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014-7호

BOK 이슈노트
비현금 지급수단의 발달이
현금통화수요에 미치는 영향
조재현
한국은행 발권국 과장
Tel. 02-759-4514
jaehyun.cho@bok.or.kr

강규호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kyuho@korea.ac.kr

우리나라에서 신용카드 이용이 크게 확대되기 시작한 2000년 이후 현금거래는 상대적으로 위
축되어 온 반면 현금통화잔액은 저액 은행권, 주화 등을 포함한 모든 액면에서 증가세를 보인 것
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현금거래금액(flow)을 현금통화잔액(stock)으로 나눈 현금유통
속도(velocity)의 변화를 통해서 이해될 수 있다. 현금유통속도가 일정하다면 현금거래금액과 현
금통화잔액의 관계는 정비례할 것이나 본고에서 추정된 현금유통속도는 꾸준히 하락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현금유통속도가 하락하는 경우에는 비현금 지급수단이 발달하더라도 현금
통화수요에 대한 영향력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다.
현금통화잔액을 종속변수로 2000~2012년중 현금통화수요 모형을 추정해 본 결과 비현금 지
급수단 발달이 현금통화수요에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비현금 지
급수단 발달이 현금통화잔액보다는 현금거래빈도의 감소 등을 통해 현금유통속도를 하락시키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쳐 왔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비현금 지급수단이 통용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경제주체들이 명목소득의 일정 비율을 현금으로 보유하려는 행태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본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한다. 우선, 비현금 지급수단의 발달에 따라 현금거래가
상대적으로 위축되는 현상을 거래 목적의 현금통화수요가 감소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데 신중할 필
요가 있다. 또한, 경제주체들이 예비적 거래 목적의 현금보유행태를 유지할 경우 향후 현금거래가
늘어나지 않더라도 현금통화수요는 경제 성장에 따라 꾸준히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비현금 지급수단은 결제성 예금을 결제자금으로 사용한다는 측면에서 결제성 예금과 현금 간의 자
금이동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다만, 금번 연구결과가 신용카드 등 전자 지급수단이 발달하였
던 시기를 대상으로 실증분석이 이루어진 만큼 모든 비현금 지급수단의 발달이 현금통화수요에 영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향후에는 실증분석 대상기간을 확대하거나 현금
통화수요에 대한 국가별 패널 분석을 하는 등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본 자료의 내용은 한국은행의 공식견해가 아니라 집필자 개인의 견해라는 점을 밝힙니다.
■ 따라서 본 자료의 내용을 보도하거나 인용할 경우에는 집필자명을 반드시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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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보유하는 행태를 보임에 따라 기존의 현금통화
수요를 대체하지 못하였다고 분석하였다.4)

비현금 지급수단의 지속적 발달 등의 영향
으로 Cashless Society가 도래할 것이
라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

현금은 교환의 매개수단이므로 비현금 지급

우리나라의 경우 카드 사용액의 소득공제 정

수단과는 대체 관계에 있다.1) 이런 측면에서

책 등으로 1999~2008년중 신용카드 이용액

정보통신기술의 혁신 등으로 비현금 지급수단

이 연평균 26% 급증하였다. 특히 카드는 주

이 지속적으로 발달함에 따라 현금 사용이 필

사용 업종 및 건당 이용금액 측면에서 비현금

요 없는 사회인 Cashless Society가 도래할

지급수단 중에서 현금과 가장 유사하므로 신용

것이라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실제

카드의 사용 확대에 따라 현금 거래는 상대적

로 미국, 독일, 캐나다 등 주요국 중앙은행들

으로 크게 위축되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실시한 지급수단 사용실태 서베이 결과를
살펴보면 거래금액 비중 측면에서 직불카드,

<그림 1> 현금·신용카드의 업종별 이용비중1)

신용카드 등의 비현금 지급수단은 증가해 온

(%)

반면 현금은 감소하는 현상이 관찰되어 왔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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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2012)
ㅇ주 : 1) 각 지급수단의 전체 이용금액 중 업종별 이용금액 비중임

를 보였다. 이와 관련하여 OECD 13개국의
현금통화수요 결정요인을 분석한 Amromin

<표 1> 지급수단별 건당 이용금액1)
(단위 : 만원)

& Chakravorti(2008)는 현금통화수요가
물가, 금리 등 현금 보유에 따른 기회비용 요

우리나라의 경우 비현금 지급수단의 발달에
따라 현금거래가 상대적으로 위축된 가운데
현금통화잔액은 대체로 증가세 지속

지급수단

건당 이용금액

인에 의해 주로 좌우되며 비현금 지급수단

현금

1.6

체크카드

3.3

의 발달은 주로 거래적 용도로 사용되는 저액

신용카드

6.6

권 수요만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지로

14.9

자기앞수표

167.7

Fujiki & Tanaka(2009)는 일본에서 전자화

인터넷뱅킹

폐3)(electronic money)가 빠르게 확산되었
으나 경제주체가 전자화폐와 현금통화를 함께

약속어음

629.0
109,524.2

자료 : 한국은행, 국세통계연보(2012)
ㅇ주 : 1) 현금은 현금영수증 발급기준, 비현금 지급수단은 2012년중 이용(교환)
금액/이용(교환)건수

1) 본고에서 현금은 실물 화폐를 의미한다.
2) Fung et al(2012)은 캐나다 중앙은행의 서베이 데이터를 패널 분석한 결과 지급수단의 지속적인 혁신이 현금거래를 상당부분 감소시킬 것으로 예
상하였으며 Bundesbank(2012)는 서베이를 통해 온라인 쇼핑구매 증가 등 소비자의 구매행태 변화를 현금 거래비중 감소의 한 요인으로 분석하
였다.
3) 직불카드, 선불 IC카드 등 POS(Point of Sale)에서 발생하는 전자적 형태의 모든 지급수단을 지칭한다.
4) Kitamura et al(2010)은 동일한 서베이 데이터를 이용하여 전자화폐의 확대가 주화 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동 영향력도 미미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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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동 기간중 현금통화잔액은 명목

추정하여 현금유통속도의 변화를 파악하였다.

