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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지급결제의 기초

1. 지급결제의 개념

우리는 상점이나 인터넷에서 물건을 사고 현금이나 수표, 신용카드 등
으로 물건값을 냅니다. 이러한 거래의 결과 물건은 내 것이 되는 대신 나
의 현금이나 은행통장 잔액은 줄어들고 상대방은 늘어나게 되겠지요. 이
처럼 물건을 사고파는 거래에서 현금이나 수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물건 대금을 내는 것을‘지급’
이라 하고, 지급한 만큼의 화폐적 가치가
물건을 판 사람에게 온전하게 이전되어 거래가 종결되는 것을‘결제’
라
고 합니다. 즉 지급결제란 모든 재화나 금융 거래에 수반되는 자금의 이
전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거래시에 현금으로 물건값을 낼 경우 나와 물건
판 사람간의 거래는 대금 지급과 동시에 결제도 이루어지고 물건을 넘겨
받음으로써 모든 거래가 끝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수표나 신용카드 또는
인터넷 계좌이체 등을 이용해서 대금을 지급하면 나와 매도인간에 물건
은 넘겨받았더라도 궁극적으로 나의 예금에서 대금이 빠져나가 매도인의
예금에 입금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나의 거래은행과 매도인의 거
래은행간에 주고받아야 할 자금을 계산하여 실제로 자금을 주고 받아야
합니다. 금융기관간 주고받을 자금을 계산하는 과정을‘청산’
이라 하고
금융기관간에 실제로 자금을 주고받고 양 거래당사자의 예금계좌에서 자
금이 인출 또는 입금되어 거래가 최종적으로 종결되는 것이 결제입니다.
이처럼 일반적으로 지급결제는 지급[支給, payment]과 청산[淸算,
clearing], 그리고 결제[決濟, settlement]라는 세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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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매일 직접 현금이나 카드 등으로 값을 치르고 필요한 물건을 사
고 있기 때문에 지급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산
과 결제과정은 전문화된 금융기관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어 정확한
내용을 잘 모르며 지급하면 당연히 결제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하기
도 합니다. 그러나 지급이후 많은 과정과 노력을 거쳐 결제가 이루어지
는 것이며 실제로 지급이 되었더라도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청산과 결제는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매우 중요한 과정
입니다.

지급결제의 단계

결제

2

실제로 자금을 주고받아
거래가 최종적으로 종결되는 것

청산

금융기관간 주고받을
금액을 계산하는 것

지급

물건 대금을 내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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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급결제제도

앞에서 보았듯이 거의 모든 경제활동은 자금의 이동이 수반됩니다. 현
금으로 자금을 이전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상대방을 직접 만나서 현금을
건네주면 자금이전이 완료되기 때문입니다. 현금이외의 방법으로 자금
을 이전하는 것도 외견상으로는 간단해 보입니다. 현금자동입출금기
(CD/ATM)를 이용하여 자금이체를 하면 곧바로 내 예금에서 돈이 빠져
나가 상대방의 예금잔액이 늘어나고 상대방은 즉시 현금으로 인출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단순해 보이기는 하지만 현금이 아닌 경우에는 이면에
복잡한 지급결제과정이 숨어 있습니다. 돈을 보내는 사람의 거래은행은
보내는 사람의 예금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돈을 받는 사람의 거래은행
으로 돈을 보내야 하고 돈을 받은 은행은 받을 사람의 예금계좌에 돈을
입금시켜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거래는 하루에도 수없이 일어나고 여러
은행과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느 은행에 얼마를 주고 얼마를 받아
야 할지를 계산하는 것조차 어렵습니다. 이 같은 계산을 편하고 정확하
게 하기 위하여 은행들은 서로간에 주고받을 계산을 전담하는 조직을 세
웠습니다. 이러한 조직을 청산기관이라고 하는데 은행들은 모든 거래정
보를 전산망을 이용하여 청산기관으로 보내고 청산기관은 이 모든 정보
를 종합하여 은행별로 받을 금액과 줄 금액을 계산해줍니다. 청산기관은
계산된 결과를 각 은행에 통보하고 동시에 은행들의 당좌예금계정을 가
지고 있는 한국은행에도 통보합니다. 한국은행은 통보받은 정보에 따라
은행들의 당좌예금계정에 자금을 입금시키거나 인출하는 방식으로 은행
들간의 자금거래를 완결시켜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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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자동입출금기 이용시 지급결제 예시

