모바일결제만 지급수단으로 허
용하는 주차시설, ⅳ) 자기앞수표(cashier’s check) 또는 지불보증수표(certified
check)를 취급하는 렌터카업체 등은 현금결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라. 샌프란시스코 시
2019년 5월 샌프란시스코 입법기구(San Francisco Board of Supervisors)는 현
금결제선택권을 보장하는 조항을 조례(Police Code)에 추가하였다.
➀ 현금결제선택권 도입 취지
San Francisco Board of Supervisors는 현금결제선택권을 도입하는 취지를 포용
성(inclusivity)이라고 밝히고 있다. 시당국은 신용카드 발급이 거부되거나 은행계좌를
보유하지 못하는 시민들의 소비능력은 소매거래에서 현금사용이 가능 하느냐에 따라
좌우되기

때문에

현금결제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San

Francisco Board of Supervisors, 2019). 현금결제 가능여부가 중요한 계층으로 아
프리카 및 남미 계통의 시민, 신용카드 발급 연령이 안되는 청소년층, 전자지급수단에
익숙지 않은 고령층, 노숙자 및 이민자 등 취약계층 등이 대표적이라 언급하였다.17)
현금수취를 거부하는 것은 이러한 계층을 경제생활에서 배제하는 것과 다름이 없으며
따라서 현금결제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하였다. 현금은 익명성이 보장되는 가장
접근성이 우수한 지급수단이어서 현금결제선택권 확보가 익명성 및 금융생활의 독립
성 보호 측면에서도 중요하다고 보았다.
➁ 주요 내용
샌프란시스코의 조례는 상당히 구체적으로 현금결제선택권이 적용되는 소매상 및
17) 2017년 미국예금보험공사(FDIC: 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아프리카계통 가계의 17%, 남미계통 가계의 14%가 은행계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2005년 샌프
란시스코의 조사에 따르면 시에 거주하는 아프리카 및 남미 계통 가구의 절반 정도가 은행계좌를
미보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an Francisco Board of Supervisors,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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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소매상은 고정된 물리적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영업점
을 말하며 통신판매, 이동운송수단(예: 푸드트럭), 임시적 장소(temporary physical
premises) 등을 포함하지 않는 개념으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소매상은 전문적
서비스를 제외한 재화 및 용역의 판매에서 현금을 수취하여야 하며 현금결제에 대해
서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다른 조건을 붙일 수 없다고 명시하였다(제5503조).
동 조례는 전문서비스에 대해 현금결제선택권을 보장하지 않도록 예외를 인정하였
고, 예외 대상 전문서비스를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회계사, 건축가, 변호사, 금융상담
사, 보험회사, 인테리어 디자이너, 소프트웨어 개발자, 경영 컨설턴트 등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이에 해당하며, 미용, 신발수리, 제단, 세탁 그리고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가 제공하는 의료서비스는 전문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의료서비
스를 전문서비스 영역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필수재에 해당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리고 소매상은 ⅰ) 위조지폐로 의심되는 경우, ⅱ) 액면가가 20달러보다 큰 고액
권, ⅲ) 5,000달러가 넘는 단일 거래(single transaction)에서 5,000달러(소비세 등
세금 포함)를 초과하는 금액 등에 대해서 현금결제를 거부할 수 있다(제5504조). 동
조례는 해석의 모호함을 없애기 위하여 예외에 속하는 경우에 대한 예시를 제시하고
있다. ⅱ)는 20달러 이상의 상거래에 대해 현금수취를 거부해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
라 100달러 이상 거래에 고객이 액면가가 20달러 미만의 권종으로 결제할 때 소매상
은 현금수취를 거부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ⅲ)의 5,000달러는 물건 하나의
가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물건을 한 번에 구매하는 거래금액을 의미한
다. 그리고 ⅲ)의 5,000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의 의미는 거래 대금이 7,000달러일 경
우 5,000달러에 대해서는 현금결제를 허용하지만 나머지 2,000달러에 대해서는 현금
결제를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동 조례는 San Francisco County Sealer에게 현금결제선택권 조항(제5505
조)을 강제할 권한을 부여하고 규정 또는 지침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현금결제선택권을 준수할 의무는 소매상의 주인(owner)에게 있지 직원(employee) 또
는 하청업자(independent contractor)에게 있지 않다고 명시함으로써 의무 적용 대
상을 분명히 하였다.
그리고

현금수취거부

의무

위반은

법규

위반(infraction)

또는

경범죄

(misdemeanor)에 해당한다고 보고, 첫 위반에는 50∼100달러의 벌금, 첫 위반이 발
생하고 12개월 이내 다시 위반한 경우에는 100∼200달러의 벌금, 두 번째 위반이 발
생하고 12개월 이내 다시 위반한 경우에는 500∼1,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
였다.18) 그리고 위반인은 제재절차에 소요되는 모든 행정비용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
시하고 있다(제5505조 제e항).
마. 뉴욕 시

18) n-1번째 위반(N>5)이 발생하고 12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서 n번째 위반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500~1,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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➀ 현금결제선택권 도입 과정
2018년 11월 28일 뉴욕 시의회의 토레스 의원(Ritchie J. Torres, 민주당 소속)은
뉴욕시 법률(administrative code)에 소매상의 현금수취 거부를 금지하는 조항을 포
함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이 개정안은 2020년 1월 23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나 2020년 2월 24일 시장이 서명을 거부함에 따라 반려된 상태이다.19)
② 현금결제선택권 도입 취지20)
뉴욕

시의회의

「소비자

문제

및

사업허가에

관한

위원회(Committee

on

Consumer Affairs and Business Licensing)」는 현금수취 거부 금지조항을 도입하
는 취지를 상세히 설명하였다. unbanked와 underbanked에 대한 금융포용, 소액기
부 감소, 익명성 상실, 대체 지급수단 상실 등 뿐 아니라 아래와 같은 이유도 제시하
였다.21)
첫째는 이민자 및 가정폭력 쉼터 거주자에 대한 보호이다. 심의 위원회는 적절한
신분증명 부재, 언어장벽, 높은 수수료, 최소 예금액 조건 등의 다양한 이유로 많은
이민자들이 은행 대신에 비은행 금융서비스기관을 이용하는 현실을 지적하였다. 한편,
지역쉼터에 거주하는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주소가 노출되면 안되기 때문에 은행계좌
를 개설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약 14,000명에 달하는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은행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사설 금융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심의위원회는 소매상이 현금수취를 거부하는 사례가 증가하면 현금 또는 현
금사용자에 대한 편견이 생겨날 것이라 우려하였다. 현금이 법정통화임에도 불구하고
점점 구식이거나 더럽다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으며 이러한 인식은 현금을 사용하는
사람이 열등하다는 선입견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보았다.
다음으로, 심의 위원회는 신용카드보다 현금을 지급수단으로 사용할 경우 충동적
소비를 할 확률이 낮아지고 가계소비의 합리성이 높아진다고 주장하였다. 실제로
Bertaut et al.(2008), Fusaro(2013), Borzekowski et al.(2008) 등 많은 학술연구들
이 이와 같은 주장을 뒷받침한다.
그리고 현금사용 억제는 신용카드사의 계획이라고 보았다. 신용카드사는 결제건당
결제금액의 2~5%의 가맹점수수료를 주수익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신용카드결제를
장려하는 마케팅을 펼치며, 2017년 비자카드가 50개 소형 음식점을 선정하여 무현금
점포로 전환하도록 10,000달러를 지원한 “war on cash”가 대표적이다(NBC News,
2017).

19) https://legistar.council.nyc.gov/LegislationDetail.aspx?ID=3763665&GUID=7800AFC9-D8B141FD-9C31-172565712686&Options=&Search=
20) New York Council (2019, 2020)
21) Urban Institute의 조사에 따르면 2013년 뉴욕시 인구의 11.7%에 달하는 360,000가구가 은행계좌
를 보유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underbanked의 비중도 뉴욕시 전체 가구의 25.1%를 차
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New York Council, 2019,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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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주요 내용
식료품점 및 소매상이 소비자로부터 현금수취를 금지하는 것은 위법이라 명시하여
현금결제선택권을 보장하였다(제20-840조).
그리고

해당

조항은

법해석의

명확성을

위하여

현금,

소비재(consumer

commodity), 식료품점(food store), 소매점(retail establishment)의 개념을 정의하
고 있다. 현금은 미국 주화 및 지폐로 외국통화, 미연준이 발행하지 않은 지폐(수표,
채권, 약속어음) 등을 포함하지 않는 개념이며, 소비재는 개인, 가계 또는 가족의 소
비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소매판매(retail sale)를 위하여 생산, 분배, 제공된 물건,
재화, 상품으로 정의하였다. 식료품점은 음식과 음료를 판매하는 점포, 노점상, 이동
판매점(premise, pushcart, stand or vehicle)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소매점은 소비재가 판매, 진열, 판매를 위해 제공되거나 소비자에게 서비스가
제공되는 시설(establishment)로 정의하였다.
아울러 ⅰ) $20를 초과하는 상거래, ⅱ) 전화, 이메일, 또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
는 비대면 거래(예: 음식배달), ⅲ) 현금을 선불지급수단으로 전환하는 상점 등에서는
현금수취의무의 예외로 인정하였다. ⅲ)의 내용은 뉴욕시 규정에만 볼 수 있는 예외조
항이다. 시조례는 현금소지자는 현금을 선불지급수단으로 전환하여 결제를 할 수 있
기 때문에 이 경우 소매상이 현금결제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이다
(CNBC, 2019).22)
아울러 현금수취금지조항은 선불지급수단에 대한 운영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을 규
정하고 있다. 식료품점 및 소매상은 소비자가 현금을 선불지급수단으로 전환하는 경
우 ⅰ) 수수료를 받아서는 안되며, ⅱ) $1 이상 최소예치금액을 요구해서는 안되며,
ⅲ) 선불지급수단 이용기한 및 거래횟수(거래최소금액)를 설정해서는 안되며, ⅳ) 선불
지급수단 소지자가 예치금액 잔액증명을 요구할 때 이에 응해야 하며, ⅴ) 선불지급수
단 결제단말기 장애 발생시 현금결제에 응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소매상이 현금수취를 강제하는 수단으로 벌금조항을 두고 있다. 현금결제
최초 거부시 최대 $1,000의 벌금, 그 이후에는 각 거부 건마다 최대 $1,500의 벌금
을 부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바. 시카고 시
2017년 10월 11일 시카고 시의회의 버키(Edward M. Burke, 민주당 소속) 의원과
월터 의원(Burnett, Jr., Walter, 민주당 소속)이 시조례에 현금결제선택권 조항을 포
함시키는 개정안(Amendment of Municipal Code Chapter 4-4)을 발의하였다.

22) 현금없는 매장으로 전환하는 동시에 신용 및 직불 카드 미소지자를 위하여 매장전용 선불지급수단을
현금으로 살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사례가 미국에서 증가하고 있다. 예를 들어, 애틀랜타
소재 Mercedes-Benz Stadium도 동 방식을 채택하면서 현금없는 매장으로 전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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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은 음식점, mobile food vendor을 포함하는 소매상은 소비자가 매장 내
에서 현금 지불시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소매상에 벌금(최초 위반시
최대 $1,000, 2회 위반 이상 최대 $2,500)을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동 개정안은 2019년 5월 29일 본의회 표결을 통과하지 못해 폐기되었고,
2020년 7월까지 현재 유사한 법안이 발의되지 않은 상태이다.

2. 덴마크
덴마크는 법정통화 조항(1936년 도입) 이외에 소매거래에서 현금결제선택권을 보장
하는 현금규칙(cash rule)을 유럽에서 가장 먼저 도입한 국가이다. 반면 현금유통시
스템에 대해서는 법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1) 현금규칙 도입배경
1970년대까지 덴마크의 금융시장은 상당히 분절화(fragmented)되어 있어 다수의
은행과 저축은행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지급서비스시장에서는 현금과 수표가 대
표적인 지급수단으로 이용되었다. 특히, 상거래 대금, 임금 등이 수표로 지급되어 은
행 및 저축은행의 수표처리비용이 상당하여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1975년
들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2년간의 논의를 거쳐 1977년 은행 및 저축은행이 새로운 지급수단으로 직불카드를
도입하자는 구체적인 방안이 도출되었다. 그리고 의회, 정부, 금융기관, 상공인 등 이
해당사자들이 참여하여 직불카드 도입방안을 장기간에 걸쳐 논의 및 구체화하였고,
1984년 직불카드 지급결제시스템인 Dankort system(shared national electronic debit
card system)이 구축되었다. 그리고 의회는 직불카드 및 Dankort system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직불카드의 이용, 수수료 등을 규율하는 지급카드법(Payment Card Act)을 함
께 제정(1985년 1월 발효)하였다(Jensen, 2015).
지급카드법 제정 당시 덴마크에는 전자지급수단이 아직 도입되지 않은 단계여서
산업부장관(Minister for Industry)은 직불카드 등 전자지급수단의 다양한 성격과 전
자지급수단이 소비자, 상공인, 금융기관, 경제에 미치는 전반적인 효과를 조사하는 전
문가그룹을 구성하였다.
이 전문가그룹은 조사 및 논의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1982년 발표하였는데, 동 보
고서는 현금수취 거부를 금지하는 현금규칙(cash rule)을 도입하자는 제안과 함께 이
를 도입해야 하는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23) 이 보고서는 전자지급시스템 도입으로 지
급서비스 측면에서 취약한 소비자가 보다 더 취약한 상태에 놓이지 않아야 함을 강조
하였다. 지급카드 사용이 여의치 않은 지급인을 위하여 지급카드 이외의 다른 대체지
급수단이 존재하여야 하며 바로 이 대체지급수단이 현금이라는 주장이다.
23) 보고서명은 Rapport om betalingskort(Report on payment cards)로 덴마크어 보고서만 발표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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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그룹은 지급서비스는 경쟁적인 환경 하에서 발전할 수 있는데 덴마크의 국가
크기와 네트워크 재화의 특성인 규모의 경제(economy of scale)를 고려할 때 하나의
지급카드시스템이 구축되면 추가적으로 유사한 시스템이 구축될 여지가 적다고 판단
하였다. 즉 가장 먼저 구축된 지급카드시스템은 사실상 독점적 지위(de facto
monopoly)를 누리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고자 대
체 지급수단이 확보되어야 하며 그 첫 번째 대체지급수단이 현금이라 보았다.
이러한 보고서의 주장이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설득력을 얻게 되어 지급카드법에
현금규칙으로 성문화된 것이다. 현금규칙 제안을 주도한 주체는 소비자 옴부즈맨
(Consumer Ombudsman)이었는데 이들은 Dankort system이 투명성(transparency),
자발성(voluntariness), 보안성(security) 등 요건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설계 및 운영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중 자발성 요건이 현금규칙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다.
즉, 직불카드시스템이 구축되어도 직불카드 사용이 강제되어서는 안되며 직불카드는
소비자가 자발적인 선택에 의해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자발성 원칙이다. 자발성 원
칙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직불카드를 대체하는 여타 지급수단이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
에 가장 보편성을 갖는 지급수단인 현금이 존속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이를 확보하는
수단으로 현금규칙을 도입한 것이다.
아울러 덴마크 의회는 지급카드 사용자의 이익을 위하여 현금이용자를 차별하는 등
지급수단에 따라 소비자를 차별하거나 소비자의 구매를 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
을 현금규칙의 입법취지라 밝혔다.

2) 현금규칙의 변천과정
현금규칙이 처음 도입되었을 당시 현금수취거부 금지는 영업시간(normal opening
hours)에 적용되었다. 그 후 1992년 3월 법률 개정을 통해 산업부 장관이 특정 상황
에서 현금규칙 적용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예외조항은 무인점포
(unstaffed points of sale)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을 탈취하는 범죄가 증가
함에 따라 신설되었다.24)
2000년 제정된 특정지급수단에 관한 법률(Act on Certain Means of Payment)은
소매점에서 현금수취거부를 금지하는 현금규칙을 규정하면서 원거리 판매(remote
sales) 및 무인점포에서 현금수취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조항을 담았다. 2009
년 특정지급수단에 관한 법률은 지급서비스법(Payment Services Act)으로 대체되었
고, 이에 따라 지급서비스법이 현금규칙을 규정하는 법률로 현재에 이르고 있다.
덴마크 의회(Danish Parliament)는 2018년부터 현금규칙을 완화하도록 법을 개정
하였다. 바로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에 해당하는 야간시간에는 현금규칙을 적용하지
않도록 한 것이다. 강도범죄 위험이 큰 지역에서 현금규칙 제외시간은 오후 8시부터
오전 6시까지 확대 적용된다. 법조항 개정에 대한 설명자료는 현금취급에 따른 위험
및 비용과 현금결제선택권 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시간제한 단서를 법조항에 포
24) 지급카드를 취급하는 무인점포에 현금인출기 설치가 의무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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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한다고 밝혔다(European Central Bank, 2017). 현금취급 의무시간을 단축하면 소
매상의 현금취급비용이 낮아져 현금시스템을 원활히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
다.

3) 현금규칙의 예외조항
가. 기업성장부 장관의 권한
현금규칙에 대한 예외 인정권한은 기업성장부 장관(Minister for Business and
Growth)이 갖는다. 지급서비스법 제1조 제3항에 따라 기업성장부 장관은 현금규칙의
적용이 일부 또는 전부 면제되는 특정 서비스 또는 서비스의 특정 유형을 결정할 수
있다.
현금규칙의 면제는 면제조항을 적용할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는 등
면제권한은 제한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동 조항에 관한 입법자료(legislative
material)는 밝히고 있다. 다양한 지급수단이 사용될 여지가 상당히 제한적이고 현금
결제를 허용하기에 부당하게 힘든 상황에서만 현금규칙의 예외가 이루어져야 하며,
식권만을 받는 회사 구내식당이 이러한 상황에 해당된다.
아울러 현금규칙 면제가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현금거부를 전면적으
로 허용하는 수준으로 현금규칙 면제가 이루어지는 것은 면제권한을 통해서가 아니라
법률 개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다시 말해, 행정권(administrative power)에 해
당하는 면제 권한이 법률에 따라 성립된 규칙(statutory rule)을 무력화해서는 안 된
다는 것이다.
예외조항의 예외를 둔 경우도 있다. 2018년 야간시간(22시∼6시)에 현금규칙을 적
용하지 않게 되자 24시간 약국 등 사회에 필수적인 재화 및 용역을 판매하는 특정 상
점에 대해서 시간예외조항을 적용하지 않기로 하였다.25)
나. 특별법에 따른 예외 인정
➀ 자금세탁방지법
자금세탁방지법(Money Laundering Act)의 제2조는 5만 크로네 이상의 현금지급
을 거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해당 조항은 거래가 총액으로 이루어지든 할부
로 이루어지든 총 거래금액이 5만 크로네 이상인 경우에 적용된다.26)

25) Minister for Industry, Business and Financial Affairs는 시간조항을 적용받지 않는 특수한 예
를 규정할 수 있다(European Central Bank, 2017; Danmarks National Bank, 2020).
26) 5만 크로네(DKK)는 2020년 7월 20일 환율 기준(1DKK=184원)으로 9,245,000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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➁ 주조법
주조법(Coinage Act) 4(4)조는 거액을 주화로 지급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현
금규칙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즉, 어떤 거래에서 지급인이 각 종의 주화 25개 이
상을 포함하여 거래대금을 납부하는 경우 수취인은 이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명시하
고 있다. 대량의 주화를 수취하는 것은 상당히 성가신 일이고 경우에 따라서 괴롭힘
(harassment)에 해당한다는 것이 동 조항 도입 취지이다(Butcher and Gütler, 2006).
➂ 자율지자체법
자율 지자체(free municipalities) 시범사업(pilot project)은 정부행정의 현대화와
혁신을 위하여 사업선정 지자체에 정부 규정 및 문서행정요건 준수의무를 면제해주고
주민 편의 향상을 지향하는 행정프로세스를 자율적으로 수립·운영할 수 있게 하는 프
로젝트이다.27) 이 프로젝트는 자율 지자체법(Act on Free Municipalities)에 근거하
여 시행되었는데 동 법 11c조항은 기업성장부 장관의 승인이 있을 경우 자율 지자체
가 대주민 업무에서 현금을 취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명시하였다. 자율 지자체에 선
정된 Fredensborg는 이 조항에 근거하여 관내 주민센터(citizens service center)에
서 현금규칙의 예외를 인정해달라고 기업성장부 장관에게 요청하였고 이러한 요청이
받아들여지기도 하였다.