GDP와 유사한 수준의 증가세를 지속하였다.

Ⅳ장에서는 현금통화수요 모형 등을 통해 비현

또한 현금통화수요를 액면별로 보면 주로 거래

금 지급수단의 영향력을 추정하고 분석 결과를

적 용도로 사용되는 오천원권, 천원권 등 저액

해석한 후 마지막으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현금유통속도가 일정하지 않고 하락하는 경
우 비현금 지급수단 발달의 현금통화수요에
대한 영향력이 제한적일 가능성

권과 주화도 만원권과 유사한 수준으로 증가하
였다.5)
이처럼 비현금 지급수단의 발달로 현금거래

Ⅱ. 현금통화수요 현황

가 크게 위축되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현금통화잔액이 여전히 증가세를 보인 현상은

1980년 이후 현금통화잔액 추이를 살펴보

두 변수간의 관계를 파악해야만 이해할 수 있

면 특정 시기를 제외하고는7) 현금통화수요가

다. 현금거래금액은 교환등식(Equation of

명목GDP와 매우 밀접하게 움직여 경제주체가

Exchange)6)에 따라 현금통화잔액과 현금유

명목소득의 일정비율을 현금으로 운용하는 행

통속도의 곱과 동일하므로 현금통화잔액과 현

태가 존재함을 보여준다. 이를 감안하여 현금

금거래금액 간의 관계는 현금유통속도의 변화

통화잔액의 명목GDP 비중을 보면 1990년대

로 조정된다. 가령, 예전보다 현금 거래빈도가

후반까지 대체로 하락세를 보이다 2000년대

줄어들더라도 경제주체가 일정 수준의 현금을

이후 안정된 모습을 나타내었으며 금융위기 이

보유하는 행태가 지속된다면 현금거래금액은

후에 다시 상승하였다. 최근의 현금통화수요

감소하여도 현금통화잔액은 동일하게 된다.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현금통화비

따라서 현금거래 빈도의 감소 등으로 시중에서

중은 다른 주요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

현금이 유통되는 속도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타났다.

경우 비현금 지급수단의 발달이 현금통화수요

우리나라의 경우 1980년대 이후 현금통화
잔액과 명목GDP는 밀접하게 움직임

<그림 2> 현금과 명목GDP 증감률 추이1)

에 미치는 영향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

본고에서는 최근 현금유통속도가 지속적으
로 하락한 점에 중점을 두고 비현금 지급수단

현금통화증감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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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목GDP증감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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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발달이 현금통화수요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한 실증분석 결과를 해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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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우선 Ⅱ장에서는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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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통화잔액 현황을 통해 현금통화수요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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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한국은행
ㅇ주 : 1) 현금통화는 연중 일평잔 기준

5) 다만, 2009년 금융위기 이후에는 고액권 중심의 현금통화수요 증가세가 나타났다.
6) Irving Fisher(1911)는 일정 기간중 통화잔액(money stock, M)에 통화유통속도(money velocity, V)를 곱한 금액은 해당 통화로 이루어진
거래금액(money transaction, P·T)과 동일하다는 교환등식(M·V=P·T)을 제시하였다. 일반적으로 통화유통속도는 명목GDP를 M2통화잔
액으로 나누어 추정하며, 이 경우 통화유통속도는 일정 기간 최종산출물을 구매하기 위하여 사용된 M2통화 한 단위의 빈도를 의미한다. M2통화에
는 모든 결제통화가 포함되므로 명목GDP가 이를 통해 거래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금은 경제활동에 사용되는 많은 지급수단 중 하나이며 특
히 현금거래규모는 타 지급수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감소하여 왔으므로 명목GDP를 이용해 현금유통속도를 추정해서는 안 된다.
7) 1993년 금융실명제 실시로 인해 현금통화수요가 일시적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비현금 지급수단의 발달이 현금통화수요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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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현금/명목GDP 비중 추이1)
5.0

<그림 5> 천원권·주화잔액 및 GDP 증감률 추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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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한국은행
ㅇ주 : 1)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는 금액 비중을 살펴보면 2008년까지 액면별
로 일정하게 유지되다가 2009년 6월 오만원

19.3
14.8
12.3

권의 최초 발행 이후 만원권 비중은 크게 하락
10.9

10

한 반면 오만원권 비중은 크게 상승하였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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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BIS CPSS Country Table(2013)
ㅇ주 : 1) 2012년 기준 현금통화잔액/명목GDP

과 오만원권을 합한 고액권 비중을 살펴보면
2009년말 89.1%에서 2013년말 92.6%로
완만히 상승하였다.