결제
⑤자금이체

⑤자금이체

한국은행
④통지

④통지

④통지
청산

②거래정보 전달 청산기관
지급인의 거래은행
③각 거래은행이 주고
받을 금액을 계산
⑥지급인의
계좌에서
②거래정보 전달
예금을
차감

지급인

①현금자동입출금기
에 이체정보를 입력

수취인의 거래은행
⑥수취인의
계좌에서 예금이
증가하여 인출가능
지급

수취인
거래흐름
자금흐름

이와 같이 현금 이외의 지급수단을 사용한 경우에 자금을 이전시켜주
는 제도적 장치를 지급결제제도 또는 지급결제시스템이라고 합니다. 현
금 이외의 지급수단이 현금과 마찬가지로 경제활동에 일반적으로 사용
되고 있는 것은 지급결제제도를 통해 틀림없이 자금이 이전된다는 믿음
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급결제제도는 개인, 기업, 정부 등 경제주
체들의 경제활동에서 발생하는 지급결제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주
는 금융의 핵심적인 하부구조입니다.

지급결제제도는 지급수단, 참가기관, 전산시스템, 관련 법규 및 규정
등으로 구성됩니다. 지급수단은 일반적으로 현금과 현금 이외의 지급수
단으로 구분됩니다. 지급결제에 참가하는 기관은 매우 다양합니다. 우
리가 현금 이외의 지급수단으로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하는 경우 그
지급수단이 결제되기까지 은행을 포함한 금융기관뿐 아니라 금융기관
이 아닌 지급결제서비스제공기관, 청산기관 등이 참여하게 됩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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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기관과는 다소 성격이 상이하기는 하나 한국은행도 최종결제에 필요
한 자산을 제공하고 적절한 감시를 하고 있는 점에서 광의의 개념으로
지급결제제도에 참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 참가기관들은
구매사실을 확인하는 단계에서부터 지급을 지시하고 지급정보를 교환
하며 최종결제가 이루어질 때까지 각자 주어진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한 이러한 전 지급결제과정은 전산시스템으로 연결되어 하나의 지급결
제망을 구성합니다.

지급결제시스템은 결제되는 자금의 성격에 따라 몇가지로 나누어집니
다. 먼저 거액결제시스템과 소액결제시스템이 있습니다. 거액결제시스
템은 콜거래자금과 같은 금융기관간 자금거래에 이용되는데 말 그대로
거액의 자금이 이전됩니다. 그러나 거액결제시스템이라고 해서 실제로
지급지시에 최저금액이 설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 소액결제시
스템은 주로 개인 또는 법인 등이 서로 자금을 주고받는 데에 사용되는
시스템으로 상대적으로 소액의 자금이 이전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수표, 계좌이체, 신용카드, 지로 등의 자금은 모두 소액결제시
스템에서 처리됩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경우 2007년중 거액결제와 소
액결제의 건당 평균금액은 각각 164억원과 242만원으로 차이가 매우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주식이나 채권 등 증권거래에 따른 증권
과 대금을 주고받는 데 사용되는 증권결제시스템이 있고, 외환거래에 따
른 대금결제에 사용되는 외환결제시스템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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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지급결제시스템

결제시스템

거액결제시스템

소액결제시스템

운영기관
(청산기관)

한국은행

금융결제원

결제기관

시스템
참가기관

2007년중
일평균거래규모
금액(조원)

건수(천건)

한국은행

은행
상호저축은행 등
증권사
보험사
투신사 등

149.1

9.1

한국은행

은행
우체국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39.4

16,273

은행
증권사
보험사
투신사 등

9.91)

‥

은행

1672)

4.2

유가증권 및
한국은행
증권선물거래소
코스닥 시장
증권예탁결제원
증권
결제
시스템

선물거래소
한국은행
증권선물거래소
시장
증권선물거래소

장외시장

외환동시결제시스템

증권예탁결제원

한국은행
증권예탁결제원

CLS은행

CLS은행 및
각 결제통화국
중앙은행

1) 장외시장에서 결제된 채권 및 단기금융상품의 일평균 결제규모는 3분기까지의 잠정치
2) 억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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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급수단

우리의 지갑을 열어보면 현금뿐 아니라 신용카드, 체크카드, 자기앞수
표 등 다양한 지급수단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갑속에 넣고
다니는 지급수단은 상대방에게 직접 지급할 때 주로 이용됩니다. 한편
은행이나 지하철역에 있는 CD/ATM, 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
여 이용하는 인터넷 뱅킹, 모바일 뱅킹 등 상대방을 직접 만나지 않고 지
급을 하거나 자금을 이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지급에 이용되는
현금이나 수표, 신용카드, 인터넷을 통한 계좌이체 등을 지급수단[支給
手段, payment instrument]이라고 합니다.