4) 현금규칙 위반여부 판단
현금거래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현금지불시 거래가격을 높이는) 행위는 현금규칙을
우회하는 행위로 간주된다.
온라인 판매, 무인 & 셀프서비스 지급거래(unstaffed self-service environment)
등 원거리 판매에서는 현금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무인 & 셀프서비스 지급거래의
대표적 예는 자동판매기, 무인셀프주유소 등이 있다.
셀프서비스 지급거래에 점원이 개입되는지 여부는 점원이 지급거래시점에 근무 중
인지 여부 뿐 아니라 점원의 역할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이에 대한 실질적 판단은 소
비자 옴부즈맨(Consumer Ombudsman)이 담당하고 있다.28) 간단히 두 가지 소비자
옴부즈맨의 결정을 살펴보자.
가. 운전사가 탑승한 운송수단의 유인점포 여부

27) 지자체단위의 규제 샌드박스라고 볼 수 있다. 1차 사업은 2014년에 시작되어 2015년 종료되었으나
후속 사업이 2016~2019년 간 진행되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홈페이지를 참고하길 바란다.
(https://www.opengovpartnership.org/members/ denmark/commitments/DK0041)
28) 덴마크 옴부즈맨은 사법부에 대한 조사권한과 공무원의 개별적 불법행위에 대한 기소권이 없는 권고
기관이다(강희은,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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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옴부즈맨은 버스 및 전철을 운영하는 운수업체인 Movia(Trafikselskabet
Movia)가 승객에게 탑승요금을 현금으로 수취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하였다. 버스에
는 운전기사가 탑승하지만 운전기사의 주요 역할은 운전이지 탑승요금 수취가 아니라
고 본 것이다. 소비자 옴부즈맨은 이와 같은 판단을 하면서 유인 여부(staffed)는 기
술진보와 사업체가 직원을 둔 의도를 반영하여 판단되어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Danish Payments Council, 2016).
나. 유인점포에 설치된 자동판매기의 유인점포 여부
두 번째 사례는 소비자가 라디오·TV 판매점에 설치된 셀프서비스 티켓단말기에서
축구경기관람권을 구매하려는데 현금지급을 거절당한 사례이다. 소비자 옴부즈맨은
관람권 티켓단말기에 ‘셀프서비스 기기이며 현금이 사용될 수 없다’는 문구가 제시된
경우 현금규칙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5) 현금규칙과 여타 법규정 및 원칙과의 관계
가. 현금규칙과 계약의 자유의 관계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덴마크에서는 법적으로 계약의 자유 원칙(principle of
freedom of contract)이 적용된다. 따라서 경제거래의 당사자들은 거래에 사용될 지
급수단을 합의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Buchter and Gürtler, 2006). 그럼에도 불구
하고 수취인이 지급카드 등 비현금지급수단을 취급하면서 현금수취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현금규칙이다. 다시 말해, 수취인이 지급카드 등 비현금지급수단을 취급
하는 상황에서는 계약의 자유 원칙에 따라 현금수취를 거부할 수 없다(European
Central Bank, 2017). 따라서 소매상 및 수취인은 현금없는 매장 표시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현금수취 거부 의사를 표현하여도 현금수취를 거부할 수 없다.
나. 현금규칙과 현금의 법정통화로서의 지위 관계
덴마크는 현금통화의 법정통화 지위를 법률로서 보장하고 있다. 주화는 주조법
(Coinage Act) 제4조는 주화, 덴마크중앙은행법(Denmarks Nationalbank Act) 제8
조는 지폐의 법정통화 지위를 명시하고 있다.29)
법정통화 조항은 여타 법률에 현금통화 사용에 대한 제한 요건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경우에 현금통화가 거래에서 받아들여져야 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법정
통화 조항은 현금통화가 명목가치 즉 액면가로 통용되어야 한다는 의미를 담는다고

29) 덴마크중앙은행법 제8조는 “The Bank shall have the sole right to issue notes. The notes
issued by the Bank shall be legal tender between man and man and for payments and
disbursements which take place in public pay-offices.”라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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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다(Danish Payments Council, 2016). 현금규칙은 법정통화 조항과 관련성을 갖는
것으로 일견 보일 수 있으나 European Central Bank(2017)는 이에 기반한 조항이
아니라 보았다(European Central Bank, 2017).

6) 소매상의 현금에 대한 시각
덴마크 지급협의회(Danish Payments Council)는 2016년 봄 소매상인들을 대상으
로 현금규칙 및 현금사용에 대한 견해를 파악하기 위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소매
상인들은 매출 극대화의 관점에서 결제소요시간이 짧은 지급수단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지급수단에 소요되는 비용도 소매상인의 지급수단 선호도에 큰 영
향을 미쳤다.
가. 소매상인이 인식하는 현금수취의 장점
2013년 조사에서 소매상인들은 ⅰ) 지급카드와 달리 수수료가 없다는 점과 ⅱ) 지
급과 결제가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점(지급취소 등 번거로운 점이 없음)을 현금수취의
주요 장점으로 꼽았으나, 2016년 조사에서 현금수취의 장점을 언급하는 응답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술진보에 따라 비현금지급수단의 지급처리 시간 및 비용이
감소하였기 때문으로 분석되었다.
나. 소매상인이 인식하는 현금수취의 단점
가장 큰 단점으로 현금도난위험이 지적되었다. 일부 소매상들은 경비를 강화하거나
CCTV를 설치하는 등 현금도난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였는데 이를 통해 현금
도난위험은 감소하였지만 투자비용이 발생하였다. 일부 상점은 강도위험이 존재하는
가운데 현금규칙을 준수하기 위하여 영업시간을 단축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리고 현금 취급에 소요되는 현금 보관 및 운송 등 거래비용도 현금수취의 대표적 단
점으로 나타났다.
다. 현금규칙에 대한 소매상인의 견해
식료품점, 편의점 등 소매상인은 현금규칙이 존재하지 않아도 소비자의 현금사용이
없어지지 않을 거란 의견을 갖고 있었고, 현금규칙이 완화되기를 희망하였다. 덴마크
에서 67개 점포를 운영 중인 대표적 이동통신사인 Telenor는 강도위험 등을 이유로
현금규칙이 완화되었으면 하는 의견을 갖고 있었고 현금규칙 완화로 매점 운영이 더
욱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 하였다.
덴마크의 항공사인 Luftfart는 현금규칙이 인접국가의 항공사와의 경쟁에서 불리하
게 작용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는 현금결제에 소요되는 시간 및 비용(거래비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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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결제보다 크다는 점을 함축하는 의견이다.

3. 노르웨이
노르웨이는 스웨덴과 더불어 현금없는 사회가 빠르게 진행 중인 국가이며 중앙은
행, 재무부 등 금융당국이 현금지급선택권의 중요성을 인지하여 덴마크의 현금규칙과
유사한 법조항을 도입한 국가이다.

1) 노르웨이의 현금결제선택에 관한 법조항
노르웨이 금융계약법(Norwegian Financial Agreement Act)은 소매상거래에서 현
금결제선택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노르웨이

금융기관법(Norwegian

Financial

Entities Act)은 은행의 현금서비스 제공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노르웨이 중앙
은행법(Norwegian Central Bank Act)은 현금통화와 법정통화 지위를 명시하고 있다.
가. 노르웨이 금융계약법
1999년 제정된 노르웨이 금융계약법은 금융기관과 금융소비자 간에 발생하는 계약
에 관한 사항을 다루는 법률이지만, 덴마크의 현금규칙과 유사한 소비 계약과 현금지
급에 관한 조항을 두고 있다.
동 법 제38조의 제1항은 지급거래의 수취인이 지급인에게 현금결제를 요구할 수 있
는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이 조항은 지급거래 당사자 간에 특정 지급수단을 통해 지
급거래를 하기로 합의했다면 당연히 현금결제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수취인이 현금결
제를 요구하는 경우 지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한다(Danish Payments
Council, 2016).
제38조의 제2항은 상당한 추가비용이나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한 수취인은 지급인
에게 지급수단에 관한 추가적인 요건을 제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지급인이 지급거래를 위하여 현금을 인출하려면 상당한 시간 및 금전적 비용을 들여
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취인은 지급인에게 현금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
동 조항의 내용이다(Danish Payments Council, 2016).
그리고 제38조의 제3항은 소비자는 법정통화인 현금통화로의 결제를 항상 선택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에 대한 예외조항이 존재하는데 주화 각 권종
의 25개 이상으로 이루어지는 지급을 수취인은 거부할 수 있다(Simonsen VogtWiig,
2017).
나. 노르웨이 금융기관법
금융계약법이 상거래에서 현금결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면, 노르웨이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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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법은 은행의 대고객 현금서비스에 대해 규율하고 있다. 노르웨이 금융기관법
(Norwegian Financial Entities Act)의 제2조∼제7조에 은행허가에 관한 조항으로
노르웨이 은행이 예금을 수취하고 현금을 취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금수
취는 주요 은행업무이자 권리인데, 이는 현금의 예금 및 인출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
할 의무를 포함하는 개념이라 본다(Simonsen VogtWiig, 2017).
그리고 동 법 제16-4조에 따라 은행은 예금을 수취하고 예금자의 요구에 따라 현
금을 지급할 권리 및 의무를 지닌다. 동 조항은 은행이 고객에게 현금 서비스를 제공
하면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경우를 배제하지 않는다. 아울러 동 조항은 은행이 실제로
현금취급(actual cash handling)을 반드시 해야 함을 의미하지 않는다. 즉, 은행고객
의 현금 예금 및 인출 요구가 충족되는지(은행이 동 조항을 준수하는 지)를 판단하는
것은 은행의 재량이라 본다.30)

노르웨이 중앙은행법
노르웨이중앙은행법 제1조는 노르웨이 중앙은행이 노르웨이의 공식통화인 노
르웨이 크로네(Norwegian Krone)를 발행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동 조항에서
언급하는 공식통화는 주화, 지폐, 지준통화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그리고 동 법
제13조는 노르웨이 중앙은행이 노르웨이 크로네의 유일한 발행자임을 명시하고
있다. 제14조는 법정통화 조항으로 노르웨이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현금통화는
법정통화의 지위를 갖는다고 명시하고 있다.31)
동 법에 따라 노르웨이중앙은행은 효과적인 지급결제시스템 체계를 갖출 의무
를 갖는데 이는 시중에 현금화폐에 대한 부족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금을 충
분히 생산하고 현금이 민간이 원하는 만큼 보급될 수 있도록 은행에 배분하는
것도

포함한다. 이에

따라 노르웨이중앙은행은 전국에

5개 현금보급거점

(central bank depot)을 운영하고 있다.

최근 들어 많은 은행지점이 무현금점포(cash-free physical branch)로 전환되고
지점의 금융 상담 및 컨설팅 기능을 강화하는 추세이다. 무현금점포를 방문하여 현금
서비스를 요구하는 고객에게는 우체국이나 bank in store를 소개하고 있다. 무현금
점포가 제16-4조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으나, 제16-4조는 상당히 관대하
게 해석되는 추세이다(Simonsen VogtWiig, 2017).
한편, 제16-4조 제2항에 따라 재무부(Ministry of Finance)는 「대고객 현금업무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노르웨이 중앙은행 및 금융감독
원(Norwegian Financial Supervisory Authority)은 2016년 9월 29일 이러한 규정
30) Preparatory Work(Prop. 125L, 2013-2014) p. 105.
31) 법정통화의 의미는 노르웨이 금융계약법의 제38조와 함께 해석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두 법 간에 충
돌이 발생하는 경우 노르웨이 금융계약법이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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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도입하는 제안서를 발표하기도 하였다.
2) 법조항에 대한 유권 해석
가. 공공운송수단 탑승시 현금수취 거부 가능 여부
2012년 3월 산업 협회(Industrial Organization) 중 하나인 NHO 서비스는 재무부
에 공공운송회사가 법적으로 현금 수취를 거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
하였다. 이에 대해 재무부는 “노르웨이 중앙은행법 제14조와 노르웨이 금융계약법의
제38조를 준수하여 운송회사는 취급하는 지급수단을 결정해야 한다고 유권해석하였
다.32) 법무부도 2013년 4월 이 사안에 대해 유사한 유권해석을 내렸다(Simonsen
VogtWiig, 2017).
나. 점포내 현장구매가 아닌 경우 현금수취 거부 가능 여부
2013년 4월 12일 법무부는 점포 내에서 물건판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도 노
르웨이 금융계약법 제38조가 적용되는 지에 대해 질의를 받았다. 소비자가 이 서비스
가 제공되는 여러 장소 중 특정 장소에서 현금 구매를 희망하는 사례에 속한다. 원칙
적으로, 판매자인 거래대금 수취인의 영업장소에서 거래가 이루어질 경우 소비자는
현금으로 거래대금을 지불할 권리를 갖는다고 하였다(Simonsen VogtWiig, 2017).
다. 현금결제가 불가능한 주차장 자동요금납부기 설치
2010년 10월 18일 법무부는 Trondheim 지자체가 설치한 현금지급이 불가능한 주
차장 자동요금납부기가 노르웨이 금융계약법 제38조를 위반하는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하였다(2010 No. 5585/2010). 법무부는 소비자에게 불리한 방식으로 제38조가 손상
되어서는 안되며 현금결제가 불가능한 주차 요금납부기는 설치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
였다(Simonsen VogtWiig, 2017).
라. 현금통화와 전자지급수단에 동등한 법적 지위 요구
2011년 11월 몇몇 산업단체들은 재무부에 현금통화와 전자지급수단에 지급수단으
로서 동등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방안의 장단점을 검토해달라고 탄원하였다. 재무
부는 2012년 1월 노르웨이 중앙은행법 제14조를 근거로 소비자는 항상 현금으로 지
급거래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고 답변하였다(Simonsen VogtWiig, 2017).
재무부는 전자지급수단 사용이 도난범죄를 예방하고 때에 따라 현금보다 비용효율
32) A consumer always has a right to make settlements with legal tender at the recipient’s
lo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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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측면에서 우수하다고 인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 및 상공인에게 현금수
취를 거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 소비자가 결제수단 선택에 있어서 갖는 예측가능성
(predictability)이 약화되고 비현금지급수단을 사용할 능력이나 여건이 안되는 소비자
에게 중대한 문제를 초래한다고 답변하였다(Simonsen VogtWiig, 2017).
3) 노르웨이금융계약법 제38조에 관한 이해당사자 입장
현금없는 사회가 진전되면서 노르웨이금융계약법 제38조와 관련된 소비자의 현금지
급권리가 논란이 되고 있다.
가. 유지 또는 강화 입장
유지 또는 강화 입장을 대변하는 주요 주체는 금융당국과 법무부이다. 2017년 4월
5일 재무부는 연차보고서를 발표하면서 현금지급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
밝혔다. 또한 정부에 현금결제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을 하나의 책무(mandate)로 부여
하는 것이 현금지급체계를 확보하는 하나의 방안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재무부는 현
금이 완전히 퇴장할 경우 개인데이터 보호와 사회 안전(society’s safety)에 발생할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노르웨이 중앙은행 및 금융감독원은 2016년 공동으로 은행의 현금취급에 관한 규
정을 마련할 것을 재무부에 제안하였다. 이 제안서는 전자지급결제시스템이 마비되는
비상상황에서 현금이 가장 적절한 지급수단으로 사용될 것이고, 그러므로 현금지급에
관한 권리를 수정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두 기관은 비상시 현존하는
전자지급결제시스템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현금결
제 거부를 용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노르웨이 법무부(Norwegian Ministry of Justice)는 현금수취거
부 건에 대한 유권해석이 요청되는 경우 금융계약법에 명시된 현금지급권리는 유효하
다고 판단하였다.
나. 완화 입장
국세청, 보수당, 기업 등은 현금결제선택권을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지하고 있
다(Simonsen VogtWiig, 2017).
노르웨이 국세청(Norwegian Tax Administration)은 현금없는 사회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고액권을 폐지하고 현금결제의 상한선을 법적으로 도입할 것을 제안하
였다. 노르웨이 국세청은 자금세탁, 세금회피 등에 현금이 악용되기 때문에 현금결제
선택권 완화를 찬성한다고 밝혔다.
현재 중도우파 연립정부를 구성하는 정당 중 하나인 보수당(Conservative Party,
Høyre)은 현금결제선택권 완화를 주장하는 대표적 정당이다.33) 보수당이 구성한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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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결제에 관한 자체 위원회는 2017년 1월에 2030년 완료를 목표로 현금없는 사회를
진행해야 하며, 2020년까지 중앙은행이 발행한 현금화폐의 법정통화 지위를 박탈해야
한다고 의견을 내놓았다(Simonsen VogtWiig, 2017).
기업 및 상공인들은 도난위험, 높은 현금취급비용을 이유로 현금결제선택권 완화를
지지하는 입장이다. 2014년 노르웨이중앙은행은 2013년 현금지급과 관련된 총비용이
30억 크로네에 달한다고 추정하였으며, 현금거래 건당 평균비용은 7.1 크로네로 카드
결제 건당 비용인 4.14 크로네보다 높은 것이 사실이다. 아울러 노르웨이의 자금세탁
방지법은