<그림 6> 각 은행권 및 주화 비중1)

신용카드 이용이 크게 확대되기 시작한

▒ 5만원권 ▒ 만원권 ▒ 5천원권 ▒ 천원권 ▒ 주화

2000년 이후 현금통화수요를 액면별로 살펴
거래적 용도로 사용되는 천원권 및 주화의
발행잔액도 경제규모 성장에 따라 증가세
지속

2006

각 은행권 및 주화가 전체 현금에서 차지하

(%)

20

2004

-10

주 : 1) 현금통화잔액/명목GDP

<그림 4> 주요국의 현금/명목GDP 비중1)

2002

보면 만원권 뿐만 아니라 주로 거래적 용도로
사용되는 오천원권, 천원권 및 주화의 발행잔
액도 명목GDP와 비슷한 수준의 증가세를 지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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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속하였다. 이는 거래적 동기가 현금통화수요

40

증가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개연성을

20

보여준다.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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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한국은행
ㅇ주 : 1) 전체 현금통화잔액에서 각 은행권 액면과 주화 잔액이 차지하는 비중

8) 2009년 이후 고액권 중심의 현금통화수요 증가 현상은 저금리 기조, 안전자산 선호경향 강화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자세한 내용은 “Ⅳ.실
증 분석”(7p) 및 “Ⅴ.시사점”(12p)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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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현금 및 카드1) 거래금액 증감률2)

Ⅲ. 현금유통속도 추정
100
80

식에 따라 현금거래금액을 현금통화잔액으

60

로 나누어 계산할 수 있으나 현금거래의 익명

40

성으로 인해 현금거래금액을 정확히 추정하

20

9)

관련하여 ECB(2012)가 제시한 방식 중에

현금거래 증감률
신용카드 버블

현금유통속도(Cash Velocity)는 교환등

기란 쉽지 않다. 본고는 현금거래금액 추정과

(%)

카드거래 증감률

0
2000

2002

2004

2006

2008

2010

-20
자료 : 한국은행
ㅇ주 : 1) 카드 거래금액은 신용 및 체크카드의 물품용역 구매액 기준임
2)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기준

10)

서 현금인출금액에 현금 회전율 을 곱하여 현
금거래금액을 추정하는 현금인출통계(Cash

동 기간의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이라는 일시

Withdrawal Data) 방식을 사용하였다.
이렇게 추정한 현금거래금액 추이를 보면 신

적 요인을 통제하기 위해 현금거래액에서 신용

용카드 활성화 정책11)으로 인해 현금서비스 이

카드 현금서비스 이용액을 제외하여 살펴보면

용금액이 급변동하였던 2000~2004년을 제

명목GDP 대비 현금과 카드 거래비중은 역관

외하면 600조원 내외의 수준을 유지하였다.

계를 나타내어 카드 이용이 활성화될수록 현금

유사한 지급수단인 현금과 카드의 거래금액을

거래는 상대적으로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비교해 보면 두 변수가 민간의 소비지출과 관

즉, 카드 사용의 확대로 경제규모에 비해 현금

련되므로 거의 유사한 움직임을 보였다. 특히

거래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나 현금거

신용카드 버블이 발생한 2000~2002년 중에

래금액은 일정 수준에서 유지되었다.

경제규모(명목GDP) 대비 카드거래비중이
상승한 반면 현금거래비중은 지속적으로
하락

는 카드 현금서비스 이용액의 급증으로 현금
<그림 9> 명목GDP대비 현금1)·카드 거래비중

거래도 증가하였다.12)
<그림 7> 현금거래금액 및 카드 현금서비스 이용액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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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한국은행
ㅇ주 : 1) 1999~2001년중 비은행계 카드사의 현금서비스 이용금액은
2002년중 전체 카드사 이용금액 중에서 비은행계 이용비중을
사용하여 추정함

9) 현금거래금액 추정 방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부록 1>을 참고.
10) 소비자가 금융기관에서 인출한 현금이 판매자 혹은 생산자를 거쳐 금융기관에 재예치될 때까지 현금거래에 사용되는 금액 배율을 의미하며 시중
에서의 현금 유통흐름, 경제주체의 현금사용 행태, 기존 문헌 등을 감안하여 1.2배로 가정하였다.
11) 신용카드는 현금서비스 인출한도 폐지(1999.5월), 신용카드 이용액의 소득공제한도 확대(1999.9월) 등으로 인해 1999년부터 크게 활성화되
었다.
12) 신용카드의 현금서비스 이용이 증가하면 현금취급기기를 통한 현금인출이 늘어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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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현금유통속도 추이1)

한편 위에서 추정한 현금거래금액을 현금통
화잔액과 비교해 보면 현금통화잔액은 꾸준한

(배율)
40

증가세를 유지한 반면 현금거래금액은 정체된
현금통화잔액이 꾸준히 증가한 반면 현금거
래금액은 정체됨에 따라 현금유통속도는 지
속적으로 하락

모습을 보임에 따라 현금거래금액을 현금통화
잔액으로 나눈 현금유통속도는 지속적으로 하
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비현금 지급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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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단의 발달에 따라 현금거래가 상대적으로 위
0

축되었으나 경제주체가 명목소득의 일정 비율
을 현금통화로 보유하려는 행태가 지속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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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1) 현금거래금액/현금통화잔액

현금유통속도가 꾸준히 하락하였음을 보여준
다.13) 또한 현금통화가 저액권, 주화 등을 포
함한 모든 액면에서 증가세를 나타내었다는 점

Ⅳ. 실증 분석

에서 이러한 현금유통속도 하락이 고액권을 중
심으로 한 가치저장 수요에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본 장에서는 비현금 지급수단의 발달이 전체
현금통화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한 후
은행권 액면별 및 주화 발행잔액에 미치는 영
향을 추가 분석하였다.