지급수단은 크게 현금과 현금 이외의 지급수단으로 구분됩니다. 현금
은 한국은행이 발행한 화폐로서 그 통용력을 국가가 법으로 보장하고 있
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자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금을 지급하
면 청산과정은 불필요하게 되고 모든 결제과정은 지급과 동시에 마무리
됩니다. 그러나 거래에서 현금을 지급하려면 해당액만큼 현금을 직접 소
지하고 거래상대방과 대면하여 지급해야 하므로 시간적 공간적으로 많
은 비용과 불편이 따르게 됩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현금을 대신하
는 여러 지급수단이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현금 이외의 지급수단은 현
금을 금융기관에 맡겨두고 맡겨둔 현금 대신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어음,
수표, 신용카드, 직불카드 및 계좌이체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급수단은 은행 예금계좌의 증감을 통해 결제가 종결
되며 예금주는 언제라도 현금으로 찾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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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수단 현황
대면방식

장
표
방
식

비대면방식

현금

수표

장표지로

어음

off-line

on-line

창구송금

인터넷지로

CD/ATM
전
자
방
식

직불카드

신용카드

전자화폐

체크카드

전자어음

전자화폐

각종카드
텔레뱅킹

모바일 뱅킹

전자지로주)

인터넷 뱅킹

주 : 전자지로는 자동계좌이체, 대량지급, 납부자 자동이체를 포함

최근에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이용자에게 더욱 편리한 전자지급
수단이 많이 개발되어 그 이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
자화폐는 IC칩 또는 컴퓨터 등에 화폐가치를 저장하여 상품이나 서비스
의 구매대금 결제에 사용하는 지급수단입니다. 또한 언제 어디서나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뱅킹은 초기에 메시지 전송을 통한 소
액결제서비스에서 시작하여 최근에는 금융거래용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거나 IC칩을 휴대폰에 내장하는 방식을 통해 계좌이체 등의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 전자지급수단에 많이 활용되고 있는 IC칩은 일
종의 작은 컴퓨터로 보안성이 뛰어나고 많은 양의 정보를 저장하고 처리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IC칩의 내부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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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기존에 사용하던 지급수단도 이용이 더욱 편리해졌습니다.
CD/ATM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카드가 필요했는데 카드가 없어도 칩내
장 휴대폰이나 생체인식을 통해 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
상적으로 사용하는 카드도 IC칩을 장착하여 보안성을 높였으며 단말기
에 긁지 않고 가까이 대기만 해도 결제되는 방식도 교통카드 등에서 이
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기관이 아닌 일반기업들도 마케팅 방법의 하나로 고객들에
게 마일리지 등을 제공하여 현금처럼 여러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
고 있습니다. 마일리지는 기존에는 제한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경품
성격에 머물렀으나 최근에는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마일리지
가 크게 확대되어 지급수단처럼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현금 이외의 지급수단은 편리성을 높여주지만 지급즉시 지급결
제의 전과정이 마무리되는 현금과 달리 지급∙청산∙결제과정을 거치는
동안 결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게 될 각종 위험에 노출되게 됩니다.
지급단계에서는 해킹 등 금융사고의 위험성이 있으며 청산∙결제단계에
서는 거래 상대방이 결제자금 부족으로 돈을 주지 않거나 주기로 한 시점
보다 늦게 줄 위험이 존재합니다. 즉 현금 이외의 지급수단은 현금보다
사용하기에 편하지만 지급결제 과정의 안전성에서는 현금보다 떨어진다
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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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급결제 참가기관

지급결제 과정에는 다양한 기관들이 참가하게 됩니다. 우선 지급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기관과 전자금융업자가 있습니다. 은행, 신용카
드사 등 금융기관은 수표, 각종 카드, 인터넷 뱅킹, 모바일 뱅킹 등의 지
급수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점차 증권사 등에서도 은행계좌를 통
하여 은행과 비슷한 수준의 지급결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CD/ATM, 컴퓨터, 이동전화 등 전자적 장치를 이용하는 전
자금융이 발달하고 상거래시에도 온라인상에서 거래하는 전자상거래
(B2C)가 늘어나는 등 지급결제 과정에서 기술의존도가 높아지게 되었습
니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이 아니면서 전자지급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자금융업자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전자금융업자는 전자화폐 또는
선불지급수단을 발행하고 관리하는 업자, 인터넷 쇼핑몰에서 신용카드,
계좌이체, 상품권, 기타의 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상품 대금을 결제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과 인터넷 쇼핑몰을 연결해주는 전자결제대행(Payment
Gate)업자, 결제대금을 예치하고 있다가 배송이 정상적으로 완료된 후
대금을 판매자에게 지급하도록 해주는 결제대금예치(escrow)서비스 제
공업자, 각종 청구서 및 이용내역서를 인터넷 또는 이동전화를 통해 고
지하는 전자고지결제(Electronic Bill Presentment and Payment)서비
스 제공업자 등이 있습니다. 이밖에도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를 위
하여 전자금융거래를 보조하거나 일부업무를 대행하는 전자금융보조업
자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전자금융보조업자로는 카드결제과정에서 카드
회사와 가맹점간에 전자금융거래 정보를 전달하는 부가가치통신망
(VAN)사업자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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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이용시 소액결제시스템 참가기관