불법자금거래

및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고객알기제도(Know

Your

Customer)를 두고 있는데, 동 제도에 따라 판매기업이 판매대금으로 4만 크로네를
초과하는 현금을 수취하는 경우 자금원천을 파악해야 한다.34) 소상공인들의 경우 지
급인의 자금출처 등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치 않은 것이 현실이므로 현금결제
의 상한을 두는 등의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4) 현금결제선택권 및 현금서비스에 대한 금융당국의 점검
가. 현금결제선택권
2019년 재무부는 금융계약법에 현금결제선택권(제38조)이 명시된 이후 지급서비스
환경이 크게 변하여 현행 조항이 적절한 지를 조사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재무부는
소비자의 현금접근성과 현금결제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원칙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기본방침을 확인하였고, 현금결제선택권 적용범위 등 법조항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Norwegian Ministry of Finance, 2019). 한편, 노르웨이
중앙은행은 금융소비자 사적 계약에 일종의 표준조항(standard terms)으로 현금결제
선택권이 양도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명확히 법률에 명시해야 하며 현금결제 거부에
대한 제재조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법무부는 금융계약법 개정을 준비 중에 있는데, 재무부는 제38조 개정 여부를
면밀히 살펴보아야 한다는 의견을 법무부에 제시하였다(Norwegian Ministry of
Finance, 2020).
나. 은행의 현금서비스체계
은행은 고객에게 현금의 예금 및 인출 등 현금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를 가지는데,
2017년 금융감독원은 은행이 고객에게 현금의 예금 및 인출 등 현금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를 준수하는지를 검사하였고 동 의무가 좀 더 엄격히 규정되어야 하는지를 평가
33) 보수당은 2013년부터 여당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2017년 총선에서 총 169석 중 45석을 차지하
여 진보당, 자유당, 기독민주당과 연립정부를 구성하였다. 2020년 1월 진보당이 연립정부에서 탈퇴
함에 따라 2020년 7월 기준 연립정부의 의석은 이회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이며 차기 총
선은 2021년 9월에 예정되어 있다.
34) 2020년 7월 23일 기준 4만 크로네는 5,250,592.92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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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동 검사에서 금융감독원은 은행 지점창구의 현금서비스가 ATM, 현금예금기
기(cash deposit machine), 상점의 캐쉬백 서비스(in-store cashback service), 우
체국의 현금서비스 등으로 상당 부분 대체되었음을 확인하였고, 현재 현금서비스 체
제가 전반적으로 소비자의 수요를 만족시키고 있지만 은행권이 협력하여 서비스 체제
를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35)
향상을 유도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은 규제에 의한 강제적 방법과 은행권의 자율적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재무부를 비롯한 노르웨이 중앙은행과 금융감독원은 은행권
이 협력하여 현금서비스 공동제공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규제보다 효율적인 방안이라
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재무부는 현금서비스 제공 의무에 대한 규제를 규정화할
수 있지만 이는 규제비용을 초래하므로 은행권이 자발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본 것이다(Norwegian Ministry of Finance, 2018).
한편, 재무부는 2018년 4월 17일 전자지급시스템의 장애로 인해 현금수요가 증가
하는 경우를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은행에 지도하였으며, 은행의
지급서비스

제공

능력에

관한 표준사항을

정하는

새로운

규제조항(regulatory

provisions)을 마련하여 2019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 동 규정에 따라 개
별 은행은 2019년부터 현금수요가 갑자기 증가할 리스크를 정량 및 서면 평가하고
이에 맞게 현금서비스 제공방안을 조정해야 하게 되었고, 2019년 금융감독원
(Finanstilsynet)이 이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도록 요청하였다. 점검 결과, 대부분의
은행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드
러났다.36)
그리고 금융당국이 은행권 공동으로 현금서비스 체제를 자발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은행권의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자, 재무부는 2019년 말까지 은행권이 공동 현금서비스 제공체제를 마련하는데 합
의하지 않는다면 은행의 현금서비스 제공 의무를 법적으로 규정하는 것을 검토할 예
정이라 밝혔다(Norwegian Ministry of Finance, 2019).
재무부의 방침에 대응하여 2019년 은행권은 금융인프라 회사인 Finance Norway
와 Bits AS와 협력하여 상점에서 현금을 입출금할 수 있는 공동 시스템을 개발하였
다. 그리고 2019년 12월 Bits AS는 은행들이 타 은행 고객에게 현금서비스를 제공하
는 것을 가능케 하는 규칙을 제정하였다. 또한 많은 은행들은 BankAxept system 가
입 상점에서 자신들의 고객들에게 예금 및 인출 서비스를 2020년 상반기에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재무부는

1년간

이러한 공동현금서비스를

운영한

후

추가적인

공동대응대책

(additional collaborative solutions)이 필요한 지를 평가할 계획이다.

35) 422개 지자체 중 124개 소규모 지자체에는 은행지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지만 대
체 서비스 채널을 통해 현금서비스가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하였다(Norwegian Ministry
of Finance, 2018).
36) 금융감독원의 조사결과, 개별 은행은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현금서비스가 충분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향후 현금서비스를 축소할 의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Norwegian Ministry of Finance,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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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차원의 현금결제선택권 관련 규정 현황
EU 법률은 유로화의 법정통화지위를 명문화하고 있지만 법정통화지위가 현금
수취 거부를 금지하는 조항이 아니라는 견해가 일반적이며, EU차원에서 현금결
제선택권을 명문화하지 않고 있다(BEUC, 2019).
그렇지만 유럽연합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2010년 유로화의 법적
지위의 적용범위 및 효과에 대한 권고안(Commission Recommendation)을 발
표하였다. 동 권고안은 소매거래에서 현금이 지급수단으로 받아들여져야 하며
현금수취 거부는 신의성실원칙에 따른 예외적인 경우(예: 거스름돈이 없는 경우)
에만 허용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European Commission, 2010).
아울러 고액권도 소매거래에서 통용되어야 하며 고액권 수취 거부는 신의성실
원칙에 따른 예외적인 경우(예: 지폐 액면가에 비해 결제금액이 너무 작은 경우)
에만 가능할 것이라 명시하고 있다. 또한 현금지급인에 대해 추가비용을 납부하
도록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동 권고안은 법적 효력을 갖지 않지만 유럽연합 역내 국가의 현금관련 정책
수립에 참고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한편, EU 역내 국가에 적용되는 불공정 소비자계약에 관한 지침인 COUNCIL
DIRECTIVE 93/13/EEC는 소비자계약이 상당히 불공정하고 신의성실 원칙에
위반되어 거래당사자 권리에 상당한 불균형을 발생시켜 소비자에게 손실을 초래
하는 계약을 불공정 소비자계약이라 정의하고 있다.37) 동 지침을 근거로 특정 상
황에서 현금결제를 거부해서는 안된다는 견해도 존재한다. 즉, Scholten(2017)은
현금결제를 거부하는 상점 이외에 인근 상점에서 현금결제를 원하는 소비자가
자신이 구매하고자 하는 물건을 구하지 못할 경우가 소비자에게 상당한 불균형
을 유발하는 사례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는 현금수취를 거부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였다.

4. 스웨덴
현금없는 사회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스웨덴은 대형은행에 현금서비스 취급
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지급서비스법을 개정하여 2020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렇지
만 스웨덴은 계약의 자유를 현금결제선택권 보다 우선시 하여 덴마크, 노르웨이와 달
리 소매상거래에서 현금수취를 의무화하는 조항을 도입하지 않고 있다. 스웨덴 중앙
은행도 현금결제선택권을 도입하는 것은 긍정적 효과보다 부정적 효과가 더 크다는
입장이다(Segendorf and Wilbe, 2014).
37)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A31993L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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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급서비스법 개정의 주요 내용
가. 추진 과정
2016년 12월 재무부는 스웨덴 중앙은행의 현금공급 기능 및 권한을 강화할 필요성
을 의회에 제기하였고 의회는 이 사안을 다룰 위원회를 구성하고 「스웨덴중앙은행 위
원회(Riksbank Committee)」라고 명명하였다. 동 위원회는 2018년 6월 대형 은행에
현금서비스 취급을 의무화하여 스웨덴 내 현금접근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내용으로 하
는 중간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였다. 그리고 2019년 6월 재무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급서비스법 개정안을 일반에 공개하였고, 9월 26일 국회에 해당 법안이 상정,
11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지급서비스 개정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었는데, 시범도입기간인 2020년을
거친 후 2021년 1월 1일부터 실질적으로 도입된다.
나. 현금서비스 취급 의무 도입 취지
현금서비스 취급 의무를 도입한 궁극적 목적은 현금접근성을 향상시켜 현금의 지속
적 사용을 유도하는 것이다. 특히, 노인층, 이주자, 장애인, 디지털소외계층, 격지 거
주자 등 현금의존도가 높은 계층의 소비생활과 지급수단 접근성 유지를 목적으로 한
다. 현금접근성이 낮아지면 현금이용비중이 낮아지고 비현금지급수단에 대한 접근성
이 낮은 취약계층을 사회 또는 지역경제에서 배제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
에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미연에 예방하자는 것이다.
스웨덴 재무부 장관인 Per Bolund은 “스웨덴 정부는 농촌지역을 포함하여 스웨덴
내 모든 지역에서 현금에 대한 접근과 현금지급 지속적으로 가능하길 바란다”고 현금
서비스 취급 의무 도입 취지를 밝혔다. 그리고 “은행이 지속적으로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에서 현금서비스를 축소하는 상황에서 대형은행이 스웨덴 전 지역에서 현금서비
스를 유지할 특별한 책무를 갖는다”고 강조하였다(Lepecq, 2020).
다. 주요 내용
➀ 현금서비스 제공 의무조항
개정지급서비스법 제9장 제1조는 현금서비스 제공의무를 명시하는 조항으로 세 개
의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단락은 지급계좌(payment account)를 취급하는 은행이 지급계좌를 보유
하는

모든

소비자에게

국내

전역에

걸쳐

적정

수준의

현금인출서비스(cash

withdrawal service)를 제공할 것을 요구한다. 두 번째 단락은 지급계좌를 취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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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 기업들이 지급계좌에 현금을 입금할 수 있도록 국내 전역에 걸쳐 영업시간 중
에 적정 수준의 현금입금서비스(daytime cash deposits service)를 제공할 것을 요
구한다.
세 번째 단락은 예금수취잔액이 700억 크로나를 초과하는 은행이 현금서비스 제공
의무 대상에 해당한다고 명시한다.38) 2020년 7월 기준 동 조항의 적용을 받는 은행
은 6대 대형은행이며, 이들 은행은 ATM운영업자 등 여타 현금서비스 제공기관과 제
휴를 통하여 현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39) 고객에 지급계좌를 제공하는 은행은 이
미 고객에게 현금인출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지만, 동 조항은 고객에 대한 현금인출
서비스와 비고객에 대한 예금서비스의 적정성을 추가적으로 다룬다.

“적정 수준”에 대한 논의
개정된 지급서비스법에서는 “적정 수준”에 대해 정확히 정의하고 있지 않다.
그렇지만 동 법안 개정과정에서 「스웨덴중앙은행 위원회(Riksbank Committe
e)」에서 작성한 중간보고서(interim report)는 99%의 스웨덴 국민이 거주지 또
는 사업장에서 25킬로미터 이내에 현금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하
였다(Arvidsson, 2019). 2019년 9월 재무부가 의회에 제출한 법안에 첨부된 입
법자료에 따르면 25킬로미터 원칙을 적용할 경우 스웨덴 전체 인구의 0.29%에
속하는

29,000명이

현금서비스

지점으로부터

25킬로미터

이상의

거리에,

17,000명(0.17%)은 30킬로미터 이상의 거리에 거주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
다.(Finansdepartementet, 2019).
한편 유럽중앙은행은 동 조항에 등장하는 적정 수준이 접근성(accessibility)
과 근접성(proximity)을 포함하는 개념이라 보았다(European Central Bank,
2019).

동 조항은 일반적인 의무조항이라기 보다는 ‘특별 의무조항’의 성격을 갖는다. 스웨
덴에서는 계약의 자유 원칙이 시민법(civil law)에 따른 계약과 합의에서 광범위하게
적용된다. 금융소비자와 은행과의 계약관계에도 계약의 자유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은행 지점은 문서 또는 구두로 고객에게 현금서비스를 취급하지 않음을 고지함으로써
비현금 점포로 지점을 운영할 수 있다. 계약의 자유원칙을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현금
이 전국적으로 지급수단으로 통용되는 것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는 판단하여 일부
은행들에게 의무를 부과한 것이기 때문에 특별 의무(special obligation; special
responsibility)에 해당하며, 특별 의무이기 때문에 모든 은행에 부과하지 않은 것이
다. 스웨덴중앙은행도 이 의무를 특별의무라고 본다(Sveriges Riskbank, 2019).

38) 700억 크로나는 2020년 7월 26일 환율(1크로나=135.85원) 기준으로 9,509,527,685,000원에 해당한다.
39) 5개의 국내은행(SEB, Svenska Handelsbanken, Nordea Bank, Swedbank, Länsförsäkringar
Bank)과 1개 외국계 은행(Danske Bank)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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➁ 관할당국 및 권한
재무부와 재무부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우정통신부(Swedish Post and Telecom
Authority)는 현금서비스 의무조항의 구체적 요건을 정할 수 있으며(제13조), 금융감
독원은 의무조항을 위반한 은행에 대한 제재권한을 가진다. 그리고 우정통신부는 감
독에 필요한 자료를 제1조에 해당하는 은행에 요구할 수 있다(제3조).
➂ 시정조치 등 제재
우정통신부는 위반사례를 발견하면 제4조에 따라 이를 스웨덴 금융감독원(Swedish
Financial Supervisory Authority)에 통보하고 스웨덴 금융감독원은 제5조에 따라
시정조치(remedial action)를 위반 기관에 명령할 수 있다.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금융감독원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위반 기관이 유
럽경제지역(EEA: European Economic Area) 역외 국가에 본점을 둔 외은지점일 경
우 금융감독원은 시정명령(remedial injunction), 영업정지, 성명, 경고, 은행인가 취
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한편 위반 기관이 역내 국가에 본점을 둔 외은지점일
경우 해당 국가의 금융감독당국에 법위반사항을 통보하고 자체적으로 행정적 조치를
취할 수 없다(European Central Bank, 2019).40)
➃ 시정조치 예외조항
제6조는 ⅰ) 현금접근성이 충분히 확보되고 있는 경우 또는 ⅱ) 현금접근성을 확보
받지 못하는 인원수가 극소수인 경우 우정통신부는 제4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위반
사항을 통보하지 않을 수 있으며 스웨덴 금융감독원은 제5조에 따라 시정조치를 내리
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한다.
➄ 벌금 부과
제7조부터 제10조는 벌금에 관한 사항을 다룬다. 제7조는 ⅰ) 현금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고객 수(1천명 이하 절사), ⅱ) 특별의무대상기관의 평균 예금수취잔액 대비
위반기관의 예금수취잔액, ⅲ) 5,000크로나의 곱으로 벌금액을 산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8조는 제7조의 공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너무 커서 은행이 영업을 수행하기 어
려울 상황에 처하면 안되기 때문에 벌금의 상한(maximum)을 ⅰ) 전년도 매출액의
10%, ⅱ) 이익금의 2배, ⅲ) 5백만 유로에 해당하는 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제한한
다.
40) 외은지점의 본국 금융감독당국이 위반사실을 통보받고 일정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그리고
취한다면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지급서비스법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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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제9조는 벌금은 위반 건별로 부과한다고 규정하며 제10조는 벌금집행에 관
한 사항은 Swedish Banking and Financing Business Act(2004: 297)의 제15장을
준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라. 스웨덴중앙은행의 입장
스웨덴 중앙은행은 지급서비스법 개정이 현금의 지급수단으로서의 위치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고 밝히면서 몇 가지 개선사항을 제시하였다
(Sveriges Riksbank, 2018).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의무조항 적용 대상을 대형은행 뿐 아니라 소형은행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
장하였다. 현금서비스는 은행의 기본적인 업무에 해당하므로 은행업 허가에 따라 은
행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이 현금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
이다. 따라서 의무대상 현금서비스 범위를 확대하여 은행에게 기업 뿐 아니라 개인의
예금도 수취할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견해는 개인예금
수취가 은행의 기본업무이며 인출을 할 수 있다면 예금을 할 수 있게 보장되어야 한
다는 생각에 기반한다.41) 스웨덴중앙은행은 개인예금수취가 의무대상 현금서비스 범
위에 포함되지 않게 법이 제정될 경우 우정통신부에 은행의 개인예금수취 행태에 관
해 모니터링을 할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더불어 현금서비스 수준의 적정성을 우정통신부가 판단함에 있어서 스웨덴중
앙은행과 상의하도록 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2) 소매상 현금수취 거부 자유에 대한 논의
가. 계약의 자유 원칙의 우위
스웨덴중앙은행법 제5장 제1조에 따라 스웨덴 크로나(SEK)는 법정통화의 지위를 가
지지만 법정통화의 지위가 곧 모든 상거래에서 반드시 현금통화가 사용될 수 있음을
의미하지 않는다. 스웨덴 최고행정법원(supreme administrative court)은 현금통화
가 법정통화이기는 하지만 시민법(civil law)에 따른 계약과 합의에서는 현금통화가
지급수단으로 사용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HFD 2015 ref. 49). 따
라서 상점, 음식점 등 소매상들은 계약의 자유에 따라 상거래에서 사용될 지급수단을
특정할 수 있다. 간판이나 구두로 현금없는 매장임을 나타내는 방식으로 소매상은 지
급수단으로 현금을 수취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소비자에게 전달할 수 있으며 이에 대
한 별도의 조치를 할 필요성은 없다고 본다.
「스웨덴중앙은행 위원회(Riksbank Committee)」도 소매상거래에 현금수취를 의무
화할 경우 계약의 자유를 제한 또는 침해하고 지급비용을 상승시킬 거라는 견해를 가
41) 「스웨덴중앙은행 위원회」는 예금수취를 의무화하지 않아도 개인고객이 예금을 할 수 있는 다양한 경
로가 유지될 거라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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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 현금결제선택권을 지급서비스법 개정에 포함하지 않았다(Sveriges Riksbank,
2018).
나. 현금결제선택권 보장 판례
현금결제선택권이 보장되는 예외적 사례가 존재한다. 2015년 스웨덴 최고행정법원
(Supreme Administrative Court)은 환자가 진료비 등을 현금으로 납부할 경우 공공
의료서비스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고 판결(HFD 2015 ref. 49)하였다(Sveriges
Riskbank, 2019).
다. 스웨덴 중앙은행의 입장
스웨덴 중앙은행은 법정통화 개념을 보다 명확히 하여야 한다는 견해를 갖고 있으
며, 이런 의견을 2018년 재무부가 지급서비스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구하는 과정에
서 제기하기도 하였다(Sveriges Riskbank, 2018).
그렇지만 스웨덴 중앙은행은 모든 거래에 대해 현금결제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은 디
지털 혁신을 저해하고 사회적 비용이 크다고 지적하였다. 시장의 힘에 의해 현금의
이용비중 및 선호도가 감소하는 가운데 현금결제선택권을 법적으로 도입하면 현금을
지급수단의 표준으로 만드는 일종의 lock-in effect를 유발하여 지급서비스시장의 혁
신을 저해할 수 있다고 보았다(Segendorf and Wilbe, 2014).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웨덴 중앙은행은 현금 의존도가 높은 계층이 존재하기 때문에
공공의료서비스, 주차, 공공운송, 보육 등 공공재와 의약품, 식료품, 주유 등 필수재에
대해서는 현금수취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제한적 도입 방안을 제시하였다(Segendorf
and Wilbe, 2014).42) 현금결제선택권을 법적으로 보장하기 보다는 모든 사람에게 은
행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여 기본적인 지급서비스에 대한 접
근성을 확보하는 것을 대안으로 보았다(Segendorf and Wilbe, 2014).