<그림 10> 현금 통화잔액·거래금액 추이1)
현금통화잔액(좌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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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한국은행
ㅇ주 : 1) 현금통화잔액은 연중 일평균 기준, 현금거래금액은 추정치

금통화잔액 증감률, 당기 명목GDP 증감률,
정기예금금리 변동 및 장단기 금리차 등을 사
용하였다.14) 또한, 신용카드 및 인터넷뱅킹 등
전자 지급수단이 본격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한
2000.1/4분기~2012.4/4분기를 분석 대상
기간으로 하였다. 모형의 내생성 문제를 고려

13) 2011년중 현금유통속도가 11.0이므로 화폐 한 단위가 동 기간의 현금거래에 평균적으로 11번 사용된 셈이다.
14) 증감률 변수는 계절성을 감안하여 전년동기대비 기준으로 변환하였으며 장단기 금리차는 정기예금금리에서 국채금리(3개월)를 차감한 금리스프
레드를 사용하였다. 단위근 검정(Unit Root Test) 결과 모든 변수는 안정적(stationary) 시계열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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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변수들의 과거 시차항을 도구변수15)로 이

않고서도 현금통화수요의 변화가 기본모형으

용한 2단계 최소자승(2-SLS) 방식으로 추정

로 설명되었다.

하였다.
<그림 12> 현금통화수요의 실제·추정치 비교
실제치
25

추정치

잔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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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통화잔액 로그값

15

명목GDP 로그값

추정 결과 명목소득과 위험회피성향 상승은
현금통화수요를 증가, 예금금리 상승은 이
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분석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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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모형을 추정한 결과 모든 설명변수가

자료 : 한국은행

통계적으로 유의한 가운데 현금통화 증감률은
명목GDP 증감률 및 장단기 금리차와 양의 관

다음으로 기본모형에 비현금 지급수단 대용

계를, 정기예금금리 변동과 음의 관계를 가지

변수를 차례로 추가하여 추정계수의 통계적 유

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명목소득과 위험회피

의성을 통해 각 비현금 지급수단이 현금통화수

성향16) 증가는 현금통화수요를 증가시키며 예

요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해 보았다.

금금리 상승은 이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분석되
어 예상과 부합하였다. 또한 종속변수의 추정
치를 살펴보면 실제 현금통화잔액 증감률과 유
사하게 움직여 오만원권 발행 효과를 통제하지

<표 2> 현금통화수요 결정요인 분석결과
설명변수

상수
조정 결정계수
분석 대상기간

§ # =# 비현금 지급수단의 대용변수(proxy)

비현금 지급수단의 대용변수로는 신용카드

추정치

t값

이용액, 신용 및 체크카드 이용액, 인터넷뱅

0.539**

5.068

킹 이용액, 지로 결제액, 자기앞수표 및 어음

0.864**

3.553

-1.005**

-2.087

1.734**

2.095

다. 각 대용변수를 하나씩 추가하여 추정한 결

2.675

2.887

과 비현금 지급수단의 통계적 유의성은 자기앞

**

0.765
2000.1/4~2012.4/4

주 : 1) 도구변수로는 현금통화잔액 증감률은 1·4기, 명목GDP 증감률은 1·2기,
정기예금금리 및 장단기 금리차는 1기전 시차변수가 사용됨
2) *, **는 각기 유의수준 10%, 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함

신용카드 이용액 등 비현금 지급수단 이용
확대가 현금통화수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은 대체로 미미

교환액 등의 전년동기대비 증감률을 사용하였

수표를 제외하고 대부분 미미하게 나타났다.
현금통화잔액과 자기앞수표는 역의 관계가 나
타났으나 동 기간중 자기앞수표 교환액이 감소

15) 도구변수로는 종속변수와 설명변수의 과거값을 사용하였으며 하우스만 테스트를 통해 유의한 도구변수만을 사용하였다.
16) 장단기 금리차는 이론적으로 미래 명목단기이자율의 기대변화와 위험프리미엄의 합으로 표현되므로 장단기 금리차 확대는 미래 경기에 대한 불확
실성 증가와 경제주체들의 위험회피성향 상승을 일부 반영한다.(Cochrane and Piazzesi, 2009)

비현금 지급수단의 발달이 현금통화수요에 미치는 영향

7

제 2014-7호

세를 나타내어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려워 보인

대부분 변수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고액

다.17)

권은 명목GDP 및 장단기 금리차와 양의 관계
를, 정기예금금리와 음의 관계를 보여 전체 현
<표 3> 비현금 지급수단의 영향력 분석결과
설명변수

추정치

t값

신용카드 사용액

+0.007

0.311

신용·체크카드 사용액

+0.009

0.399

인터넷뱅킹 이체액

-0.003

-0.172

지로 결제액

-0.025

-0.475

자기앞수표 교환액

-0.091*

-1.884

약속어음 교환액

+0.012

분석 대상기간

금통화잔액 추정 결과와 유사하였다.