결제
한국은행
⑪자금이체
⑩차액결제
⑪자금이체
내역통지
⑩차액결제
⑩차액결제
내역통지
내역통지
카드회사 거래은행
⑨인터넷
⑧대금지급요청
쇼핑몰에
②카드정보
대금지급
카드회사
⑫카드
대금납부

③승인내역 통지

청산

금융결제원
인터넷쇼핑몰 거래은행

②카드정보

PG업자

⑦배송결과통지

⑪대금지급

③승인내역 통지
③승인내역 통지

지급

에스크로사업자
카드소지자

①카드로 물건 구입
⑥배송확인

인터넷쇼핑몰
④배송의뢰

⑤배송
배송업자
거래흐름
자금흐름

다음으로 금융기관간에 서로 주고받을 금액을 계산하여 확정해주는
청산기관이 있습니다. 청산기관은 개별 금융기관들의 전산시스템을 연
결하여 거래내역을 확인하고 서로 주고받을 금액을 계산합니다. 우리나
라는 금융결제원, 증권선물거래소, 증권예탁결제원 등이 청산기관에 해
당합니다. 소액결제시스템의 청산은 금융결제원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금융결제원은 은행들과 지급결제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어음, 지로,
CD/ATM, 전자금융 등 각종 소액결제 거래자료를 확인하여 개별 은행간
에 주고받을 금액을 계산합니다.

증권결제시스템에서는 증권선물거래소가 일일정산을 통하여 증권사
들간에 주고받을 금액을 계산하는 청산업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증권
선물거래소는 청산업무 이외에도 자신이 직접 결제과정에 개입하여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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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사간 결제가 확실히 이행되도록 보장하는 역할도 수행합니다. 즉, 매
도증권사에 대해서는 매수자의 역할을, 매수증권사에 대해서는 매도자
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스스로 증권사의 거래상대방이 되어 결제리스
크를 줄이고 결제의 이행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한편 증권사와 고객간의 거래는 두 당사자간에 개별적으로 이루어지
는 거래로 증권선물거래소에서 청산되지는 않지만 증권사의 고객 가운
데 은행, 보험, 연기금 등 기관투자가들은 거액의 자금을 운용하므로 거
래확인 등 일부 청산업무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증권예탁결제원에서 이
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청산기관에서 주고받을 금액이 확정되면 한국은행은 동 금액을 해당
금융기관 계좌에서 실제로 증감시켜주어 지급결제과정을 마무리합니다.
한편 증권결제에서는 자금의 이전뿐 아니라 증권의 이전도 함께 이루어
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기관간에 주고받을 금액이 계산되면
자금의 이전은 한국은행에서 처리하고 증권의 이전은 증권예탁결제원에
서 처리하게 됩니다. 증권예탁결제원은 증권의 이전을 편리하게 하기 위
하여 유가증권을 예탁받아서 보관해두었다가 증권의 이전이 필요할 때
에 예탁자계좌에 거래내용을 기재함으로써 증권의 최종결제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급결제 참가기관

한국은행

청산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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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제방식

결제방식은 금융기관간 서로 주고받을 금액을 계산하여 그 차액만 결
제하는 차액결제방식과 지급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건별로 해당금액을
결제하는 총액결제방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차액결제는 지급결제시스템에 참가하는 은행간에 받을 금액과 줄 금
액을 계산하여 동일한 금액만큼은 상계한 후 차액만을 결제하는 방식입
니다. 두 은행간의 차액만을 상계하는 경우 양자간 차액결제라고 하고
결제시스템에 참가하는 모든 은행들과 주고받을 금액을 상계하는 경우
다자간 차액결제라고 합니다. 차액결제는 순지급 또는 순수취할 금액만
을 최종결제하므로 결제에 필요한 자금의 규모가 줄어들어 자금운영의
효율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모든 참가기관이 각자 지급해야
할 자금을 제때에 지급해야만 관련된 모든 개별지급거래의 결제가 완결
된다는 점에서 결제리스크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자간 차액
결제제도 하에서 한 은행이 지급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채 파산할 경우
연쇄적으로 모든 은행에서 결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위험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소액결제시스템과 증권결제시스템을 차액
결제방식으로 처리합니다. 다만 장외증권결제는 뒤에 설명하는 총액결
제방식으로 결제합니다.