5. 네덜란드
네덜란드는 현금없는 사회 진행속도가 노르웨이,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보다 느리
지만 현금이용 비중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어 현금지급시스템 및 현금유통인프라를 유
지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정부 및 의회가 주도하여 현금사용에
대한 법률이나 규정을 제정하는 방법 대신에 지급결제시장의 이해당사자(정부, 중앙은
행, 시장참가기관 등)가 참여하는 지급시스템포럼(NFPS: National Forum on the
Payment System)이 이를 주도하고 있다.

42) 스웨덴중앙은행이 법정통화의 개념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은 현금시스템 유지 뿐 아니라 e-Krona
발행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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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급시스템포럼의 현금지급시스템 유지를 위한 노력
가. 지급시스템포럼 구성
지급시스템포럼은 2002년 네덜란드 소액결제시스템의 효율성 개선을 위하여 재무부
의 주도하에 설립된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협의기구이다. 현금 뿐 아니라 전자지급
수단, 소액결제시스템 등 지급결제 전반에 관한 현안을 논의하고 의견당사자간의 의
견을 공유하고 합의를 도출한다.43) 동 포럼은 설립 이후 현금없는 사회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현금유통인프라 유지를 위한 합의를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포럼 의장은 네덜란드 중앙은행 임원이 맡고 있으며 회원으로는 지급결제시장의 공
급자와 이용자를 대표하는 협회가 참여한다. 그리고 재무부와 경제부가 옵저버 자격
으로 참여하고 있다.
<표 5> 포럼 회원 구성 현황
구분

Member
(17개)

부문

참가기관 분류

지급서비스 이용자
(14개)

소비자협회, 여성단체(1개), 노인단체(4개), 장애인협
회(2개), 기부재단, 소매상협회, 온라인 소매상협회,
관광협회, 석유협회, 중소기업협회

지급서비스 공급자(2개)
중앙은행

Observer

은행협회, 지급기관협회
네덜란드 중앙은행

재무부, 경제부

자료: National Forum on the Payment System(2020)

나. 그간의 노력
➀ 2007년 5킬로미터 반경원칙 도출
2007년 지급시스템포럼은 현금 접근성에 관한 최소원칙(availability standard)으로
5킬로미터 반경원칙을 제정하여 은행이 ATM를 폐지하고자 할 때 반경 5킬로미터 이
내에 금융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는 다른 ATM이 운영되고 있는 경우에만 ATM을 폐
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➁ 2015년 입장문(2015 NFPS position) 발표

43) 재무부는 지급시스템포럼 설립 추진을 네덜란드중앙은행에 위임하였다(Parliamentary Paper
27863, No 8). 한편, 지급시스템포럼은 투명성, 개방성, 접근성 및 품질 향상을 통해 지급결제 효
율성 및 안전성을 제고하고 이해당사자간 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연 2회 공식회의를 개최한
다. 최근 논의 내용을 보면 PSD2 도입, ATM 등을 통한 현금 접근성 향상 방안, 신속자금이체, 네
덜란드 지급결제시스템 평가 등 다양한 지급결제시스템 관련 주제가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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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입장문은 지급시스템포럼 회원들이 합의한 내용을 요약적으로 담고 있다.
입장문의 요지는 직불카드 이용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금이 주요 소액결제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여건이 유지되는 것이 사회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이다. 입장
문은 현금주기(cash cycle) 관점에서 현금결제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요건을 제
시하였다. 이는 ⅰ) 소매상거래에서 현금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져야 하며, ⅱ) 소비
자가 쉽게 현금을 인출할 수 있어야 하며, ⅲ) 소매상공인들이 지급거래에서 수취한
현금을 합리적 수수료를 지불하고 쉽게 입금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포함한다. 특
히, 생활권역에서 독점적으로 판매되는 재화 및 서비스의 거래에서 현금결제를 거부
하는 것은 상당히 불합리하다는 견해를 입장문에 담고 있다.
동 입장문은 포럼 회원들이 맺은 합의로 강제성을 갖고 있지 않지만 현금정책당국
(재무부와 네덜란드 중앙은행)과 현금유통인프라를 담당하는 은행 및 지급기관협회 등
이 포럼의 주요 참가자인 점을 감안할 때 준강제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현금정책
당국의 입장이 자율적인 합의로 효과적으로 준수되지 않을 경우 이를 정책당국이 법
률이나 감독규정에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동 입장문은 자율적 합의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도 있다.

2015년 입장문
지급시스템포럼(NFPS)은 “직불카드결제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사회에서 현금이 소매매장에서 원활히 이용되는 지급수단으로 남아있는 것이 중
요하다”는 입장을 갖는다. 이는 다음을 의미한다.
∎ 소매상이 일반적으로 현금을 수취하여야 한다.
∎ 소비자는 은행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
∎ 소매상은 상거래에서 수취한 현금을 손쉽게 그리고 합리적인 수수료 하에 예
금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급시스템포럼은 소매상의 현금수취에 관한 많은 합의를 도출하였으며 지급시
스템 포럼의 회원은 이러한 합의를 준수한다.
∎ 지급시스템포럼은 소매상이 현금결제를 거부할 특정한 이유(예: 보안)를 갖지
않으면 소비자가 지급수단으로 현금과 직불카드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고 생각한다.

- 40 -

∎ 위의 견해를 고려하여 지급시스템포럼은 은행과 소매상이 직불카드결제를 장
려하는 공동계획(joint initiative)을 지지한다.
∎ 원칙적으로, 지급시스템포럼은 유사한 재화 및 용역이 제공되지 않는 상황(예:
지역 독점)에서 소매상이 현금결제를 거부하는 행위는 소비자에게 터무니없이
부당(unreasonably onerous)하다고 생각한다.
∎ 지급시스템포럼은 법적 관점에서 소매상은 자신이 수취할 결제수단을 결정할
자유를 갖는다고 생각한다.
자료: National Forum on the Payment System(2020)

다. 2020년 현금에 관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
2019년 5월 지급시스템포럼은 테스크포스를 구성하여 현금유통인프라와 현금결제
에 관한 변화를 파악하고 2015년 입장문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점검하기 시작
하였다. 테스크포스에는 현금유통인프라 및 현금결제와 관련된 이해당사자 17명이 참
여하였으며 네덜란드 중앙은행이 의장 및 총무 역할을 담당하였다.

<표 6> 테스크포스 구성 현황
입장

참여기관

정책당국

네덜란드 중앙은행(3명)1), 재무부(2명)

지급인(소비자) 대변

소비자협회(1명),

(취약계층 대변)

노인단체(2명), 장애인협회(1명), 기부재단(1명),
시각장애인 지원단체(1명)

수취인(판매자) 대변

소상공인협회(1명), 중소기업협회(1명), 숙박업협회(1명),
자동차 판매업협회(1명), 석유협회(1명)

현금대체수단 제공

지급기관협회(1명)

1) 테스크포스의 의장 및 총무 역할 담당
자료: National Forum on the Payment System(2020)

테스크포스는 2020년 5월 조사 및 논의 결과를 담은 최종보고서(Towards a New
Vision on Cash in the Netherlands)를 발표하였다. 동 보고서를 토대로 지급시스
템포럼은 2015년 입장문을 개정할 예정이다.
➀ 현금유통인프라 유지가 필요한 이유
현금유통인프라는 현금이 사용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모든 설비 및 제도(to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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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facilities that enable cash to be used)로 정의되며, 은행, ATM 제공업자, 현
금운송업체들, 소매상인에 의해 제공된다.
테스크포스는 현금유통인프라가 유지되어야 할 이유를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제
시하고 있다.
첫째는 현금이 사회적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가치저장기능 및 익명성 등 고유
특성을 가지는 현금은 단순히 비용-편익 관점에서 판단하는 비용효율성을 넘어서는
사회적 가치를 지닌다. 따라서 이와 같은 특성은 개인 입장뿐 아니라 사회 입장에서
도 중요하기 때문에 전자지급수단이 보편화되어도 현금이 계속해서 이용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전자지급시스템 장애 발생에 대한 대안으로써 현금시스템이 유지되어야 한다
는 것이다. 전자지급수단은 전자지급시스템이 원활히 작동하는 경우에 지급수단으로
서 기능할 수 있는데 사이버공격, 시스템 장애 등으로 전자지급시스템이 제대로 작동
하지 못할 리스크는 전자지급수단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커진다.
소매지급결제의 강건성 또는 복원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ⅰ) 두 가지 이상의 지급수
단이 확보되어야 하며, 이들 지급수단은 ⅱ) 상호 독립적이고 ⅲ) 보편적으로 사용되
며 ⅳ) 수요에 부응하여 공급될 수 있어야 한다고 테스크포스는 강조하였다. 현재 상
태에서 현행 전자지급수단 및 전자지급시스템에 대한 디지털 대안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시스템 장애에 대한 대비책으로 적절한 현금유통인프라를 유지하는 것이 사회
적으로 중요하다는 의견이다.
세 번째 이유는 앞으로 현금없는 사회가 어떻게 전개될지 모른다는 사실이다. 얼마
나 빨리 현금없는 사회가 진행될지, 현금없는 사회가 진행되어 현금사용비율이 어느
정도까지 떨어질지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불가능하므로 전자지급수단 및 전자지급시
스템에 대한 대안으로 현금지급시스템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적절히 갖추어진 현금유통인프라는 소비자의 지급수단선택권을 보장하
는 전제조건이다.
➁ 현금유통인프라 유지에 필요한 요건 식별
테스크포스는 소비자가 현금을 인출하고 이를 지급거래에서 사용하고 판매자가 현
금을 수취하고 수취한 현금을 지급계좌에 예치하는 소매현금거래의 주기(cycle) 관점
에서 현금유통인프라가 원활히 작동하기 위한 요건을 식별하였다. 구체적으로 말해,
ⅰ) 소비자의 현금 접근성(accessibility)과 인출용이성(availability), ⅱ) 소매거래현장
에서의 현금의 통용성(broad acceptance), ⅲ) 소매상이 수취한 현금을 예금하는 데
필요한 현금운송의 안전성(security transport)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아울러
테스크포스는 현금을 수취한 소매상이 현금을 예금하는 데 소요되는 현금처리비용이
적절한 수준을 유지(reasonable costs for the processing of cash receipts)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았다. 현금처리비용이 높아질수록 소매상의 현금수취 유인이 낮아
져 현금유통인프라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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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ATM 설치대수

[그림 11] ATM 감소율

(단위: 개)

자료: National Forum on the Payment

(단위: %)

자료: National Forum on the Payment

System(2020)

System(2020)

➂ 현금유통인프라 유지 요건 확보를 위한 제안
테스크포스는 앞서 언급한 요건별로 현금유통인프라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안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ⅰ) 접근성 및 현금 인출용이성
<2015년 이후 상황 변화>
ATM 설치대수는 2015년 이후 줄곧 감소세에 있으며, 2018년 3대 은행을 포함한
4개 은행(ABN AMRO, ING, Rabobank)이 ATM 공동네트워크(shared network of
ATMs)를 구축하기 위하여 Geldmaat라는 운영회사를 설립하였다. Geldmaat는 2020
년 말까지 공동운영체제를 완전히 구축할 「Cash 2020 project」를 발표하였다. Cash
2020 project에 따르면 2020년 말 Geldmaat가 운영하는 ATM수는 2019년보다 감소
할 전망이다.44)
<표 7> Cash 2020 project 완료시 Geldmaat 운영 ATM개수
서비스 대상 현금통화

기능
대수(개)
인출
2,700
지폐
예금 및 인출
1,150
현금포장 입금1)
620
인출
170
주화
예금
608
1) seal bag 또는 wrapped deposit이라 불리는 소매상을 대상으로 하는 입금
서비스이다.

44) 네덜란드 중앙은행은 Geldmaat에 ATM 설치대수를 Cash 2020 project에서 제시한 수치 이하로
축소하지 말 것을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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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크포스의 입장 및 제안>
ATM 및 예금기기(deposit machine)는 현금유통인프라에서 현금인출용이성을 좌우
하는 요소라 강조하였다. 5킬로미터 반경 원칙을 적용하여 은행 등 금융기관이 ATM
및 예금기기의 최소 규모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테스크포스의 조사에
의하면 2019년 중반 기준 네덜란드 인구 99.55%의 거주지의 5킬로미터 이내에 ATM
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45)
그리고 5킬로미터 반경 원칙을 은행에만 국한하면 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테스크포
스는 지급서비스 제공이 은행의 주요 업무에 해당하고 은행이 금융시스템에서 차지하
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은행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비은행 기관의
ATM 네트워크는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의 여지가 크기 때문이기도 하다고 설명한다.
현금인출기기의 접근성은 5킬로미터 원칙과 기기의 수로 파악하기 때문에 실제 현
금을 인출할 수 있느냐에 관한 현금인출용이성과는 별개의 개념이다. 예를 들어, 현금
인출기기가 많더라도 고장, 기기 점검 등의 이유로 소비자가 이를 이용하지 못할 수
있다. 현금인출기기 밀집구역에서 현금인출기기를 철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기 때
문에 현금인출용이성이 보다 중요해진다고 말할 수 있다.
현금 예금 및 인출 수수료는 현금수요의 결정요인이므로 현금의 이용가능성 및 접
근성에 영향을 미친다. 지급시스템포럼은 현금 예금 및 인출에 대한 수수료 체계는
은행의 수익성 및 현금서비스 영업전략에 따라 개별 은행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수수
료 체계에 대해 일률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
다. 지급시스템포럼은 은행의 수수료 체계에 대해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련 통
계를 수집하고 있다.
ⅱ) 통용성
<2015년 이후 상황 변화>
2015년 이후 직불카드 이용비중이 확대됨에 따라 현금없는 매장이 등장하기 시작
하였다. 소매상이 현금없는 매장으로 전환하는 것은 소매상인의 자유이지만 지역독점
적 성격을 갖는 지급거래에서도 현금수취거부 사례가 등장한 것이 주요 변화에 해당
한다. 예를 들어, 2016년 이후 버스, 전차 등 공공운송수단에서 탑승료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없게 되었으며, 2018년 2개의 약국체인에서 현금 수취를 거부하기 시작하
였으며, 2019년 기준 330개 지자체 중 26개 지자체의 민원창구에서 직불카드만을 지
급수단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46)
45) 2015년 봄 기준 99.78%, 2016년 99.63%, 2017년 99.58%를 나타냈다(National Forum on the
Payment System, 2020; Ministerie van Financiën, 2019).
46) 26개 지자체 인구는 네덜란드 인구의 9%를 차지한다. 나머지 지자체는 현금과 직불카드를 모두 취
급한다(De Nederlandsche Bank,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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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크포스의 입장 및 제안>
지급시스템포럼은 보안상 이유 등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매상이
현금결제거부정책을 적용하지 않도록 지급결제포럼과 소매상인협회가 회원들에게 권
고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47) 특히 지자체, 문화예술기관 등 공공기관과
약국, 공공운송수단 운수업체 등이 제공하는 재화 및 서비스는 지역독점적 성격을 갖
기 때문에 이들 기관이 현금수취를 거부하는 것은 비합리적으로 부당하다는 강조하고
있다. 테스크포스는 지역독점적 성격을 갖는 기관 및 기업이 현금수취를 거부하면 네
덜란드 중앙은행을 비롯한 지급시스템포럼의 회원이 이들과 해당 문제를 상의해야 한
다고 제안하였다.48) 실제 지급시스템포럼의 회원인 소비자단체(Consumentenbond)
가 현금수취를 거부한 약국 체인과 협의를 거친 뒤 동 약국체인이 다시 현금을 취급
하기로 결정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을 계기로 약국에서 현금결제를 거부하는 것은 심
각한 문제를 야기한다는 인식이 확산되어 2019년 3월 의회는 약국에서 현금수취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채택하기도 하였다(De Nederlandsche Bank, 2020).
한편, 테스트포스는 판매자 입장에서 현금이 직불카드보다 비용효율성이 낮은 지급
수단이지만 소매상이 현금수취에 수수료를 부과해서는 안된다는 견해를 밝혔다. 현금
을 이용한 지급거래에 더 높은 가격을 매긴다면 현금의 사회적 기능이 약화되고 지급
수단으로서 현금의 이용성이 크게 낮아질 것이고, 현금이용자를 차별하는 행위에 해
당하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밝혔다. 따라서 현금을 이용한 지급거래에 수수료를 부
과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테스크포스는 소매상인협회에게 회원 소매상에게 현금유통인프라에 해당하는 금전
등록기(cash

register),

금고,

현금처리절차(administrative

and

logistical

procedure) 등을 유지할 것을 요청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ⅲ) 현금운송
<2015년 이후 상황 변화>
현금운송은 소매상이 상거래에서 수취한 현금을 거래은행에 예금하는 데 필요한 서
비스로 소매상의 50∼60%가 현금운송서비스를 이용하여 현금을 예금하고 있다.
두 개의 대형업체와 몇몇 군소 업체(예: RCCS)로 이루어지던 현금운송망은 2019년
1월 현금운송업체인 SecurCash Nederland의 파산으로 Brink‘s(舊 G4S)에의 의존도
가 크게 증가하였다.49) Brink‘s는 8개 은행 만을 대상으로 현금운송서비스를 제공하
47)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 소매상이 직불카드 결제를 장려하는 것은 자유라는 입장이다.
48) 2016년 이후 버스, 전차 등 공공운송수단 승차시 현금결제가 불가능해지는 추세이지만 승차권을 현
금으로 구매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의 현금결제선택권을 크게 제약하지 않는다고 본다.
49) G4S는 2020년 3월초 네덜란드를 포함한 14개국에서 현금서비스 부문을 매각할 것을 발표하였고,
네덜란드에서는 2020년 4월 7일 해당 부문을 Brink’s에 매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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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소형 은행 및 외은지점은 소형 업체를 이용하거나 직접 현금예금을 할 수 밖에 없
는 상황에 직면하였다.50)
<테스크포스의 입장 및 제안>
Brink‘s의 영업 철수는 현금유통인프라 유지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러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네덜란드 중앙은행이 Brink‘s와

양자 간 협정

을 맺고 있은 의향이 있다고 테스크포스는 밝혔다. 네덜란드 중앙은행은 현금운송서
비스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다 공식적인 조치가 필요한지를 점검하고 있으며
재무부와의 협조도 염두에 두고 있다.
➃ 기타 제안사항
ⅰ) 동태적 접근법 제안
현금사용이 감소하면 최적 현금유통인프라 규모가 달라지므로 현금유통인프라의 적
정 규모를 평가할 때 동태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현금수요가 감소하면 이윤
추구기관인 은행과 현금수송업체는 현금유통인프라를 축소하려 할 것이므로 몇 가지
기준을 적용하여 현금유통인프라 축소에 대응해야 한다고 테스크포스는 주장하였다.
테스크포스는 1) 현금수요 감소 추세보다 현금유통인프라 축소 추세가 빨라서는 안
되며, 2) 현금유통인프라 축소는 2007년 NFPS가 세운 5킬로미터 반경 원칙
(availability standard)을 준수해야 하며, 3) 전자지급수단에 대한 fall back option
을 확보하기 전까지 현금유통인프라는 유지되어야 한다는 등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였
다.