<표 4> 권화종별 현금통화수요 결정요인 분석결과
설명변수

-1.05**

주화

-1.223

-0.339 -0.299 -0.259*

-2.04*

-1.149 -0.304 -0.419

상수항
조정결정계수

-3.932

**

0.712

분석대상기간

각 은행권 및 주화 등 권화종별 현금통화수
요에 대한 비현금 지급수단의 통계적 유의
성도 미미

천원권

-0.201 -0.001 -0.109**
**

2000.1/4~2012.4/4

2. 권화종별 현금통화수요에 미치는 영향

5천원권

-0.398** -0.657** -0.641** -0.929**

0.707

주 : 1) 도구변수로는 기본모형의 도구변수들 외에 각 비현금 지급수단의 1기전
시차변수가 사용됨
2) *, **는 각기 유의수준 10%, 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함

고액권1)

-1.075 -1.461 -0.396
0.387

0.395

0.891

2000.1/4~2012.4/4

주 : 1) 고액권은 만원권과 오만원권 발행잔액의 합계
2) *, **는 각기 유의수준 10%, 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함

비현금 지급수단의 발달이 각 은행권 액면

위에서 추정한 기본 모형에 비현금 지급수단

및 주화의 발행잔액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대용변수를 하나씩 추가하여 분석한 결과 비현

위해 종속변수로 고액권, 오천원권, 천원권 및

금 지급수단이 각 은행권 액면 및 주화 수요에

주화의 현금통화잔액 증감률을 사용하여 기본

미치는 영향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

모형을 추정하였다.18)

났다. 주화의 경우 카드 이용액에 대해 5% 수
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계수 부호가
기대와 반대로 나타났다.19)
<표 5> 비현금 지급수단의 영향력 분석결과1)

@4 : 고액권 (만원권+오만원권) 발행잔액
@5 : 오천원권 발행잔액#
@6 : 천원권 발행잔액
@7 : 주화 발행잔액

추정한 결과 고액권에 대해서는 모든 설명변
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오천원권과 천
원권에 대해서는 종속변수의 시차항을 제외한

설명변수

고액권2)

5천원권

신용카드

0.017

0.170

0.036 -0.035**

신용·체크카드

0.021

0.173

0.038 -0.036**

인터넷뱅킹

-0.001

0.031

-0.001 -0.001

지로

-0.016

0.049

-0.013 -0.013

자기앞수표

-0.022

0.000

-0.177 -0.130*

0.000

0.029

-0.014 -0.004

약속어음

천원권

주화

주 : 1) 설명변수는 각 지급수단의 이용·이체·교환 금액을 사용하였음
2) 고액권은 만원권과 오만원권 발행잔액의 합계
3) *, **는 각기 유의수준 10%, 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함

17) 자기앞수표는 1999년까지 증가세를 유지하다 신용카드와 인터넷뱅킹이 활성화된 2000년부터 감소세로 전환하였다. 따라서 자기앞수표의 감소
가 현금통화수요를 증가시킨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려우며 전자 지급수단의 발달이 장표 지급수단을 일부 대체한 것으로 보인다.
18) 2009.6월 오만원권 발행으로 액면체계가 변경됨에 따라 발생한 오만원권과 만원권간 수요 대체현상을 통제하기 위해 두 권종의 발행잔액을 합한
고액권 발행잔액을 분석하였다.
19) 카드 이용이 확대될수록 현금거래가 감소하면서 잔돈으로 사용되는 주화 수요도 감소하여야 하므로 부호는 음(-)으로 나타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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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증분석 결과에 대한 해석

<그림 13> 한국·미국의 지급수단 보유율1)
한국

미국

2000~2012년중 비현금 지급수단의 발달
이 전체 및 액면별 현금통화잔액에 미치는 영

99%

현금

100%

향을 실증 분석한 결과 동 영향력은 통계적으
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이는 비현금 지급

71%

신용카드

70%

수단 발달이 현금통화잔액보다는 현금거래빈
도의 감소 등을 통해 현금유통속도를 하락시키

직불카드

48%

비현금 지급수단이 통용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경제주체들이 명목소득 대비 일정
수준의 현금을 보유하고자 하는 행태에 주
로 기인

78%

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쳐 왔음을 의미한다. 이
러한 결과는 비현금 지급수단이 통용되지 않
을 경우에 대비하여 경제주체들이 명목소득의

자료 : 한국은행 『2012년 화폐사용실태 조사』, Boston Fed, 『2010 Survey
of Consumer Payment Choice』
ㅇ주 : 1) 설문조사 당시 지급수단별 보유자 비중

일정 비율을 현금으로 보유하고자 하는 행태
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20) 지급결제시스템이

Ⅴ. 시사점

작동해야 사용 가능한 비현금 지급수단과 달리
현금은 실물 형태의 결제통화로서 거래에 있어

본고는 비현금 지급수단의 발달에 따라 현금

시간과 공간의 제약21)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거래가 상대적으로 위축되더라도 경제주체가

가령, 경제주체의 지급수단 사용 및 보유 행태

일정 수준의 현금을 보유하려는 행태가 존재할

와 관련된 한국 및 미국의 서베이 조사 결과를

경우 현금통화수요에 영향을 미치기 보다는 현

보면 신용카드, 체크·직불카드 등의 비현금

금유통속도를 하락시킨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지급수단 이용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음에

이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한다.