총액결제는 받을 금액과 줄 금액을 서로 상계하지 않고 건별로 지급거
래 총액을 결제하는 방식입니다. 총액결제는 개별 지급거래별로 결제하
기 때문에 다른 참가기관의 영향을 받지 않고 결제가 완결됩니다. 특히
실시간총액결제(RTGS: Real Time Gross Settlement)방식은 실시간으
로 지급즉시 결제가 완결되어 각종 결제리스크가 감소합니다. 그러나 실
시간총액결제방식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자금이 필요하므로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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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하는 데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금융기관간의 자금이체를 주로 담
당하는 거액결제시스템은 결제불이행시 금융기관 및 경제에 미치는 영
향이 매우 큰 중요한 시스템이므로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결제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총액결제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래 그림에서와 같이 3개 은행이 존재할 경우 지급지시 건
수는 총액결제시 6개이지만 차액결제시 3개로 감소합니다. 또한 결제에
필요한 유동성은 총액결제인 경우 170이지만 양자간 차액결제인 경우
70으로 감소합니다. 한편 다자간 차액결제의 경우 필요한 유동성은 60
으로 감소합니다.

총액결제방식과 차액결제방식의 예시

40

(총액결제)

(양자간 차액결제)

(다자간 차액결제)

A은행

A은행

A은행

30

10

60

30

60

30
20

청산소

40

20
B은행

C은행
10

B은행

10

C은행

B은행

C은행

총액결제

양자간 차액결제

다자간 차액결제

지급지시건수

6

3

3

지급지시금액

170

70

60

이처럼 차액결제가 효율적인 결제방식이라고 한다면 총액결제는 안전
한 결제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총액결제방식의 결제리스
크 감축 효과를 유지하면서 차액결제방식의 유동성절감효과도 얻기 위
하여 혼합형 결제방식을 활용하는 나라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혼합형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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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방식은 지급거래의 성격이나 금융기관의 지급지시 등에 따라서 일부
지급거래는 실시간총액결제방식으로 처리하고 일부 지급거래는 양자간
또는 다자간 차액결제방식으로 처리하는 결제방식입니다. 우리나라의
거액결제시스템인 한은금융망도 2009년부터는 혼합형 결제방식으로 운
영될 계획입니다.

주요국의 혼합형결제시스템 사례
국명

시스템명

구축연도

프랑스

PNS

1999년

미국

CHIPS

2001년

독일

RTGSPLUS

2001년

이탈리아

New BIREL

2003년

싱가포르

MEPS+

2006년

ECB

TARGET2

2007년

일본

RTGS-XG

2008년 예정

이밖에 증권결제와 외환결제에서 사용되는 특수한 결제방식이 있습니
다. 일반 상거래시에는 거래자가 거래실물을 주고받으므로 실물의 이전
을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증권이나 외환거래시에는 거래자가
해당 증권이나 외환 실물을 직접 주고받지 않고 특정기관이 거래자를 대
신하여 실물을 주고받아 보관하게 됩니다. 따라서 증권결제와 외환결제
는 자금의 이전뿐 아니라 증권과 외환이라는 실물의 이전도 확실하게 이
루어져야 결제가 완결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매도자가 실물을 인도하
였지만 대금지급을 받지 못하거나 또는 매수자가 대금을 지급하였지만
실물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원금손실리스크(principal risk)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실물과 대금을 거래당사자
간에 동시에 주고받는 결제방식을 증권결제에서는 증권대금동시결제
(DVP: Delivery versus Payment)방식, 외환결제에서는 외환동시결제

15

●●● 지급결제의 이해

(PVP: Payment versus Payment)방식이라고 합니다.

한국은행은 증권대금동시결제를 위해 한은금융망과 증권예탁결제원
의 증권계좌 대체결제시스템을 온라인으로 연결하여 증권과 대금을 동
시에 결제 처리할 수 있는 DVP시스템을 구축하고 장외증권결제에 이용
하고 있습니다.

한편 전세계 주요 통화간 외환동시결제를 실현하기 위하여 1996년 각
국 중앙은행 총액결제시스템을 실시간으로 연결하여 정해진 공통결제시
간대에 매도통화와 매수통화의 동시결제를 처리하는 외환결제전문은행
(CLS은행)이 설립되었습니다. 한국은행은 CLS은행에게 원화를 결제통
화로 지정하도록 하고 한은금융망과 CLS은행을 연결하는 외환동시결제
시스템을 구축하여 2004년 12월 가동하였으며 이에 따라 국내은행들은
CLS은행의 결제회원 또는 제3자고객 형태로 외환동시결제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증권대금동시결제와 외환동시결제
<증권대금동시결제(DVP)>
회원B

회원A

<외환동시결제(PVP)>
회원A

증권선물
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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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B

CLS은행

- 거래

- 청산

[증권결제]

[대금결제]

[외화결제]

[원화결제]

증권예탁결제원

한국은행

외국중앙은행

한국은행

-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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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제완결성

우리가 CD/ATM을 이용하여 자금이체를 하면 상대방은 곧바로 예금
잔액이 증가하여 즉시 현금으로 인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금융
기관간의 결제는 그 다음날 일어납니다. 오늘 하루동안의 거래를 모두
모아서 금융기관별로 주고받을 금액을 계산한 후에 다음날 돈을 주고받
는 것입니다. 즉 금융기관은 상대방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받지 못했지
만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하루 미리 고객에게 돈을 지급해주고 있는 것
입니다.