2020년 테스크포스의 합의안
1. 접근성(Accessibility) 및 인출용이성(Availability)
(일반 사항)
2015년 NFPS 입장문의 2가지 사항을 유지
∎ 접근성 확보를 위하여 5킬로미터 반경 원칙 준수
∎ 현금 예금 및 인출에 부과되는 수수료를 합리적 수준으로 유지

50) 외은지점에 대한 현금운송서비스는 GWK Travelex가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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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또는 은행대표기관에 대한 사항)
∎ ATM, 현금예금기기의 최소 수준을 유지
∎ 향후 구체화될 인출용이성 기준(availability standard)을 준수
∎ 네덜란드 중앙은행에 현금자동화기기의 수와 이용가능성을 주기적으로 보고
2. 통용성(Acceptance)
(일반 사항)
2015년 NFPS 입장문의 3가지 사항을 유지
∎ 현금수취를 거부할 구체적 이유(예: 보안)가 없는 경우 소비자는 지급수단 선
택의 자유를 가짐
∎ 지역독점 상황에서 현금수취거부는 터무니없이 부당한 행위임
∎ 소매상은 자신이 수취할 결제수단을 결정할 자유를 가짐
정부, 문화예술기관, 의료기관은 계속해서 현금을 수취할 거라는 것은 소비자가
갖는 일반적 통념(explicit expectation)에 속한다.
(소매상 또는 소매상인협회에 대한 사항)
∎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 사유가 있지 않는 한 회원들에게 직불카드를 취급하
는 정책(debit-card-only policy)을 취하지 말 것을 권고할 것
∎ 현금유통인프라에 속하는 현금설비(예: 금전등록기, 금고)를 유지할 것을 회
원들에게 권고할 것
∎ 현금수취에 수수료를 부과하지 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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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안전한 현금운송(Security transport)
(네덜란드 중앙은행에 대한 사항)
∎ 네덜란드 현금운송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Brink’s와 현금운송서비스의 지속성
에 관한 합의를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함
∎ 현금운송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관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현금운송업체와
소매상과 논의를 시작해야 함
자료: National Forum on the Payment System(2020)

ⅱ) 추가 조사 제안
2026년을 시계로 하는 중기적 관점에서 사회적으로 효율적이고 안전한 현금유통인
프라를 정의하는 조사작업을 2020년 가을에 착수하여 2021년 중 조사를 완료할 것을
제안하였다.

2) 네덜란드 재무부 및 중앙은행의 현금이용도 감소에 대한 인식
네덜란드 재무부 및 중앙은행은 지급시스템포럼 참가기관이면서 현금정책당국이다.
현금없는 사회가 진행 중이지만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통하여 현금접근성을 유지
할 수 있으며 지급시스템포럼을 정책 형성 및 추진 통로로 활용하고 있고 있으며, 현
금 접근성 향상을 위한 법조항 도입 등은 추진하지 않고 있다.
가. 네덜란드 재무부
2019년 4월 17일 네덜란드의 정당인 Democratic 66과 사회당(Socialist Party)은
재무부에 현금의 지급수단으로서의 기능에 대해서 질의하였고, 재무부는 2019년 5월
23일 공식답변서한을 보내면서 현금없는 사회 진행상황, 현금결제 실태, 현금시스템
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51)
재무부는 2017년 현장결제에서 현금수취비율(acceptance rate of cash)은 96%로
현금없는 사회에 진입 중이라 판단하지만 현금이용비중은 같은 해 45%로 노르웨이
(2017년 기준 11%), 스웨덴(2017년 기준 13%)보다 높다는 상황 인식을 보였다
51) D66은 1966년 조직된 사회자유주의(social-liberal political party) 성향의 정당으로 2017년 하원
선거에서 19석(총의석수: 150석), 2019년 상원선거에서 7석(전체 의석수: 75석)을 차지하였으며
2020년 7월 현재 집권당에 속한다. 사회당(Socialist Party)은 2017년 하원선거에서 14개, 2019년
상원선거에서 0석을 얻었으며 야당에 속한다 (자료: 위키피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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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isterie van Financiën, 2019). 그리고 재무부와 중앙은행은 주기적으로 현장결
제에서의 현금이용실태에 대해 공동조사를 벌이며 지급시스템포럼 참여를 통해 현금
이용감소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참여하고 있다고 하였다. 아울러 재무부는 답변서한
에서 지급시스템포럼을 통한 대응이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스웨덴처럼 현금없는 사회
가 완연히 진행된 이후에 대응책을 수립하는 것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나. 네덜란드 중앙은행
네덜란드 중앙은행은 2017년 소매현장판매에서 현금수취비율이 96%로 현금결제 거
부사례가 과거보다 증가하였지만 직불카드 수취비율이 82%인 점을 감안할 때 현금이
아직까지 가장 우수한 통용력이 갖는 지급수단이라고 평가하였다(De Nederlandsche
Bank, 2018). 그리고 2017년 현금을 수취하는 소매상에게 2022년에도 현금을 수취
할 거란 질문에 10%의 응답자만 현금을 수취하지 않을 거라 답한 설문결과를 근거로
가까운 미래에도 현금사용비중이 크게 감소하지 않을 거라 예상하였다.
2020년에는 현금결제거부와 관련하여 지자체, 약국 등 공공기관이 현금결제를 거부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기하였다(De Nederlandsche Bank, 2020).

6. 영국
영국의 재무부, 영란은행, Payment System Regulator(PSR), Financial Conduct
Authority(FCA) 등 금융 정책 및 감독 당국은 최근 현금없는 사회로의 이행이 빠르
게 진행되면서 현금접근성에 초점을 맞추어 격지 지역에서의 ATM 접근성과 현금유
통인프라를 변화하는 현금서비스 환경에 맞게 개선시키려는 작업을 2018년부터 본격
적으로 추진 중이다. 여기서는 2018년부터 이루어진 현금접근성 확보를 위한 움직임
을 시간 순서대로 살펴보기로 한다.
1) LINK의 Commitment 발표
LINK는 지급카드 발급기관 및 ATM 운영업체들을 회원으로 하는 ATM 네트워크이
다. 2018년 1월 31일 LINK는 현재 도심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ATM을 인구밀도가 낮
고 현금 접근성의 중요성이 높은 지역으로 분산시켜 전국적으로 고르게 분포된 ATM
망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하였다(LINK, 2018a). LINK의 CEO는 동 방안을 발
표하면서 LINK의 궁극적 목적이 현금서비스가 필요한 지역에 ATM을 설치하여 현금
접근성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하였다.
아울러 현금접근성을 확보하는 세 가지 중요한 조치를 발표하였다. 먼저 ATM 운영
업자의 수익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교환수수료(interchange charge)를 4년 동안 매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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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씩 인하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인하율 크기에 대해서 이견이 존재하여 매년 교환
수수료 인하의 효과를 평가하여 추후 인하율을 조정하도록 계획하였다(LINK, 2018a).
다음으로, 금융포용프로그램을 강화하여 빈곤지역 내 설치된 ATM에 제공하는 금융
포용보조금을 3배 인상하고 1킬로미터 반경 이내에 다른 수수료없는 ATM가 설치되
지 않은 지역 내 ATM에 대한 교환수수료는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였다(LINK,
2018b).52) 후자는 이러한 ATM이 수익 악화로 폐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
다. 마지막으로, 1킬로미터 원칙을 유지하고 이동거리를 고려하여 신축적으로 동 원
칙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이밖에도 LINK는 수수료없는 ATM의 이용가능성 및 변동사항을 홈페이지에 공지하
고 이해당사자들의 신뢰를 확보하기로 결정하였고, 장기적 관점에서 현금접근성을 확
보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는 장으로 독립적인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였는데, 이
위원회가 후술하는 현금접근성위원회이다(LINK, 2018b).
2) Payment System Regulator의 Specific Direction 8 마련
Payment System Regulator은 모든 사람이 각자가 선호하는 지급수단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현금결제를 원할 경우 현금결제가 가능하도록 현
금접근성(cash access)이 유지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이에 Payment System Regulator은 2018년 1월 LINK가 발표한 현금접근성 확보
방안이 실질적으로 운영되어 전국적인 ATM 네트워크(widespread geographic
network of free ATMs)가 유지될 수 있도록 2018년 하반기 LINK를 대상으로 하는
Specific Direction 8을 마련하였다. 2019년 말 Payment System Regulator은
Specific Direction 8의 이행상황과 이행 절차 및 방법, 정책, 조치 등을 점검하고
2020년 3월에는 점검결과(Review of Specific Direction 8)를 발표하였다.53)
Specific Direction 8은 LINK의 Commitment에 대한 최소기준을 제시하여
Commitment의 효과성 및 시행성을 확보하고 LINK의 Specific Direction 8 준수사
항을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며,

protected

ATM

식별,

최소요건,

protected ATM 대체의 예외사유, ATM 대체절차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3) Specific Direction 8을 수용한 LINK의 protected ATM에 관한 정책54)
가. protected ATM 범위 설정상 최소기준
protected ATM은 2018년 2월 1일 기준으로 설정되었다. 어느 ATM이 protected
52) LINK는 2006년부터 금융포용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영국내 1,800개 격지에 수수료없는 ATM을 보급
하여 왔다. 동 프로그램은 ATM 운영업자에게 기본 현금인출 수수료(normal cash withdrawal
interchange rate)에 더하여 프리미엄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53) https://www.psr.org.uk/psr-focus/access-to-cash
54) LINK, 2019. LINK policy on Protected ATMs, Link Scheme Hol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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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 여부는 세 가지 기준을 적용하여 식별한다. 첫째, 인접한 수수료없는 ATM과 거
리가 1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한 수수료없는 ATM은 protected ATM에 포
함된다. 둘째, 2018년 2월 1일 기준 protected ATM이 아니었지만 그 이후 1킬로미
터 반경 이내에 더 이상 수수료없는 ATM이 없게 된 수수료없는 ATM도 protected
ATM에 자동적으로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protected

ATM가 아니었지만 ⅰ) 12주

이내에 운영 종료하게 되거나 유료 ATM으로 전환하거나, ⅱ) 1킬로미터 반경 이내에
다른 수수료없는 ATM이 존재하지만 현금 접근성에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장애
물(도로, 강, 철도 등)이 존재하는 경우 protected

ATM으로 지정한다. LINK는

protected ATM의 명단을 매달 업데이트하고 있다.

[그림 12] Protected ATM Premium

자료: LINK(2019), 저자 작성

나. 지원수단
protected ATM을 유지하는 것은 현금서비스망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하므로
LINK는 protected ATM 운영업자가 이를 계속 유지하도록 금전적 인센티브를 지원
하고 있다.
➀ Protected Rate of Interchange
protected ATM에서 발생하는 현금 및 비현금 거래에는 일반 교환수수료보다 높게
책정된 Protected Rate of Interchange를 일단 적용한다.
➁ Protected ATM Premium
그리고 폐쇄위기에 놓인 protected ATM 또는 이미 폐쇄된 protected ATM를 대
체하여 설치된 ATM의 현금인출거래에는 Protected Rate of Interchange를 초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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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Protected ATM Premium을 적용한다. 해당 프리미엄의 크기는 과거 12개월간
현금인출 평균 규모에 기반하여 결정된다.

[그림 13] Low Volume Premium 체계

자료: LINK(2019), 저자 작성

➂ Low Volume Premium
다음으로, LINK는 거래부족으로 protected ATM이 폐쇄되어 이를 대체하는 새로운
ATM을 설치하는 것보다 기설치 ATM의 폐쇄를 막는 것이 비용효율적이라 판단하여
월평균 현금인출건수가 4,500건 이하인 protected ATM의 현금인출거래에는 Low
Volume Premium를 추가적으로 적용한다.55) Low Volume Premium은 현금인출건
수에 따라 6단계로 구분되며 프리미엄 크기는 현금인출 건수와 반비례하도록 [그림
13]과 같이 설계되어 있다. Low Volume Premium은 반경 1킬로미터 내 우체국 지
점이나 LINK가 운영하지 않는 현금인출기가 존재하느냐에 관계없이 적용되지만 일반
인의 접근성이 제한된 지역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의 경우 해당 프리미엄을 신청할 수
없다.56)
다. 폐쇄 protected ATM 대체절차
LINK는 기폐쇄된 protected ATM를 대체할 ATM을 설치할 회원을 물색하며 새로
운 사업자에게는 앞의 두 가지 프리미엄을 적용한다. LINK는 처음으로 대체 ATM을
설치할 의향을 밝힌 회원에게 2개월 동안 폐쇄된 현금인출기를 대체할 우선권을 부여
한다. 만약 이 기간 동안 다른 ATM운영자가 수수료없는 ATM을 해당 지역에 설치할
경우 이 ATM에는 앞서 설명한 금전적 지원을 제공하지 않는다.
55) Low Volume Premium은 protected ATM 뿐 아니라 LINK가 운영 중인 Financial Inclusion
Program 대상 ATM에도 적용된다. LINK는 2006년부터 Financial Inclusion Program을 실시하
여 영국 내 18,00개 격지에 무료 현금인출기를 도입하여 왔다.
56) LINK(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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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자발적으로 ATM을 설치할 운영자를 찾지 못할 경우 LINK는 ATM 설치에 대
한 입찰을 통해 ATM을 설치할 운영자를 물색한다.
라. protected ATM 명단 관리
protected ATM 명단은 2018년 2월 1일 기준으로 작성되었는데, LINK는 기존
protected ATM 폐쇄 등으로 변화된 protected ATM 분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동 명단을 매달 갱신하고 이를 공개하고 있다.57) LINK 회원이 운영 중인 모든 ATM
위치정보를 활용하여 protected 여부를 판별하고 있다.
마. 1킬로미터 반경 원칙
이는 원래 Financial Inclusion Program의 운영 원칙 중 하나였는데 protected
ATM 여부를 결정하는 원칙으로도 적용되고 있다. 동 원칙은 신축적으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1킬로미터 반경 내 두 지점 사이에 도로, 강, 철도 등 장애물이 존재할 경
우 지리적으로 무척 가깝지만 접근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 경우 1킬로미터 반경 원
칙을 문자 그대로 적용하기 보다는 이동 거리 및 시간을 고려하여 적용한다.
바. protected ATM 폐쇄시 대체 조치를 취하지 않는 예외
LINK는 protected

ATM이 폐쇄 등의 이유로 이용이 불가능해질 경우 이를 새로

운 ATM으로 대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이에 몇 가지 예외가 존재한다.58)
➀ 우체국, LINK가 운영하지 않는 현금인출기
2017년 기준 영국내 11,600개의 우체국 지점이 운영 중이고 우체국을 통해 제공된
현금서비스 건수는 1.1억 건에 달하는 등 우체국은 현금서비스망이 유지되는데 중요
한 역할을 하고 있다.59) 따라서 LINK는 우체국 지점이 설치된 지역에 금전적 보상을
제공해야 하는 protected

ATM을 설치하는 것을 비효율적이라 판단하고, protected

ATM이 운영을 중단하거나 향후 12주 이내에 운영을 중단하거나 유료로 전환할 경우
protected

ATM의 1킬로미터 반경 이내에 우체국이 영업 중인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두고 있다.
아울러 LINK 비회원이 운영하는 수수료없는 ATM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도
protected ATM를 별도로 설치하지 않는다.