도 불구하고 사실상 모든 응답자가 여전히 현
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

(현금거래와 현금통화수요의 관계)

급수단 사용행태 서베이는 설문 당시 응답자의
현금 보유액을 조사하므로 거래적 동기와 관련
된 수요를 반영한다.

비현금 지급수단의 발달에 따라 현금거래가
상대적으로 위축되는 현상을 거래적 목적의 현

비현금 지급수단 발달에 따른 현금거래 위
축 현상을 거래 목적의 현금통화수요 감소
로 해석하는 데 신중할 필요

금통화수요가 감소한 것으로 해석하는 데 신
중할 필요가 있다. 신용카드 이용 확대 등에도
불구하고 거래적 용도로 사용되는 저액권 및
주화 발행잔액이 경제규모와 유사한 수준의 증
가세를 지속해온 것은 일상적인 현금거래에 대
비한 현금보유 행태가 현금통화수요 증가의 중

20) 현금통화수요 기본모형의 추정 결과 명목소득 대용변수가 주요 결정요인 중 하나로 분석되었다.
21) 비현금 지급수단은 정전, 전산장애 등 지급결제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시간의 제약을 받으며 신용카드 통신망, 인터넷 등의 지급결제 인프라가 없
는 영세 자영업자, 산간벽지 등에서 장소의 제약을 받는다.

비현금 지급수단의 발달이 현금통화수요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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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요인임을 보여준다.
현금유통속도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상황
에서 현금통화잔액을 통해 현금거래금액의
변화를 추정하기 어려움

능성이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일부에서 제기하

또한 현금유통속도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는 Cashless society와 같은 미래는 현금거

상황에서 현금통화잔액과 현금거래금액 간의

래 측면에서 가능할 수 있으나 현금통화수요

관계는 안정적이지 않으므로 현금통화잔액을

측면에서는 유효하지 않을 수 있다. 1960년

통해 현금거래금액의 변화를 추정하는 것은 어

이후부터 장기적으로 보아도 현금통화는 외환

렵다.22) 가령, 기존 연구에서는 현금거래의 익

위기 직후인 1998년24)을 제외하고는 전년대비

명성으로 인해 현금유통속도를 안정적이라고

증가세를 지속하여 왔다.

가정하여 현금통화잔액으로 현금거래금액을
추정하는 경우가 많았다.23) 하지만 현금통화수

<그림 15> 현금통화 잔액 및 증감률 추이1)

요는 증가세를 나타내었으므로 동 방식을 이용
할 경우 현금거래금액도 이에 비례하여 증가하
는 것으로 추정되어 지급수단 사용행태 서베이

(조원)
60
50

(%)
현금통화잔액(좌축)

50

현금통화증감률(우축)

40
30

40

결과와 배치된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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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0

<그림 14> 현금거래 및 현금통화 비중 추이1)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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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한국은행
ㅇ주 : 1) 증감률은 전년동기대비 기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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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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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4

(현금통화와 결제성예금 간의 관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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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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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한국은행
ㅇ주 : 1) 현금거래금액은 카드 현금서비스 이용금액 제외

결제자금이라는 측면에서 현금통화와 결제
성예금은 대체관계에 있다. 비현금 지급수단
은 은행 계좌의 결제성예금을 결제자금으로 사
용하므로25) 비현금 지급수단이 발달하면 경제

(Cashless Society와 현금통화수요 전망)

주체가 경제활동을 영위하기 위한 결제자금
을 현금보다 결제성예금으로 운용하게 된다.

경제주체가 예비적 거래 목적의 현금보유
행태를 유지할 경우 현금거래비중이 위축되
더라도 현금통화잔액은 경제규모 성장에 따
라 증가할 가능성

경제주체가 명목소득의 일정비율을 현금으

1980년대 이후 현금과 결제성예금 간의 비율

로 보유하려는 행태가 지금처럼 지속될 경우

을 살펴보면 금융시스템 발달, 어음·수표의

향후 현금거래가 늘어나지 않아도 현금통화수

이용 확대 등으로 인해 결제성예금이 크게 증

요는 경제규모 성장 등으로 꾸준히 증가할 가

가하면서 1990년대 후반까지 지속적으로 하

22) Schneider(2004)는 현금유통속도가 일정하지 않을 경우 현금통화잔액을 이용하는 모형으로 지하경제 규모를 추정하면 오류가 발생함을 지적
하였다.
23) Snellman et al(2001), Humphrey(2003) 등은 현금거래금액을 추정하는 데 있어 현금통화잔액 등을 설명변수로 사용하였다.
24) 명목GDP 대비 비중으로 보면 전년대비 0.2%p 하락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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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하다 2000년대 들어 안정화되었다. 동 비율

자금 이동이 아니며 경제주체의 안전자산 선호

은 현금의 명목GDP 비중과 유사하게 움직여

경향 강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경제주체가 결제성예금을 중심으로 결제자금
<그림 17> 결제성예금 및 현금통화 비중

을 운용하는 행태가 강화될수록 경제규모에 비
해 현금통화수요가 감소하였음을 시사한다.26)

현금통화/명목GDP

현금은 결제성예금 계좌를 통해 입출금이
가능하므로 현금과 결제성예금 간의 자금흐
름을 모니터링할 필요

결제성예금/명목GDP

(%)
40

1)

<그림 16> 현금통화와 결제성예금 간의 비율

30
현금통화/명목GDP(좌축)