예를 들어 2008.1.14일 오전 9시에 a씨가 ATM을 이용하여 b씨에게
자금을 이체하였고 b씨가 오전 10시쯤 통장을 조회하여 자금이 입금된
것을 확인한 후 아무 문제없이 자금을 인출했습니다. 하지만 b씨가 거래
하는 B은행은 a씨가 거래하는 A은행으로부터 아직 돈을 받지 못한 상태
입니다. B은행이 다음날 A은행으로부터 지급결제시스템을 통하여 돈을
받을 것을 확신하고 고객인 b씨에게 미리 돈을 내어준 것입니다. 14일 은
행의 영업이 종료되면 하루동안 전국의 은행에서 발생한 모든 거래내역
을 금융결제원에서 종합하여 금융기관별로 줄 금액이 얼마인지 또는 받
을 금액이 얼마인지를 계산합니다. 최종 결제는 2008.1.15일에 한국은행
이 A은행의 돈을 B은행으로 옮겨주면서 마무리됩니다.

그런데 위의 예에서 14일 오후 2시에 a씨가 거래하는 A은행이 파산선
고를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외견상 a씨가 b씨에게 자금이체한 거래
는 마무리된 것 같지만 실제로는 b씨가 거래하는 B은행은 A은행으로부
터 아직 돈을 받지 못한 상태이므로 파산선고 시점에 지급결제과정이 진
행중에 있게 됩니다. 우리가 지급결제시스템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현재 진행중인 a씨와 b씨간의 자금결제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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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되지 않고 최종결제까지 무조건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파산한 시점부터 A은행은 B은행에게 돈을 함부로 내어줄 수
없게 됩니다. 파산법은 파산한 회사의 자산을 모든 채권자들이 공정하게
나누어 가질 수 있도록 파산즉시 파산회사를 파산관재인이 직접 관리하
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산관재인은 파산선고 전후에 발생한 법적
거래행위를 부인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자신이 곧 파산할 것을
아는 회사가 파산선고를 받기 직전에 재산을 빼돌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
다. 이에 따라 은행이 파산한 경우 파산관재인이 부인하면 진행중인 지
급결제뿐 아니라 이미 완결된 결제도 무효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같
은 결제의 무효화가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인식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
하여 세계 각국은 파산선고일에 이미 발생한 지급결제거래가 완전히 처
리되었고 부인할 수 없음(결제완결성)을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의 경우에도 파산선고일에 이미 처리된 청산∙결제는 파산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금융기관의 파산 등을 다루는「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
서는 한국은행이 지정하는 지급결제제도에서의 금융거래는 파산관재인의
부인권을 적용하지 않고 지급결제시스템의 운영규칙에 따라 무조건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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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도록 하여 결제완결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2008.1월말 현재 한국은
행이 결제완결성이 보장되도록 지정한 지급결제시스템은 한은금융망, CD
공동망, 타행환공동망, 전자금융공동망, CLS시스템으로 5개입니다.

주요국의 결제완결성 법제화 현황
독일

뉴질랜드

미국

싱가포르

관련법률

- 파산법

- 파산법
- 연방예금보험법
- 지급결제시스템(결
- 뉴질랜드준비은 - 연방예금보험공
제완결성 및 차액결
행법
사개선법
제)법
- 금융계약차액결
제촉진법

입법형태

- 기존법률 개정

- 기존법률 개정

- 1999년

- 2003년

- 지급결제시스템
을 통한 결제의
완결성 보장

- 지정결제시스템 - 특정금융거래에
을 통해 이루어 대해 파산절차 - 지급결제시스템의
진 결제의 법적 의 일반적 적용 결제완결성 보장
불확실성 제거
을 배제

법률
제∙개정시기
법률
주요 목적

법률
적용범위

-

영국

- 기존법률
-

- 특정금융거래
- 지정된 모든 지 (스왑, 옵션, 환
급결제시스템
매계약, 선물환
등)