57) 매달 Protected ATM의 숫자, 변동 내역, LINK의 조치 등을 포함한 현황을 담은 Footprint Report
를 발간한다(LINK, 2019).
58) LINK는 이를 필터(filter)라 한다.
59) 은행고객은 우체국 지점 창구에서 무료로 현금인출과 잔액조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LINK,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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➁ 접근불가지역 내 protected ATM이 폐쇄되는 경우
경우에 따라 protected

ATM이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 없는 지역(예: 대기업 사옥,

외부인 출입통제 건물, 군부대)에 설치된 경우가 있다. 이러한 구역에 설치된
protected ATM이 폐쇄되는 경우에 protected ATM를 새로이 설치하지 않는다.
➂ 우범지대 내 protected ATM이 폐쇄되는 경우
protected
protected

ATM 또는 이를 이용하는 이용자에 대한 강도 범죄 등이 발생하여
ATM을 철수하는 경우 LINK는 보안등 또는 무인카메라 설치 등으로 보

안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protected

ATM를 새로이 설치하지 않는

다.
[그림 14] ATM 설치대수 추이

[그림 15] ATM 인출액 추이

(단위: 개)

자료: LINK(2018a)

자료: LINK(2018a)

4) 현금접근성위원회(Access to Cash Review)의 권고안
LINK는 앞으로도 현금 및 ATM 이용이 장기적으로 하락할 것이 확실하다고 판단하
고 현금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자유롭게 논의할 독립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을
2018년 1월 밝혔다. 그리고 2018년 7월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현금접근성 검토위원
회(Access to Cash Review)가 출범하였다(LINK, 2018a).
동 위원회는 소비자의 현금 등 지급수단 이용행태, 소비자의 현금 수요 및 성향, 해
외 현금없는 사회 진행상황 등 현금접근성과 관련된 광범위한 조사를 수행하였고 장
기적 정책시계(15년) 하에서 현금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한 권고사항을 담은 최종보고
서를 2019년 3월 발표하였다. 동 위원회는 현금없는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한 명
의 소비자도 지급서비스 측면에서 소외되어서는 안된다는 금융포용관점에서 현금접근
성 확보를 위한 5가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권고안의 세부 내용은 <표 8>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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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권고안 주요 내용
권고안

주요 내용
ⅰ) 소비자 및 소매상의 현금접근권 보장
ⅱ) 현금접근권 보장 상황 평가: 보조금 지급 등 보장방안 강구, 지

Ⅰ

현금접근성
유지

역사회의 자치기구(local council)의 의견 청취
ⅲ) 지역 내 현금재활용, 편의점 cashback 등 현금접근성 제고방안
강구
ⅳ) ATM 등 현금서비스는 원칙적으로 무료로 제공되어야 함
ⅰ) 현금취급비용을 낮은 수준으로 유지: wholesale cash infrastructure
비용 하락, 소매상의 현금취급비용(은행수수료, 구두창비용 등) 파악,
현금접근성에 관한 규제 및 정책이 현금접근성을 유지할 유인에
미치는 영향 파악
ⅱ) 소매상의 예금채널 확보(우체국 활용)

Ⅱ

현금수용력
유지

ⅲ) 정부서비스, 전기·가스·수도 등 독점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및 용역
등에 대해서 현금결제선택권을 보장할 필요
ⅳ) 현금없는 매장으로 전환하려는 소매상에게 현금수취 거부가 갖는
사회적 의미 및 효과를 인식시키는 모범적 실천원칙(good practice
principle)을 수립
ⅴ) 정부는 현금을 더 이상 취급하지 않으려는 소매상 등 재화 및 서비
스 제공기관에게 평등(equality)의 의미를 상기시켜야 함

Ⅲ

wholesale cash

ⅰ) 영란은행이 주축이 되어 은행 간 협력을 유도하여 향후 10∼15년

infrastructure

간 유지될 수 있는 wholesale cash infra- structure 구축: 진행과

의 효율성 및

정의 개방성 및 투명성 확보, 현금운송업체들의 의견 반영, 지폐

회복력 확보

와 주화를 모두 포함
ⅰ) 모든 사람이 전자지급수단 접근성을 갖는 것이 정부 및 규제기관
의 정책목표가 되어야 함
ⅱ) 규제기관과 금융서비스제공기관은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하는 지

Ⅳ

디지털

급수단을 보급해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해야 함: 규제기관은 소비

지급수단

자들의 현금수요 요인을 분석하고 금융포용 방안 마련, 금융포용

접근성 확대

성을 갖는 디지털 지급수단 마련(inclusive design)
ⅲ) ⅱ)의 지급수단이 출시되면 규제기관과 금융서비스제공기관은 이
를 널리 보급해야 함: 규제기관은 감독적 접근법(supervisory approach)
을 활용 가능
ⅰ) 현금에 관한 정부정책 필요

협조적 감시
Ⅴ

및
규제 체계
확립

ⅱ) 현금시스템 전체에 대한 종합적이고 미래지향적이며 체계적인
안목 필요
ⅲ) 재무부는 현금시스템 감시를 위한 규제 메커니즘을 확립해야 함:
규제기관에 책무를 명확히 부여하고 이를 달성할 수 있는 권한
과 수단을 부여

자료: Access to cash Review(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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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동 권고안을 제시하면서 현금접근성 저하에 대한 현행 대책이 지리적 또는
분포적 관점(place-based)이 아니라 공급자 중심으로(provider-based) 이루어지고 있다
고 평가하고 현금접근 접점을 하나의 생태계로 인식하고 현금접근성 문제를 접근해야 한다
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현금서비스 제공업자들 간에 협력을 통해 비용을 낮출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현금접근 접점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협력은 고정비용이 큰
wholesale cash infrastructure의 특성을 감안할 때 필수적인 사항이라 할 수 있겠다.
그리고 현재의 wholesale cash infrastructure는 현금이용 규모가 컸던 과거에 맞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최근 현금이용비중이 감소하는 상황을 반영하여 새로이 재편되어야 한
다고 강조하였다. 이 과정에서 정부, 영란은행 규제기관 등 유관기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한편, 현금접근성 및 현금수용력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핀테크 혁신 등을 통해
진입장벽이 낮은 디지털 지급수단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것도 금융포용성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라 보았다.
현금접근성위원회의 권고안은 단순히 구호적인 것이 아니라 재무부 등 정책 및 감독
기관의 정책 수립에 실제로 반영되었다. 그 중 하나가 재무부가 <표 8>의 권고Ⅴ를 수용
하여 협조적 감시 및 규제 체제를 구성한 것이다.
5) 정책 및 감독 기관의 협력 및 업무분담 체계 구축
가. Joint Authorities Cash Strategy(JACS) Group 구성
재무부는 현금접근성위원회의 다섯 번째 권고사항을 받아들여 영란은행, Payment
System Regulator, Financial Conduct Authority 등으로 구성된
Cash Strategy Group(JACS 그룹)을 2019년 5월에

발족하였다.60)

Joint Authorities
동 그룹은 9인의 상

임위원을 두고 매 회의마다 회의 주제에 맞는 담당자가 추가로 참석할 수 있게 하였고,
하나의 회원기관에서 참석할 수 있는 인원을 4명으로 제한하였다(재무부 예외).61) JACS
그룹은 의사결정기구는 아니지만 회원기관은 JACS 그룹의 견해 및 관점을 정책수립에
고려하여야 한다고 JACSG(2019)는 명시하고 있다.
JACS

그룹은

회원기관의

책무와

업무의

소통

및

조정을

촉진하는

공동포럼

(collaborative forum)으로 현금유통인프라 전체에 대한 포괄적인 감시기능을 수행하여
현금유통인프라의 효율성, 복원력 그리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Joint
Authorities Cash Strategy Group, 2020). 이를 위하여 회원기관의 책무 및 업무의 중
복 여부를 파악하고 각 기관의 역할과 책무를 명확히 하여 현금유통인프라에 관한 정책
및 감독이 원활히 이루어지게 하는 기능을 수행한다(Joint Authorities Cash Strategy
Group, 2019).
LINK(2018b)에 따르면 현금유통인프라 유지비용이 연간 50억 파운드가 소요되어 현금
이용이 향후 감소할 경우 현재의 유통인프라가 원활히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60) HM Treasury, 2019. Cash and digital payments in the new economy: summary of responses.
61) Joint Authorities Cash Strategy Group, 2019. Terms of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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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협력체계를 구축한 원동력이라 평가할 수 있다.
감독기관의 협력의 대표적인 사례로 2020년 7월 Financial Conduct Authority와
Payment System Regulator이 소비자들의 현금접근성을 보장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모
델을 공동으로 마련하는 작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것을 꼽을 수 있다. 두 기관은 ATM,
은행창구 등 전통적 방식의 현금보급채널을 보완하는 수단으로 은행공동현금서비스,
cashback 등 새로운 현금보급채널을 지역사회에 도입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Joint
Authorities Cash Strategy Group, 2020).62) 또한 JACS 그룹의 회원기관은 소비자의
소매현금이용행태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힘든 작업이라는 데 견해를 같이하여 데이터 수
집에 있어서 JACS 그룹의 회원기관들이 협력하기로 하였다.
<표 9> 현금유통인프라에 관한 역할 분담
재무부

영란은행

도매현금유통
소매

PSR

FCA

●

ATM네트워크 유지

●

ATM대체수단 확보

●

●

●

●

현금
유통

입법작업

●

소매현금이용실태 파악

●

●

자료: Joint Authorities Cash Strategy Group(2020)

그리고 앞서 살펴 본바와 같이 Payment System Regulator은 LINK의 감독기관으로
Specific Direction 8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매년 이에 관한 활동보고서를 발간하고 있
으며 LINK의 교환수수료 구조가 ATM 설치 및 현금접근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있
다. 입법권한을 가진 재무부는 2020년 3월 코로나19 사태로 현금이용이 급감하는 조짐
을 보이자 현금접근성을 확보하는 입법을 추진할 것을 발표하고 JACS 그룹, 산업계, 소
비자그룹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현금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안을 마련
중에 있다.
나. 영란은행의 Wholesale Distribution Steering Group(WDS 그룹) 구성
영란은행은 현금접근성위원회의 세 번째 권고사항을 받아들여 현금이용규모가 적은 환
경에서 복원성과 지속가능성을 가진 도매현금유통망(wholesale cash distribution
infrastructure)의 새로운 모델을 설계하기 위하여 WDS 그룹을 구성하였다. WDS 그룹
의 참가기관은 영란은행의 요청에 자발적으로 참가를 결정하였으며 탈퇴의 자유를 가진
다. WDS 그룹의 구체적 구성은 <표 10>와 같다(Wholesale Distribution Steering
Group, 2019). 그리고 WDS 그룹은 의결기구로 의결권 있는 회원의 2/3 이상이 찬성에
의해 안건을 가결한다.63)
62) 이와 별도로, UK Finance는 현금접근성이 낮은 지역사회에 대체 현금접근채널을 확충하는 Community
Access to Cash Initiative를 2020년 5월 발표하고 6월 시범사업대상 지역 8곳을 선정하였다.
63) WDSG의 조직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Wholesale Distribution Steering Group(2019)를 참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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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도매현금유통모델을 마련하는 작업은 WDS 그룹이 직접 하지 않고 UK
Finance이 주관하는 Industry Steering Group(ISG)가 담당한다. WDS 그룹은 ISG에
전략적 방향을 제시하고 ISG의 활동을 지원하고 ISG가 제안한 새로운 구축 방안이 적절
한지를 평가하고 최종 모델을 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평가에 적용되는 기준은 효율성,
지속가능성, 복원력이다. 그리고 영란은행은 WDS 그룹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참가기관 간 의견을 조율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안내자적 역할을 담당한다(Wholesale
Distribution Steering Group, 2019). 아울러 영란은행은 새로운 모델에 대한 감시시스
템을 수립하는 역할을 JACS 그룹으로부터 부여받았다(Joint Authorities Cash Strategy
Group, 2020).

<표 10> WDSG 구성 현황
참가기관1)

구분
의장
의결권있는 회원
일반 회원
옵저버

영란은행 발권국장(Chief Cashier)
바클레이즈, HSBC, Lloyds, 우체국, RBSG, Santander,
Clydesdale and Yorkshire Banking Group
영란은행, 금융연합회(UK Finance)
재무부, AIB Group, Bank of Ireland(UK), Northern Bank

1) 참가기관은 영란은행에 요청에 자발적으로 참가를 결정하였으며 탈퇴의 자유 보장
자료: Wholesale Distribution Steering Group(2019)

5) 우체국을 현금접근채널로 확보
우체국은 은행고객들에게 현금 인출 및 예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소매부문의 현금유
통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2017년 1월 우체국은 28개 은행과 3년 단위
현금서비스 대행계약을 맺었는데, 이로써 전체 은행고객의 대부분(개인고객의 99%, 기업
고객의 95%)이 우체국을 이용하여 현금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64) 2019년 우체국
은 대행계약을 갱신하여 앞으로도 은행고객을 대상으로 현금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Joint Authorities Cash Strategy Group, 2020).
Joint Authorities Cash Strategy Group(2020)은 우체국이 직접적으로 금융감독당국
의 감시를 받지 않는 것에 대해 지적하였는데, 앞으로 입법을 통해 현금유통인프라를 개
선하고 현금접근성 확보하는 과정에서 우체국의 현금서비스를 강제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길 바란다.
64) 우체국은 전국 11,500개 지점을 보유하고 있고 이 중 3,500개 지점이 ATM을 설치하고 있다. 은행고객
은 주요 우체국에서는 20,000파운드, 소형우체국에서는 2,000파운드까지 예금을 할 수 있다(Joint
Authorities Cash Strategy Group,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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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우리나라 현금결제선택권 도입 가능성 진단
1. 현금없는 사회 진행 상황
본 절에서는 우리나라 현금없는 사회 진행 상황을 현금 보유 및 이용 실태와 현금접근
성의 관점에서 살펴본다.
1) 현금 보유 및 이용 추이
[그림 16]와 [그림 17]은 한국은행이 3년 주기로 현금사용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보여주
는데, 이를 보면 2015년 대비 2018년 현금보유규모 및 보유가계비중이 모두 감소한 것
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경향은 거래용 현금보유와 예비용 현금보유 등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16] 거래용 현금보유규모1)

주: 1) 거래용 현금 보유 가구 기준
자료: 한국은행(2018)

[그림 17] 예비용 현금보유규모1)

주: 1) 예비용 현금 보유 가구 기준
자료: 한국은행(2018)

[그림 18] 현금지출 품목별 비중

자료: 한국은행(2018)

[그림 19] 현금지출 장소별 비중

자료: 한국은행(2018)

다음으로, 현금이용 비중이 큰 거래유형([그림 18] 참고)은 대표적인 소매거래에 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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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식료품 및 주류/담배로 나타났으며, 교통·의료보건과 같은 생활에 필수적인 서비스에
서도 현금이 적지 않게 이용됨을 알 수 있다. 특히, 교통카드가 널리 보급된 가운데 현금
을 교통서비스 이용에 사용하는 비중이 낮지 않은 것은 현금선호도가 높은 계층이 존재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그림 19]를 보면 현금은 전통시장, 슈퍼마켓
등 소매상에서 주로 이용되며 같은 소매상이지만 편의점 및 마트에서는 이용도가 낮아지
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전통시장 등에서는 지급카드 사용여건이 잘 갖추어지지 않
거나 상인들이 현금을 선호해서 나타난 결과라 볼 수 있다.
[그림 20] 지급수단별 이용비중

[그림 21] 지급수단별 이용비중

(건수 기준)

(금액 기준)

자료: 한국은행(2020a)

자료: 한국은행(2020a)

그리고 [그림 20]과 [그림 21]은 한국은행이 2020년 실시한 지급수단 이용행태조사결과
를 보여주는데, 이를 보면 2019년 현금의 이용 건수 및 금액이 2017년 대비 감소한 반
면 신용카드를 비롯한 지급카드 이용비중은 증가할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현금이 지급카드에 의해 대체되고 있음을 알려주며 그 정도는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와
비교하여 크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림22] 구매금액대별 지급수단 이용비중

[그림23] 구매금액대별 지급수단 이용비중

(2017년 건수기준)

(2019년 건수기준)

자료: 한국은행(2020a)

자료: 한국은행(202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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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금액에 따라 지급수단 선택이 달라지는데 현금은 1만원 미만 거래에서 주로 이용되
며 이러한 경향은 2017년 조사에서나 2019년 조사에서나 동일한 것을 [그림 22]과 [그림
23]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거래금액이 커짐에 따라 현금이용 비중이 감소하는 반면 신
용카드 등 지급카드 이용비중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지급카드의 이용편의성,
고액의 현금을 소지하는 데서 발생하는 위험 등을 고려한 소비자의 선택이라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표 11>은 소비자들의 향후 현금사용량 변화 예상을 보여준다. 청년층 및
중년층에 해당하는 20∼40대의 경우 향후 현금사용량을 감소시킬 의사를 가진 응답자 비
중이 타 연령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각 연령대의 과반수 이상의 응답자는 현금
사용량을 변화시키지 않을 거라 예상하였다. 향후 현금사용량을 변화시키지 않을 거라는
응답자가 현금이용비중이 낮은 소비자에 해당할 경우 더 이상 현금사용량을 감소시킬 수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응답을 한 것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며, <표 11>의 응답결과를 놓
고 볼 때 향후 현금사용량은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표 11> 향후 현금 사용량 증감 예상
(%)

향후 현금 사용량 증감 예상

구분

증가

변화 없음

2.3

38.5

59.2

20대

2.2

44.0

53.8

30대

1.5

48.3

50.3

40대

1.1

41.0

57.9

50대

2.4

39.3

58.3

60대

3.6

36.0

60.4

70대 이상

3.3

16.3

80.5

전체

연령대별

감소

자료: 한국은행(2020a)

2) 금융소외 및 디지털 소외 정도
우리나라의

경우

은행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거나

이용이

제한된

unbanked와

underbanked 계층의 추이를 파악할 수 있는 정확한 통계가 존재하지 않는다.65) 이에
본고는 은행의 계좌개설 요건을 조사하여 이를 바탕으로 은행서비스 접근성을 가늠해보
았다. 조사를 실시한 3개 은행 모두 ⅰ) 계좌개설을 위한 최저소득 요건을 두지 않고,
ⅱ) 미성년자의 경우도 계좌개설이 가능하며, ⅲ)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일부 국적을 제
외하고는 일정 서류를 구비하면 계좌개설이 가능하였다.66)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unbanked 계층은 외국에 비하여 극소수에 불과할 것이라 판단할 수 있다.
다음으로

은행계좌는

보유하고

있지만

제한된

은행서비스만

이용할

수

있는

65) World Bank가 2017년 집계한 Global Index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 중 unbanked 상태의 인구는
230만명인 것으로 나타났다(World Bank, 2017).
66) 조사대상 은행은 KB국민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이었으며, 외국인 노동자는 외국인등록증과 재직증명서
를 제시할 경우 계좌개설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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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rbanked 계층은 은행에서 비제도권 금융인 대부업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여 대부업 이용실태에 관한 통계자료를 통해 금융소외 현상의 정도를 간접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67) <표 12>를 보면 2019년말 대부업 대출잔액은 약 16조에 이르며
대부업 이용자수도 177.7만 명으로 2019년 인구(51,849,861명)의 3.43%에 이르는 것으
로 나타났다. 대부업 이용시 은행신용도에 불이익을 받고 대부업 개인대출금리는 2019년
말 기준 19%대여서 은행금리보다 높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대부업 이용자는 최소한
underbanked 상태에 놓여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표 12> 대출잔액 및 대부이용자수 현황
(단위: 억원, 만명 %)
구

분

법 인

개 인

합 계

2017.12

2018.12.

2019.6.

2019.12.