금융실명제 실시
(1993)

현금통화/결제성예금(우축)

(%)

(%)

5.0

금융위기
(2008)

20
8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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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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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한국은행
20

3.0
2.5
1980

0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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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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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한국은행
ㅇ주 : 1) 결제성예금 = M1통화 - 현금통화

한편 본고의 실증분석 기간이 신용카
드, 인터넷뱅킹 등 전자 지급수단이 발달한
2000~2012년으로 한정된 점을 감안하면 이
번 분석 결과를 통해 모든 비현금 지급수단 발

또한 현금은 은행의 결제성예금 계좌를 통해

달이 현금통화수요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서만 입출금이 가능하므로 현금과 결제성예금

으로 일반화해서는 곤란하다. 가령 어음, 수

간의 자금 흐름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가

표 등 장표 지급방식이 발달했던 1980~1999

령, 1993년 금융실명제 실시 직후 조세 회피

년중 현금에서 결제성 예금으로의 자금 이동이

등의 목적으로 결제성 예금에서 현금으로 자금

발생하면서 현금통화수요는 경제규모에 비해

이동이 발생하면서 현금통화의 명목GDP 비중

증가세가 둔화되었다.

은 크게 증가한 반면 결제성 예금의 비중은 감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향후에는 실증 분석의

소한 바 있다. 하지만 이들은 안전한 유동자산

대상기간을 확대하거나 주요국 현금통화수요

이라는 공통점도 있어 위험자산 회피 행태가 강

의 결정 요인을 패널 분석하는 등의 추가적인

화되는 시기에 보완 관계도 성립 가능하다. 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27) 또한 현금

령,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현금과 결제성예금

통화수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혁신적인 비

의 명목GDP 비중이 함께 상승한 것은 1993년

현금 지급수단의 출현 가능성에 대해 모니터링

경우처럼 결제성 예금에서 현금으로의 단순한

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금번 분석결과를 모든 비현금 지급수단 발
달이 현금통화수요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일반화하기 어려움

25) 신용카드 등 지급카드, 인터넷뱅킹, 수표 등 대부분의 비현금 지급수단은 은행의 요구불 예금, 수시입출식 예금 등을 연결계좌로 발급되어 사용
된다.
26) 동 기간에 대한 공적분 검증 결과에서 현금의 명목GDP 비중과 결제성예금 비율 간에는 정(正)관계의 장기균형식이 존재하였다.
27) 주요국의 최근 현금통화수요 및 카드이용 현황에 대해서는 <부록 2>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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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현금거래금액(Cash Transaction Value) 추정
현금거래금액(Cash transaction value) 추정 방법론은 소비자 서베이(Consumer
survey), 현금인출통계(Cash-withdrawal data), 소비지출 잔여액(Consumption
residual) 등 세 가지 방식이 주로 사용된다. 추정 방식별로 장단점이 있는데 경제주체
가 현금거래를 위해서 ATM 등에서 현금을 우선 인출해야 한다는 점에서 본고는 현금인
출통계 방식을 선택하였다. 동 방식의 단점으로는 현금인출액에서 해외로 빠져나가는
역외 수요 및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비축수요를 제외해야 하나, 원화 통화는 기축통화가
아니므로 역외수요가 미미28)하며 연간 발행잔액 증가액 전체를 비축수요라고 가정하여
도 전체 현금인출액에 비해서는 매우 적으므로 현금거래금액 추정에 큰 영향을 주지 못
한다.29)
< 표 6> 현금거래금액 추정방식별 비교
Consumer survey
• 일부 소비자를 대상으로
서베이 조사
방식

• 특정기간 내 모든 지급거래
내역에 대해 지급방식,
지급금액 등을 기재토록 함
• 조사방식이 가장 직접적이고
명료함

장점

• 현금 거래금액뿐 아니라
거래건수도 파악 가능
• 패널데이터를 통해 미시적
분석 가능
• 조사 비용이 많이 듦
• 가계만을 조사대상으로 함

단점

• 응답자가 민감한 지급내역은
고의로 누락할 가능성
• 조사대상군의 전체 소비자
대표 가능성 유무(나이, 성향
등에 따라 지급행태의 편차가
큼)

사용
국가

Cash-withdrawal data

Consumption residual

• ATM 및 은행 창구 등에서의
현금인출금액에 현금 회전율을
곱하여 현금거래금액 추정

• 국민계정상 민간소비지출에서
신용카드, 계좌이체, 지로
등의 지출금액을 차감한
잔여금액으로 현금거래금액
추정

• 파악하기 어려운 개인간 거래
등을 포함한 전체 현금거래를
포착할 수 있음

• 추정 방식이 간편하고 관련
통계입수가 편리

• 관련 통계 입수가 대체로
용이한 편

• 공식적인 소비지출 관련 현금
거래금액을 파악하기 유리

• 개인 간의 거래, 중간 산출물
거래 등의 현금거래액은
제외되므로 다른 방법론에
• 달러, 유로 등 기축통화인
비해 과소 추정되는 경향이
경우 해외 수요는 제외할 필요
있음
• 비축 수요와 관련된
•
모든 비현금 지급수단을 통한
현금인출액은 제외할 필요
지출금액을 차감하지 못할
경우 추정한 현금거래금액에
여타 지급수단 관련 거래액이
포함됨
• 현금 거래건수 추정이 어려움