이태리

캐나다

- 별도법률 제정
- 2002년

- 중앙은행이 지정한
지정결제시스템을
통해 결제 또는 차
액결제되는 모든 거
래
호주

관련법률

- 금융시장 및 파
- 법률 210/2001
산(결제완결성)
- 청산결제법
호
규정

- 지급결제시스템 및
차액결제법

입법형태

- 별도법률 제정

- 별도법률 제정

- 별도법률 제정

- 별도법률 제정

- 1999년

- 2001년

- 1996년

- 1998년

법률
제∙개정시기

법률
주요 목적

- 파산법에 의해
- 지급결제시스템
- 파산으로 인해 이미
지급결제시스템 - 지급결제시스템
에 있어서의 위
실행된 거래를 무효
을 통해 실행된 의 모든 시스템 험 관리 및 시
화 할 수 있는 법률
결제가 취소되 위험의 제거 또
스템의 효율
조항으로부터 특정
는 시스템 위험 는 최소화
성∙안전성 도
거래를 보호
의 감축
모

법률
적용범위

- 영란은행 및 금
융감독청이 지
정한 지급결제
시스템

- 법률에 의거 지
정된 지급결제 - 캐나다중앙은행 - 승인된 결제시스템
시스템, 증권결 이 지정한 청산 및 다자간 차액결제
제시스템 및 청 결제시스템
협약
산보증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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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지급결제의 발전과정

지급결제는 실물 또는 자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교환하려는 노력으로
부터 자연스럽게 발달하였습니다. 원시사회에서는 자신이 필요한 물건
을 직접 만들어 사용하거나 물물교환을 통해 필요한 물건을 직접 구했습
니다. 이후 분업이 진전되면서 다양한 재화를 생산할 수 있게 되었고 사
회 각 구성원이 자신이 필요로 하는 모든 종류의 재화를 생산할 수는 없
었으므로 교환이 더욱 활발해졌습니다. 그런데 분업과 교환이 진전될수
록 사람들은 서로 필요한 물건을 맞바꿀 상대를 찾기가 더욱 어려워지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화폐가 등장하게 되었으며 이
제 사람들은 화폐를 주고 필요한 물건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조가비, 소금, 가축, 모피 등이 화폐로 사용되었으나 이후 고유의 가치를
가지면서 보관, 휴대 및 운반 면에서 편리한 금, 은, 동 등의 금속이 화폐
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때까지는 물건이나 화폐를 지급함으
로써 모든 거래가 완결되었으므로 별도의 청산이나 결제과정은 필요하
지 않았습니다.

경제가 더욱 발달하고 경제규모가 커지면서 금융이 발달하게 됩니다.
상업이 발달하면서 돈을 많이 벌게 된 상인들은 분실위험이 있는 금괴나
금화 등 금속화폐를 안전하게 보관소에 맡겨두고 그 증명서를 금속화폐
대신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보관소는 이 증명서를 가진 사람이 요
구하면 금화 등을 내주었습니다. 이렇게 금속화폐를 맡아주던 보관소는
은행으로 발달하고 예탁인의 지급지시에 따라 돈을 내어주는 수표제도
가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은행들은 맡아둔 화폐 즉 예금을 기반
으로 새로운 지급수단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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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은행이 없던 시절에는 동일지역에 있는 은행들이 하루에 한번씩
모여 주고받을 금액을 계산하고 최종결제를 위해 금화 등 돈을 직접 운
반하여 주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중앙은행이 발달하면서부터는 지급결제
시에 은행들간에 돈을 직접 교환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각 은행들
이 중앙은행에 맡겨놓은 예금계정 즉 지급준비금계정을 통하여 자금을
이체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최종결제를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처럼 중앙은행의 등장이후 안전하고 효율적인 지급결제제도가 비약적으
로 발달하게 되었고 은행들은 더욱 다양한 지급결제서비스를 제공하게
된 것입니다.

지급결제의 발전과정

물물
교환

화폐
교환

금융 및
수표제도

다양한
지급결제
서비스 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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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경제발전과 지급결제

우리나라에서 하루동안 지급결제시스템을 통해 처리되는 금액은
2007년중 188조원이 넘습니다. 2006년중 총 지급결제금액은 4경
4,234조원으로 우리나라 연간 경상GDP(850조원)의 52배에 이르는 엄
청난 금액입니다. 주요 선진국의 지급결제규모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커
서 유럽연합은 경제규모의 83배, 미국은 70배, 영국은 66배, 일본은 57
배 정도에 이릅니다.

금융 자유화와 국제화 등으로 금융이 발전하고 다양한 금융상품들이
개발됨에 따라 금융기관간 자금이체가 활발해지고 지급결제규모는 더욱
증가하고 있습니다. 결제규모는 현금사용이 줄어들고 금융기관간 자금
이체 규모가 늘어나면서 경제규모에 비해 더욱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
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1995년도에 비해 2006년 경제규모는 2.1배로 커
진데 비해 결제규모는 같은 기간에 4.2배로 확대되었습니다.