대출잔액

158,065

165,735

159,383

151,827

이용자수

234.5

208.6

188.6

165.7

대출잔액

6,949

7,752

7,357

7,343

이용자수

12.8

12.7

12.1

12.0

대출잔액

165,014

173,487

166,740

159,170

이용자수

247.3

221.3

200.7

177.7

자료: 금융위원회(2020a)

[그림 24] 디지털정보격차 추이

자료: 한국정보화진흥원(2019)

다음으로 우리나라 디지털소외현상의 정도를 파악해보자. [그림 22]는 한국정보화진흥
원이 실시한 디지털정보격차의 추이를 나타낸다.68) 디지털정보격차는 일반국민의 정보화
67) 미국의 경우 FDIC가 매년 unbanked와 underbanked 계층에 대한 전국규모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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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을 100으로 가정할 때, 일반국민 대비 정보취약계층의 디지털정보화 수준을 나타낸
다(한국정보화진흥원, 2019). 접근 수준은 PC, 모바일 스마트기기, 인터넷 접근 가능 정
도, 역량 수준은 PC, 모바일 스마트기기, 인터넷 기본적인 이용 여부, 활용 수준은 PC,
모바일 스마트기기, 인터넷 양적, 질적 활용 정도 등을 나타낸다. [그림 22]를 보면 디지
털기기에 대한 접근 수준이 최근 상당히 개선된 가운데 디지털소외계층의 디지털기기 역
량 및 활용 수준은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을 알 수 있다.
3) ATM 이용가능성 및 이용도
[그림 23]을 보면 우리나라 ATM 설치대수는 2013년(124,236대)을 기점으로 감소세로
접어들었으며, 시중은행의 경우 2011년(32,570대)을 기점으로 감소세로 돌아섰다. 시중은
행의 ATM 설치대수의 감소세는 빠르게 진행되어 2018년 ATM 설치대수는 2011년의
72.2%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우체국(외은지점 포함)의 ATM 설치대수도 2012년을 기점
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데 2018년 ATM 설치대수는 2012년의 76.7% 수준으로 감소
하였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우체국이 은행을 대체하는 현금서비스 접점 역할을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우체국의 ATM 설치대수가 감소한 것은 우려스런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반면, 저축기관 및 기기운영자가 설치한 ATM 대수는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그림 25] CD/ATM 설치대수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

[그림 24]는 ATM이용건수를 보여준다. 총 ATM 이용건수는 2011년(4,368,727건), 시
중은행 ATM 이용건수는 2010년(1,705,075건), 우체국(외은지점 포함) ATM 이용건수는
2009년(141,917건)을 기준으로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ATM 이용건수 감소세가 ATM 설
치대수 감소세보다 먼저 시작된 점을 미루어볼 때 ATM 설치 폐쇄는 이용자 감소에 따
른 수익성 악화에 기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림 25]의 ATM 기기 1대당 이용건수를 살펴보면 시중은행의 경우 등락을 거듭하다
68) 조사대상은 전체국민(7,000명, 장노년층 2,300명 포함), 장애인, 저소득, 농어민(각 2,200명), 북한이탈주
민, 결혼이민자(각 700명) 등 15,000명이다(한국정보화진흥원,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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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2017년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으며 우체국(외은지점 포함)과 저축기관의 경우 감소세
로 돌아서지 않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기기운영자의 경우 2006년을 기점으로 ATM
기기 1대당 이용건수가 감소하였는데 이런 감소세 가운데 ATM 설치대수가 증가한 것이
눈에 띄는 특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ATM 지리적 분포를 판단할 수 있는 통계는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시정
이 필요하다.

[그림 26] CD/ATM 이용건수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

[그림 27] CD/ATM 1대당 평균 이용건수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

4) 현금없는 매장 진행상황
우리나라에서 소매상점이 얼마나 현금없는 매장으로 전환하였는지에 대해 파악하는 통
계는 현재까지 존재하지 않고 있다. 단지 언론을 통해 스타벅스, 할리스, 디 초콜릿 등 커
피전문점을 중심으로 현금없는 매장이 도입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대형체인이
현금없는 매장 도입 여부를 언론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소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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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현금없는 매장으로 전환했는지 여부를 더욱 파악하기 어렵다. 모든 소매상을 대
상으로 현금없는 매장 전환여부를 파악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지만 약국, 병원 등 의료시
설과 공공기관에서 현금사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파악할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본다.
5) 요약 및 소결
우리나라는 신용카드 보급률 및 사용률이 높으며 2016년 이후 간편결제가 빠른 속도로
확산되면서 소매결제에서 현금이용률이 낮아지고 있으며, ATM의 설치대수 및 이용도도
최근 감소세로 전환되었다. 아울러 2018년 이후 현금없는 매장이 등장하면서 현금없는
사회가 다소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렇지만 소비자가 현금을 사용하고자 할
때 거부당하는 사례는 아직까지 사회문제로 대두되지 않아 현금없는 사회에 대한 체감도
는 낮은 편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을 반영하여 현금없는 매장, ATM 지리적 분포,
금융소외계층 등에 관한 통계가 미비하여 현금정책과 관련한 금융당국도 현금없는 사회
에 대한 대비가 다소 미흡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ATM 및 은행점포 등의 지리적
분포와 같은 통계는 단기간에 작성하여 공표할 수 있는 통계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통
계가 미비하다는 점은 이를 관할하는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의 상황인식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69)

2. 현금없는 사회에 대한 대응 현황 및 과제
1) 현금결제선택권 도입
가. 현금결제선택권 도입 추진 시도
2019년 5월 20대 국회에서 김두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국내
에 현금결제선택권을 도입 추진한 첫 번째 시도이다. 2020년 5월 임기만료로 폐기되었지
만 동 법안은 소비자가 결제방식을 선택할 권리를 갖고 소매점은 특정지급수단을 강요하
거나 우대해서는 안된다는 차별 금지의 논리를 현금결제선택권 도입 근거로 들고 있다.
동 법안 검토과정에서 고령층 및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동 조항
도입의 타당성이 인정되었다지만(국회 정무위원회, 2019), 예외 조항, 벌금 조항 등을 미
비하여 다소 성급히 추진된 측면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나. 현금결제선택권 도입시 고려사항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금의존계층을 식별하고 이들의 현금수요에 맞게 현금결제선택
권 보장 체제를 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밖에 고려할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69)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는 「국가정보화 기본법」을 설치 근거로 하며 한국은행 부총재를 의장을, 한국은행
금융결제국이 사무국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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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도입 필요성 및 시기 점검
현금은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ⅰ) 전자지급수단의 주요 대체 지급수단, ⅱ) 전상
장애시 비상지급수단, ⅲ) 금융포용적 지급수단이라는 특징을 갖는다. 이러한 현금의 특
징을 고려할 때 현금은 지급서비스시장에서 가치재 성격을 갖는 지급수단이라 규정할 수
있다. 신용카드 등 주요 전자지급수단은 민간 금융기관이 이익추구 목적으로 제공하는
지급수단이므로 가치재 성격을 갖지 않지만, 현금이 지속적으로 지급수단으로 존속함에
따라 발생하는 사회적 가치가 충분히 크므로 가치재에 속함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따라
서 현금결제선택권을 우리나라에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할 수 있다.
도입 시기는 현금없는 사회가 더욱 진행되어 현금의존 계층의 금융소외현상이 심각해
지기 이전에 선제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선제적 도입으로 금융소외계층이 겪
을 수 있는 사회적 비용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우리나라에서 현금없는 사회가 진행된 정도가 크지 않아 현금결제선택권을 도입
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 현금거부가 크게 사회적 이슈가 되지 않고
아직까지 현금없는 매장으로 전환한 소매상이 많지 않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는 타당한
주장으로 볼 수 있다. 그렇지만 ⅰ) 현금없는 사회가 앞으로 어느 정도 빠른 속도로 진행
될 지를 예상할 수 없다는 점, ⅱ) 코로나 팬데믹으로 전자지급수단 이용비중이 크게 증
가할 거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라는 점, ⅲ) 현금없는 매장이 보편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현
금취급 매장은 현금결제선택권을 도입해도 추가적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
려할 때 선제적으로 현금결제선택권을 법률에 명문화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② 도입 근거: 한국은행법 48조와 관계 정립
한국은행법 제48조는 “한국은행이 발행한 한국은행권은 법화로서 모든 거래에 무제한
통용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동 조항의 ‘무제한’을 금액의 상한 없이 통용
된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지 이를 소위 현금규칙을 포함하는 의미로 해석하지 않고 있
다. 그리고 한국은행권은 ‘모든 거래’에 통용되지만 모든 거래에 반드시 법정통화를 지급
수단으로 이용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본다. 즉, 지급카드 가맹점이 거래 이전에 소비자
에게 현금 수취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표현할 경우 현금 통용을 강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국
회 정무위원회, 2019). 즉, 법률에 의해 부여된 법정통화 자격보다 헌법상에 보장되는 계약
의 자유 원칙이 우선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노르웨이와 마찬가지로 현금결제선택권을 도입하더라도 도입 근거가 현금의 법정
통화로서의 지위가 아니라 현금이용자 차별 금지, 소외계층 보호와 같이 계약의 자유원칙과
동일한 헌법상 권리를 이유로 도입되는 것이 합리적이라 볼 수 있다.
③ 현금결제선택권 법조항 도입 법률 선택
현금결제선택권을 명시할 법률로는 한국은행법, 전자금융거래법, 단일법 등을 꼽을 수
있다.
한국은행법은 현금결제선택권을 명시할 만한 가장 유력한 법률로 생각할 수 있으나 현

- 66 -

금결제선택권을 도입한 국가 중 중앙은행법에 이를 명시한 국가는 현재까지 없다. 왜냐
하면 한국은행법은 한국은행의 책무, 조직과 업무 등 한국은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법률이기 때문에 소매상과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현금결제선택권을 명시하기에는 부적
절하다.
따라서 굳이 한국은행법에 현금결제선택권을 명시하고자 한다면 법정통화조항을 보다
구체화하는 형식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현행 제48조를 제48조의 제1항
으로 두고, 제2항에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현금을 거래지급수단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거래상대방은 이에 응해야 한다”라고 명시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 경우에도 다음과 같
은 문제점을 유발한다. 즉, 외국의 사례를 보면 현금결제선택권은 예외조항, 위반시 벌금
조항 등과 같이 법률에 도입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한국은행법에 이러한 조항을 일일이
규정하는 것은 한국은행법의 일관성 유지 차원에서 무리가 따른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
면 한국은행법에는 현금결제선택권에 관한 일반조항을 담고 벌금조항 등을 한국은행 규
정에 명시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겠으나 한국은행 규정에 국민과 기업을 대상으로
민·형사상 벌금 또는 행정법상 과태료 조항을 도입하는 것은 법체계상 부합하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로 현금결제선택권을 기도입한 국가들이 중앙은행법에 이를 명시하지 않았다
고 판단할 수 있다.
다음으로 2019년 현금결제선택권이 최초 도입 시도될 때처럼 전자금융거래법에 현금결
제선택권을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덴마크와 노르웨이의 경우 지급서비스법에
현금결제선택권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전자금융거래법은 동 조항을 명시할
만한 법률이라 생각될 수 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현금결제선택권을 전자금융거래법
에 도입하는 것이 전자금융거래법의 입법취지와 부합하는지 논란이 될 수 있다. 즉, 전자
금융거래법은 전자화폐 등에 대한 불리한 대우를 금지하고 전자금융업의 발전 기반 조성
을 목적으로 하는데 이러한 법에 전자금융수단의 사용을 저해하는 조항을 담는 것이 적
절한가 하는 것이다. 이러한 논란은 실제로 2019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현금결제선택권
을 도입하는 안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심사에서 제기된 사항이기도 하다(국회
정무위원회, 2019).
아울러 전자금융거래법 소관 부처인 금융위원회는 소매상이 전자화폐 등 전자지급수단
을 장려하는 것은 영업 전략에 해당하며 소매상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국회 정무위원회, 2019). 덴마크, 노르웨이의 지급서비스법은 현금이라는 지급수단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인 반면, 우리나라의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지급수단에 관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금융위원회의 주장이 일리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는 미국과 같이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하여 현금결제선택권을 도입하는 방안이
다. 이 방법이 현금결제선택권을 도입하는 가장 명료한 방안이라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동 법은 오롯이 소비자의 현금결제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정되는 법률이기 때문에
법체계의 일관성 유지, 법률 목적과 현금결제선택권과의 상충 등의 문제를 유발하지 않
기 때문이다. 아울러 단일 특별법을 제정하면 현금결제선택권이 적용되는 소매상 및 거
래의 범위, 예외 및 벌금 조항 등 현금결제선택권에 관한 상세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적
불확실성을 없애고 동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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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도입 범위
현금결제선택권을 도입한 국가를 보면 현금결제선택권의 적용거래 범위가 제각각인 것
을 알 수 있다. 대면 및 유인점포에서 발생하는 소매거래에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다양한 시간, 장소, 결제금액 등에 관한 예외조항이 존재한다. 이와 같이 국가별로 적용거
래 범위가 상이한 것은 각 국가가 처한 상황을 반영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 현금결제선택권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적용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작업이 진지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적용범위 현금결제선택권의 도입 취지에 맞게 설정되
어야 한다. 즉, 현금결제선택권 도입 취지가 금융포용과 현금시스템 유지라고 한다면 일
상생활에 필요한 생필품 및 공공서비스, 그리고 지역독점으로 제공되는 재화 및 서비스
등은 반드시 적용범위에 들어가야 한다. 이러한 재화 및 서비스의 예로는 식료품(소규모
마트, 편의점), 주민센터, 의료서비스(약국, 병원), 우편서비스 등이 있다.
아울러 적용대상 재화 및 서비스의 범위는 ⅰ) 우리 사회가 얼마나 현금의 존속 여부에
가치를 두느냐, ⅱ) 현금없는 사회가 얼마나 진척되어 있느냐 등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이
는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는 특성을 가지므로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률 보다는 하위법에
규정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⑤ 위반시 제재조항 포함 여부
미국의 경우 현금결제선택권의 적용을 받는 소매상이 현금수취를 거부할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제재조항을 두는 반면, 덴마크 및 노르웨이의 경우 이러한 제재조항을 두고 있
지 않다. 따라서 우리나라에 현금결제선택권을 도입할 경우 제재조항을 포함시키느냐가
논란이 될 수 있다. 제재조항을 포함시키지 않을 경우 현금결제선택권을 실질적으로 확
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는 반면 적용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제재조항을 둘 경우 소
매상의 계약선택의 자유를 크게 제한할 수 있다. 따라서 현금결제선택권 도입 논의가 본
격화되면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제재조항 포함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2) 현금인프라 개선
가. 현금인프라 개선을 위한 노력
① ATM 네트워크 운영 효율화 방안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는 2020년 8월 현금접근성 보장을 위하여 ATM 네트워크를 효
율적으로 구축할 계획을 발표하였다(한국은행, 2020b). 동 계획안은 ⅰ) ATM 위치지도
구축, ⅱ) ATM 대체 현금접점, ⅲ) 은행권 ATM 급격한 감소 방지대책 수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동 계획안은 영국, 일본, 벨기에 등에서 추진 중인 현금유통망 확보방안을 참고하여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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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된 것으로 우선적으로 ATM 위치지도를 2021년 중에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
리고 ATM 감소 방지대책은 중기 과제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한국은행과 금융위
원회는 농어촌 지역에서 우체국과 농·수협 등을 활용하여 ATM 네트워크를 유지하기 위
해 협의할 계획을 밝히기도 하였다.

<표 13> 기본 대응 방안
방안

세부 내용

Ⅰ

ATM 데이터베이스 구축

- ATM 위치, 형태, 제공서비스 등 세부 정보를 공개
- 주기적 업데이트 계획(주기는 미정)
- 해당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모바일 앱 개발

Ⅱ

ATM 대체 현금접점 확보

- 가맹점 현금출금 및 거스름돈 계좌입금서비스 활성화
- 농어촌 등 전통적인 현금접점이 적은 지역에 집중

Ⅲ

은행권 ATM 급격한 감소
방지

- 급격한 폐쇄 방지
- 공동ATM 확대 유도
- 인구과소지역에 ATM 적정 수준 유지 방안 모색

자료: 한국은행(2020b)

② 은행대리업 제도 등 도입 계획
아울러 금융위원회는 2020년 7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금융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하면
서 현금접근성을 향상할 수 있는 두 가지 금융포용대책을 제안하였다(금융위원회,
2020b). 첫째는 은행대리업 제도 도입이다. 은행대리업 제도(bank agency system)는
일본이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써 은행의 업무 일부를 은행 이외의 자가 은행을 대리 또는
중개하는 것을 허용하는 제도이다.70) 동 제도를 도입하면 통신업체, 유통업체 등이 은행
대리업자로 허가를 받으면 현금 인출 및 예금 등 기본적인 현금서비스를 은행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어 고객의 현금접점이 확보된다. 따라서 은행대리업 제도는 디지털 취약계
층의 금융접근성 향상을 위한 현실적인 방안이 된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는 간이버스 등을 개조한 이동점포, Smart Teller Machine을 활용한 무인점
포, 우체국 등 은행을 대체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접점을 마련하는 방안이다
(금융위원회, 2020b). 이 방안은 아직까지 구체화되고 있지 않지만 현금없는 사회가 보다
더 진전되었을 때 금융당국이 금융포용 관점에서 현금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동 방안
을 구체화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나. 현금유통인프라 개선 추진시 고려사항
① 정책기관간 협력체계 구축
현금시스템의 원활한 작동과 효율적 유지는 현금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필요조건이다.
70) 일본에서는 비은행 금융기관, 통신·유통업체 등이 73개 은행대리점을 운영 중이며, 유초은행(우편저축은
행)도 약 3,800개 우체국을 은행대리점으로 활용하여 은행대리업을 영위하고 있다(금융위원회, 2020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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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현금이용비중이 감소하는 가운데 현금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한 가장 큰 관건은 현
금유통인프라의 유지비용을 절감하고 인프라 구조를 지속가능하게 개선하는 것이다. 현
금유통인프라는 전자지급결제시스템과 달리 중앙은행, 현금운송업체, 금융기관 등 다양한
주체에 의해 유지되므로 이와 관련된 유관기관간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네덜란드 또는 영국처럼 유관기관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현금유통인프라를 유지
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두 가지 사항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첫
째, 이에 참여하는 정책기관의 역할 분담을 명확화 하는 것이다. 영국 JACS 그룹은 영란
은행이 도매현금유통체계 개선을, PSR이 ATM네트워크 유지를 담당하도록 하여 각 기관
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여 협력체제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한국은
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조폐공사 등 정책기관의 역량과 업무기능에 알맞은 역
할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둘째, 현금의존도가 높은 계층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되어야 한다. 네덜
란드의 지급시스템포럼에는 소비자협회, 노인단체, 장애인협회, 기부재단 등이 참여하고
있다. 영국 소액결제시스템 운영기관인 Pay.UK도 소액지급결제시장의 주요 사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문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동 위원회에 노인단체, 자선단체, 비영리단체
등이 참여하고 있다.
② 다양한 현금접근채널 확보
우리나라는 농·수협,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 협동조합형 예금수취기관과 우체국
이 전국 전역에 골고루 분포하여 있으며 ATM 보급률도 주요국과 비교하여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71) 아울러 ATM 대체 인프라로 가맹점 입출금 서비스를 도입하여 현금서비스
접점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현금접근채널을 도시의 상업 또는 주거 지역, 농어촌 지역 등 각 지역의 현금
서비스 수요에 맞게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된다.
③ 일정 거리 원칙 수립 필요성 점검
우리나라도 네덜란드, 영국, 스웨덴과 같이 ATM 분포에 관한 최소한의 원칙으로 n킬
로미터 원칙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 ATM네트워크가 잘 짜여진 현재로서는 이와 같은
원칙을 둘 유인이 크지 않지만 앞으로 ATM 설치대수가 지속적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존
재하므로 이러한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동 원칙이 필요하다.
원칙에 적용되는 거리는 ⅰ) 격지 지역 거주민의 이동성 및 편의성, ⅱ) 현금접근성 소
외 주민수 최소화, ⅲ) ATM 제공업체의 수익성 등을 감안하여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인구밀도가 낮은 농어촌 격지 지역은 ATM 접근성이 시간 및 물리적 거리를 기준으로 상
대적으로 낮을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지역을 기준으로 원칙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