• 벨기에, 네덜란드, 노르웨이, • 핀란드, 이탈리아, 네덜란드, • 에스토니아, 그리스, 헝가리,
헝가리, 라트비아 등
스웨덴, 포르투갈 등
아일랜드, 이탈리아 등

주 : 1) ECB, “The social and private costs of retail payment instruments : A European Perspective”, 2012.9 참고

28) 2012년중 외국환은행을 통해 수출된 원화금액은 0.5조원으로 2011년중 현금인출액(487조원)의 0.1%이다.
29) 가령, 2011년의 경우 화폐발행잔액 증가액(+6.0조원) 전체를 비축수요로 가정하여도 동 기간중 현금인출금액(487조원)의 1.2%
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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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주요국의 카드 이용액 및 현금통화잔액 현황
카드 이용액 확대에도 불구하고 현금통화수요가 견조한 증가세를 나타내는 것이 우리
나라만의 특징인지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 한국과 BIS 산하 CPSS 회원 9개국30)의 카드
이용금액 및 현금통화잔액 현황을 비교하여 보았다. 2003~2011년중 10개국의 카드
이용액은 평균 2.4배 증가하여 동 기간중 각 국의 명목GDP 증가율(평균 1.6배 증가)을
모두 상회하였다. 이 중 7개국의 카드 이용액은 1.8~2.2배 증가하여 우리나라(2.2배)
와 유사한 신장세를 나타내었다. 여타 3개국의 경우 브라질, 싱가포르는 높은 경제 성장
률 등에 힘입어 카드 이용이 급증하였으며 스위스는 상대적으로 낮은 증가율을 나타내
었다. 카드 이용액의 명목GDP 비중을 살펴보면 대부분 국가에서 상승세를 보여 2000
년대에 카드 이용도가 지속적으로 확대된 것은 글로벌한 보편적 현상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은 경제 규모에 비해 가장 높은 카드 이용도를 나타내었으며 카드 이용도의 발달 속
도 역시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8> 주요국의 카드 이용 현황1)2)

<그림 19> 카드이용액의 명목GDP 비중2)

(2003년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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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CPSS, CEIC, FRED
ㅇ주 : 1) 2003년말 기준 카드이용금액을 100으로 지수화하여 계산
ㅇ 2) 브라질, 일본은 신용카드 기준, 여타국은 신용·직불(체크 포함)카드 합계 기준

이처럼 10개국의 카드 이용액이 확대되어 온 가운데 스웨덴을 제외한 9개국의 현금통
화잔액도 대체로 경제 규모와 유사하게 증가하여 현금통화수요는 견조한 증가세를 나타

30) 미국, 일본, 영국, 캐나다, 호주, 스위스, 한국, 싱가포르, 브라질, 스웨덴(유로화를 사용하는 국가는 유로화 발행이 최근에 이루어
진 점을 감안하여 제외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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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었다. 2011년말 현금통화의 명목GDP 비중을 보면 일본이 18.8%로 가장 높았으며
영국, 캐나다, 호주 및 브라질은 우리나라와 비슷한 4% 내외 수준이었다. 동 비중의 시
기별 특징을 살펴보면 대체로 2007년까지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다 금융위기 이후 상승
한 국가가 많았다. 다만, 스웨덴의 현금통화수요는 2003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내었다.

<그림 20> 명목GDP·현금통화 증감률 비교1)

<그림 21> 현금통화의 명목GDP 비중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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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BIS CPSS, World Bank
ㅇ주 : 1) 2003~2011년중 연평균 증감률 기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현상 강화 요인31)을 감안하여 일상적
인 거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저액권32) 수요를 살펴보았다. 2003~2011년중 저액권 발
행잔액은 대체로 각 국의 명목GDP를 소폭 하회하는 수준으로 증가하였으며33) 감소한
사례는 없었다. 싱가포르, 호주 등 경제성장률이 높은 국가를 중심으로 저액권 수요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영국, 일본은 저액권이 명목GDP 증감률을 상회하였다.

31) 금융위기 직후 경제주체의 위험회피 성향 강화로 인해 고액권 수요가 저액권보다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32) 은행권 중에서 ATM에서 인출되는 은행권의 액면가치 미만을 저액권으로 분류하였다.(Amromin & Chakravorti, 2008)
33) 저액권 수요 증가세가 경제성장 규모에 다소 못 미치는 것은 물가 상승에 따른 화폐의 실질가치 하락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물품
가격대가 상승하면서 저액권보다 고액권이 거래에 더욱 많이 사용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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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주요국의 저액권 발행잔액 추이1)

<그림 23> 명목GDP·저액권 증감률 비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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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각 국 중앙은행, World Bank
ㅇ주 : 1) 2003년말 기준 저액 은행권의 발행잔액을 100으로 지수화하여 계산
ㅇ
2) 2003~2011년중 연평균 증감률 기준

이처럼 2003년 이후 주요 10개국의 카드 이용 및 현금통화수요 현황을 살펴본 결과
우리나라처럼 카드 이용이 크게 확대된 가운데 현금통화수요는 대체로 경제 규모와 유
사한 수준으로 증가하여 일각의 전망처럼 Cashless Society 현상을 발견하기는 어려
웠다. 다만 이러한 주요국 사례도 대상국가 수와 대상 시기에 한계가 있었던 점은 감안
하여야 한다.

비현금 지급수단의 발달이 현금통화수요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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