71) 해외 주요국 인구 10만 명당 ATM 설치대수가 68.1대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244.0대로 매우 높은 수준
이다(한국은행, 2020b). 2019년 12월말 기준 우리나라 새마을금고 수는 1,301개(도시지역 1,025개, 농어
촌 지역 276개)이며, 신용협동조합 수는 888개이다(새마을금고중앙회, 2020; 신협중앙회,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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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적정 수준 ATM 이용수수료 유지
현금접근성 향상과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점은 ATM 이용수수료이다. 만약 ATM 제공
업체가 낮은 수익성을 보전하고자 격지 지역에 설치한 ATM 이용수수료를 높게 설정할
경우 주민들이 ATM에서 현금을 입출금할 필요가 있을 때마다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즉, ATM 이용수수료가 높으면 ATM 접근성이 확보되어야 이용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 따라서 현금이용 소비자들의 현금접근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ATM 이용수수료가 적정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영국의 LINK가 수수료 면제 ATM 만을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잘
짜여진 ATM 네트워크를 확보하려 하고 있는 것이며, 네덜란드의 지급시스템 포럼도 물
리적인 접근성 뿐 아니라 이용가능성(인출용이성)을 현금유통인프라 유지에 필요한 주요
요건으로 꼽고 있는 것이다.
⑤ 핀테크 등 전자지급수단 보급 노력 병행
현금인프라 유지 및 현금접근성 확보는 현금이용 의존도가 높은 계층의 금융소외를 방
지함을 하나의 주요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핀테크 지급수단인 간편 송금·결제를 널리 보
급하여 금융소외계층을 줄일 수 있다면 현금사용자가 감소하는 가운데 현금인프라 유지
해야 하는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동 방안은 영국의 현금접근성위원회이 권고하고
JACS Group이 채택하고 있는 전략이기도 하다.
물론 현금시스템은 금융포용 관점에서 뿐 아니라 전자지급결제시스템 장애에 대비한
대체시스템이기 때문에 이를 유지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그렇지만 현금을 일상 지급수단
이 아닌 비상 지급수단으로 확보할 때 현금시스템 유지비용이 보다 절감되는 것은 자명
할 것이므로 핀테크 지급수단 보급에 따른 금융소외현상을 해소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앞으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통해 새로 신설되는 종합지급결제사업자는 고객에
게 급여이체, 카드대금 및 보험료 납입 등이 가능한 지급계좌를 발급할 수 있게 되는데
현금의존도가 높은 unbanked 및 underbanked 상태에 놓인 금융소비자들은 동 지급계
좌를 현금 대체 지급수단으로써 사용할 수 있다.

<표 14> 종합지급결제사업자 주요 내용
도입 목적
기능
영업 범위
지급계좌 서비스
지급결제시스템
참가 여부

- 디지털금융을 이용하는 국민의 편의증진
- 하나의 플랫폼을 통해 간편결제·송금 이외에 계좌기반의 다양한
디지털 금융서비스를 one stop으로 제공
- 모든 전자금융업의 업무(자금이체업, 대금결제업, 결제대행업)
- 가능 서비스: 급여 이체, 카드대금 및 보험료 납입
- 불가능 서비스: 예금과 대출
- 향후 참가 가능토록 관련 제도 변경

자료: 금융위원회(2020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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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금없는 사회 대응에서의 한국은행의 역할과 과제
1) 현금결제현황 조사 및 통계 작성 권한 확보
현금없는 사회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발권은행인 한국은행도 현금없는 사회의 진행
상황과 현금결제 현황을 면밀히 파악할 수 있도록 통계조사역량을 강화하여야 한다. 한
국은행은 현금결제 및 현금이용 현황에 대해 2년 주기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현
재 시점에서 소매거래 현장에서 현금수취가 거부되는 사례, 현금없는 매장 현황 등에 대
한 통계가 전무한 실정이다.
현금없는 사회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한국은행은 이의 진행상황을
면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하여 현금없는 사회의 진행현황에 대한 통계가 갖
추어져야 한다. 이에 대한 통계조사주체는 발권정책을 담당하는 한국은행이 담당하는 것
이 가장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먼저 한국은행은 현금이용실태에 대한 설문조사를 확대
개편하고 현금이용자 뿐 아니라 소매상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할 것이
다. 현금유통시스템이 유지되고 현금이 원활히 지급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기 위해서 소
매상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소매상인의 현금 수취 및 비수취 유인, 현금취급비용
등을 조사하여 소매상의 현금취급 여건을 파악하고 현금없는 매장 현황을 모니터링할 필
요가 있다.
아울러 이러한 통계조사자료는 현금결제선택권이 입법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활
용될 수 있으며 현금없는 사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발권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집행하
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따라서 현금없는 사회에 대한 통계를 그 중요성을 감안하여 통계
청 지정통계로 추진하거나 현금결제선택권의 입법과정에서 현금결제현황에 대한 통계 작
성 권한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72)
2) 현금없는 사회 대응을 대한 정책연구역량 강화
중앙은행의 발권제도, 현금운송시스템 유지, 소비자 및 소매상의 현금선호도, 현금사용
보장에 따른 사회적 편익 및 비용, 현금의 미래 등 현금에 관한 다양한 연구주제가 존재
하며 이러한 주제는 중앙은행에 특화된 연구주제라는 특징을 갖는다. 미국, 캐나다, 독일
등 주요국 중앙은행은 해당 주제들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진행 중이며, 독일연방은행
은 매년 현금에 관한 국제컨퍼런스(International Cash Conference)를 개최하는 등 관
련 연구를 주도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국내 학계 및 연구소 그리고 해외 중앙은행 학자들과 함께 공동연구를 추
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통해 국내에서 현금관련 이슈에 대한 연구환경을 조성하
고 연구역량을 주요국 중앙은행 수준으로 향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
앞으로 현금이 지급수단으로서 기능을 상실할지 아니면 전자지급수단과 공존할지에 대해
정확히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급서비스시장의 변화양상을 파악하고 이에 대해 선제적
72) 지정통계 작성기관은 통계법 제25조에 따라 자료제출요구권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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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도 이러한 조사연구가 필수적이다.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에 적합한
현금결제선택권 도입방안, 현금유통인프라 효율화방안 등에 관한 정책 연구를 통해 한국
은행의 의견 및 입장을 입법과정에서 반영시킬 수 있다.
3) 현금결제선택권 홍보
현금결제선택권은 금융포용 관점에서 현금의존도가 높거나 여타 지급수단에 대한 접근
성이 낮은 계층의 소비생활을 포장하기 위한 목적을 갖는다. 또한 현금결제선택권은 현
금이용비중을 높여 현금시스템 유지비용을 낮추어 전자지급불능 사태의 대체 지급수단인
현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공익적
목적을 갖는 현금결제선택권을 효과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현금결제
선택권은 현금없는 사회가 진행됨에 따라 생겨난 낯선 개념이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2020년 들어 현금결제선택권의 존재 및 중요성을 알리고자 ⅰ) 이에 대한
포스터를 제작하여 금융기관 및 편의점 등에 배포하고 있으며 ⅱ) 관련 내용을 한국은행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현금결제선택권에 대한 홍보를 시작하였다.73)
한국은행은 현금결제선택권의 홍보를 전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홍보대상을 구체화
하고 홍보채널을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 즉, 소매상, 소비자, 소비자단체 등으로 홍보대
상을 분류할 수 있다. 소매상에 대한 홍보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왜냐하면 현금결제선택
권이 법적으로 도입되지 않은 상황에서 소매상이 현금수취 여부를 결정하므로 실질적으
로 현금결제선택권의 보장 여부를 결정하는 주체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매상이 현
금없는 매장으로 전환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소비자에게 현금결제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
도록 현금결제가 갖는 의미와 가치를 인지토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소비자단체
에 대한 홍보도 중요하다. 네덜란드와 덴마크의 사례를 보더라도 소비자단체는 지급서비
스의 이용자인 소비자를 보호하는 입장에서 현금결제선택권을 옹호하는 견지를 취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최근에야 현금결제선택권이 소개되어 소비자단체가 현금결제선택권의 개
념조차 모를 수 있으며 소비자단체가 현금결제선택권의 중요성과 의미를 깨달을 경우 소
비자단체가 주도적으로 현금결제선택권을 홍보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소매상에 대한 현
금수취 유도, 현금결제선택권 홍보 등에 소비자단체를 활용할 수 있다. 소비자단체에 대
한 홍보는 일반적인 홍보방식 보다는 소비자단체와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의견 교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자연스럽다.
아울러 포스터 제작 이외에 유튜브, SNS매체, 현금결제선택권 홍보영상 제작 공모전
개최, 특별 강좌 개최, TV 프로그램 제작 및 방영, 세미나 개최 등의 다양한 채널을 통
해 현금결제선택권을 홍보할 수 있다.
현금결제선택권 홍보가 현금사용을 장려한다는 우려나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즉, 공
적 은행인 중앙은행이 현금사용을 장려하여 신용카드사 등 민간금융기관과 경쟁하는 것
이 바람직한가 하는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그렇지만 현금결제선택권 홍보는 ⅰ) 금융포
용 및 취약계층의 소비생활 보호 등 공익 목적(사회적 효용 향상)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ⅱ) 현금은 신용카드의 대체 지급수단이기도 하지만 전자지급수단 불능에 대비한 대체지
73) 편의점(예: CU, 세븐일레븐)의 계산기 모니터에 한국은행이 제작한 포스터의 디지털 이미지를 송출하는
방식으로 현금결제선택권을 홍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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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단이므로 현금 존속은 개별 지급수단 차원이 아니라 지급서비스시장 전체 차원의 문
제이며, ⅲ) 현금사용 확대로 한국은행이 사적 이익을 얻지 않는다는 점, ⅳ) 현금은 법
정통화로 여타 지급수단보다 우월한 법적 지위를 갖는 점을 고려할 때 타당하다고 할 것
이다.
사실 공익적 목적을 추구하는 공적 기관이 홍보차원을 넘어 지급서비스시장에 개입하
는 경우가 존재한다. 대표적인 두 가지 예가 중앙은행의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 발행
추진과 서울시의 제로페이 출시이다.
많은 중앙은행은 디지털 시대에 디지털결제자산을 민간부문에 제공하기 위하여 중앙은
행디지털화폐를 발행을 추진 중에 있다. 중앙은행디지털화폐은 비트코인 등 사적 암호자
산의 강력한 대체재이지만 사적 암호자산 발행기관이 중앙은행의 자체 암호자산 발행을
비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중앙은행디지털화폐 발행은 중앙은행이 안전한 결제자산 제
공이라는 공적 이익을 위하여 추진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소상공인의 가맹점수
수료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제로페이라는 간편결제서비스를 출시하였다. 제로페이는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민간 간편결제서비스의 강력한 대체지급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이익 향상이라는 공적인 도입 타당성을 인정받아 민간 간편결제서비스 제공업자
의 비판에 직면하지 않았다.
두 가지 사례를 통해서만 보더라도 현금결제선택권은 사회적 후생을 향상시키기 위하
여 도입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홍보는 타당하다고 볼 것이다.
4) 현금 도안 및 디자인에 대한 투자
우리나라는 지폐 도안 및 디자인 특히 지폐 속 인물 선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지대
한 국가이다. 이러한 관심은 역설적으로 지폐 도안 및 인물 변경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지폐의 도안 및 인물 변경이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지폐
도 하나의 상품인 점을 감안할 때 지폐의 도안 및 인물을 주기적으로 변경하여 화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킬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하여 현금사용률이 낮은 연령층의
관심을 유도하고 현금이용도를 높일 수 있다. 달리 보면 지폐 도안 및 인물 변경은 현금
결제선택권의 가장 효과적인 홍보방법이라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영란은행과 스위스중앙은행의 사례를 참고할 만하다. 영란은행은 2007
년 3월 도입된 20파운드권의 도안을 2020년 2월 변경하는 등 화폐도안 변경주기가 짧으
며, 스위스중앙은행도 1984년, 1995년, 2016년에 모든 지폐 도안 및 인물을 교체하였
다.74) 모든 중앙은행이 지폐 도안 및 인물 변경을 쉽게 하지 않으며 지폐 도안 및 인물
변경이 가져올 논란을 감안할 때 2018년 발행한 평창 동계올림픽 기념지폐처럼 기념지폐
를 발행하는 것이 하나의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
5)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발행 준비
현금없는 사회가 빠르게 진행되어 현금이 지급수단으로서 실질적인 지위를 상실하는

74) 영란은행은 5파운드권은 2016년, 10파운드권은 2017년, 50파운드권은 2011년에 도안을 변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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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도래할 경우 소매결제에서 중앙은행화폐가 결제자산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소액
결제용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발행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중앙은행의 대응방
안이 될 것이다. 캐나다중앙은행 부총재인 Timothy Lane이 2020년 2월 캐나다 내에서
현금이용 가능성이 낮아져 현금이 지급수단으로서 기능하지 못할 경우 캐나다중앙은행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를 발행할 수 있다고 언급한 것이 단적인 예이다(Lane, 2020). 이러
한 현실 인식에 따라 영란은행, 캐나다중앙은행, 스웨덴중앙은행 등 해외 중앙은행은 중
앙은행 디지털화폐 발행 준비 작업에 있으며 한국은행도 2020년 초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발행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여 2021년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파일럿(시험) 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은행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와 현금 간의 영향관계 등에
관한 연구를 추진하여 두 중앙은행화폐간의 상충 또는 구축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
여야 한다.

Ⅴ. 결론 및 제언
전자지급수단의 보편화 및 핀테크 혁신으로 현금의 지급수단으로서의 비교우위가 약화
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현금이용비중이 감소하여 현금시스템 유지비용 및 현금결제비용
이 증가하고 있다. 다양한 지급수단이 존재하는 가운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지급서
비스시장을 효율화한다는 차원에서 현금의 이용비중이 높으면 현금사용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사회적 편익보다 높을 것이다.
그렇지만 현금이용비중이 극도로 낮아 일상거래에서 현금사용이 어렵게 되면 디지털기
기 및 은행서비스 등에 접근성이 낮은 계층을 소외시키고 차별하는 금융소외 또는 디지
털 소외의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아울러 현금은 전자지급시스템 장애에 대비한 긴급 대
체지급수단으로서의 중요성을 갖는다. 또한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현금의 예비적 수요가
증가하는 현상에서 알 수 있듯이 현금은 가치저장수단의 기능을 갖는 지급수단이다. 따
라서 현금은 단순히 비용-편익 관점에서 파악할 수 없는 사회적 가치를 지닌다.
따라서 전자지급수단이 보편화되어도 현금이 계속해서 이용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
어야 한다. 이에 현금없는 사회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국가에서는 현금 이용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미국, 덴마크, 노르웨이 등에서는 소매상의 현금수
취를 의무화하는 현금결제선택권을 속속 도입하고 있다. 재화 및 서비스의 구매에서 사
용되는 지급수단은 계약당사자 간에 결정할 사항이지만 비현금지급수단을 선택할 수 없
는 금융소외계층의 소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금융포용관점에서 현금결제선택권을 법
률적 권리로 보장하게 된 것이다. 흥미로운 점은 현금결제선택권을 도입한 국가들은 동
권리의 도입 근거를 현금의 법적통화 지위가 아닌 금융포용, 금융소외계층의 소비생활
보장, 비상지급수단 확보 등에서 찾고 있다. 이는 현금의 법적통화 지위가 법률상 권리이
어서 헌법상 권리인 계약 선택의 자유에 우선할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한편, 스웨덴, 네덜란드, 영국 등의 국가는 현금결제선택권을 도입하지 않고 현금이 사
용될 수 있는 여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금유통인프라를 개선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
다. 예를 들어, 스웨덴은 대형은행의 현금서비스 제공의무를 법적으로 명확히 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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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은 재무부, 영란은행, PSR 등 유관기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현금유통인프라 체계
를 개편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 10년간 현금이용비중이 뚜렷이 감소하고 있어 현금없는 사회가 서서
히 진행 중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작년 국회에서 현금결제선택권을 법률(전자
금융거래법)에 명시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으며 2020년 들어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는 금
융소비자들에게 현금접근채널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체 현금접근채널을 확보하고 ATM망
을 개선하려는 작업에 착수하였다. 아울러 한국은행은 비트코인, 리브라 등 민간 디지털
화폐의 수용성 확대에 대비하여 중앙은행화폐가 최종 결제자산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중
앙은행 디지털화폐 발행 준비에 착수하였다.
현금결제선택권의 입법 추진은 한국은행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닐지라도
입법 과정에서 한국은행은 중앙은행으로서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현금결제선택권을 도입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현금없는 사회로의 진전 또는 현금없는 매장 확산 등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역할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첫째, 현금결제 현황을 면밀히 파악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
하여야 한다. 무엇보다 현금결제에 관한 현행 설문조사를 확대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
다. 예를 들어, 조사주기를 1년으로 단축하고, 조사대상에 소매상을 넣어 소매상의 현금
수취 유인, 현금취급비용 등을 파악하고 현금없는 매장 현황에 통계를 작성할 필요가 있
다. 둘째, 현금수요, 현금운송시스템, 현금사용의 사회적 편익과 비용 등 현금없는 사회
와 관련한 다양한 이슈에 대한 연구를 꾸준히 진행하여야 한다. 현재 시점에서 앞으로
현금이 지급수단으로서 기능을 상실할지 아니면 전자지급수단과 공존할지에 대해 정확히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급서비스시장의 변화양상을 파악하고 이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
응하기 위해서도 이러한 조사연구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하여 자체적인 조사연구역량 확
충 뿐 아니라 우리나라 학계 및 연구소, 해외 중앙은행과 공동연구를 통해 국내외 현금
및 발권 관련 연구가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현금결
제선택권에 대한 홍보를 직접 그리고 소비자단체와 협력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한국은행
이 현금결제선택권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경우 중앙은행이 민간 금융기관과 지급서비스시
장에서 경쟁한다는 우려나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그렇지만 현금은 신용카드 등 여타
지급수단과 달리 법정통화 지위를 갖는 지급수단이며 현금의존도가 높은 금융소외 및 디
지털소외 계층을 보호하기 위하여 현금의 이용지속성이 확보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금결제선택권에 대한 홍보는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민간기업의 홍보와는 다른 공익적
목적을 지닌다고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현금없는 사회가 완연히 진행될 경우에 대비하여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발
행 준비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이는 영란은행, 캐나다은행 등이 현금없는 사회에서 안전
한 결제자산인 중앙은행화폐 제공 방법으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발행을 강조하고 있는
추세와 맥을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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