경제규모 및 결제규모의 증가
(1995년 대비)

(배)
4.50

GDP

결제규모

4.00
3.50
3.00
2.50
2.00
1.50
1.00
0.50
0.00
1995 1996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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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결제시스템은 경제주체들간의 자금이전을 싸고 쉽게 해줌으로써
투자나 소비와 같은 경제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모든 경제활동은 자금의 이동이 수반됩니다. 경제활동에
있어 자금이 우리 몸의 혈액과 같다면 지급결제제도는 혈액을 인체의 구
석구석까지 순환시켜주는 혈관과도 같습니다. 지급결제시스템이 효율적
이고 안정적이어야 경제내 자금흐름이 원활해지고 경제활동이 원만하고
활발하게 이루어지며 경제가 발전할 수 있게 됩니다.

가계
금융기관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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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IT발달과 지급결제

지급결제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크게 발전하였습니다. 과
거에는 은행지점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던 지급결제서비스가 점차
CD/ATM이나 신용카드와 같은 네트워크를 통해 이루어지게 되면서 지
급결제서비스의 제공영역이 확대되었습니다. 최근에는 CD/ATM과 같은
폐쇄형 네트워크뿐 아니라 인터넷, 이동통신망 등 개방형 네트워크와 무
선망이 이용되면서 언제 어디서나 지급결제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유
비쿼터스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유비쿼터스 뱅킹

쇼핑

자금이체

금융조회

증권매매
대출

정보통신기술은 전자지급수단의 발달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인터
넷 뱅킹, 신용카드, 모바일 뱅킹 등이 발달하게 되면서 고객은 금융기관
의 영업시간이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든 지급결제를 편리
하게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급수단이 다양화되어 생활습
관이나 기호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졌습니다. 이처럼 편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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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다양성을 갖춘 전자지급수단은 어음∙수표 등 장표식 지급수단에 비
해 이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음∙수표의 일평균 이용금액은
1995년 22조원에서 2007년 상반기 17조원으로 감소한 데 비해 전자방
식 지급수단의 이용은 1995년 1.5조원에서 2007년 상반기 21.2조원으
로 14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이 기간동안 경제규모가 2배 남짓 증가
한 것과 비교해 보면 전자지급수단 이용이 얼마나 급격히 성장하고 있
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또한 IT기술은 지급결제서비스의 제공 및 청산∙결제과정을 전산화하
여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데에도 기여하였습니다. 과거에는 금융기관이
지급결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많은 지점을 보유하고 인력을 투입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CD/ATM 등 자동화기기 또는 인터넷
뱅킹 등이 대부분의 업무를 대체하고 있어 단순창구업무를 위한 인력이
나 지점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편 청
산∙결제과정에서도 과거에 수작업으로 처리되던 어음∙수표의 교환과
정이 전자화되어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었으며 전자지급수
단을 이용한 거래의 청산∙결제도 성능이 좋은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더욱 빠르게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정보통신기술은 고객의 편의를 증가시키고 지급결제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였지만 동시에 지급결제의 안전성이
훼손될 가능성을 높이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을 배경으로 다양한 비금융기관이 지급결제시장에 광범위하게 진
입함에 따라 서비스 제공자의 이질성이 증가하였습니다. 과거에는 지
급결제서비스는 공적 성격이 강하고 지급결제업무에 전문성이 있는
은행에서 독점적으로 제공해왔으나 지급결제에 대한 이해가 상대적으
로 부족한 비금융기관들이 지급결제과정에 참여하게 되면서 안전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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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협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한 개방적인 유∙무선 통신네트워크
의 사용이 크게 늘어나면서 해킹 등 금융사고의 위험도 증가하고 있습
니다.

지급결제 편리성과 안전성의 상충관계

안전성

편리성

전자금융서비스 진화단계
도입기
(1987~1997)
정보통신
환 경

경쟁기
(2004~2009)

성숙기
(2010~)

∙유선개방망
(ADSL 등
초고속 인터넷망)

∙유선망, 무선망
∙융합망 개시
(CDMA, WiBro)

∙통합망

주요기기

∙교환기
∙유선전화기

∙PC

∙휴대폰, PDA
∙노트북

∙무선 식별태그

제 공
서비스

∙금융공동망
∙CD/ATM
∙PC, 폰뱅킹

∙인터넷 뱅킹
∙콜센터 상담업무

∙인터넷 뱅킹
∙모바일 뱅킹
∙TV 뱅킹

∙One Card 뱅킹

∙OTP
∙카드, USB
∙공인인증서

∙차세대 인증
수단

보안매체

26

∙전용망
∙유선폐쇄망

성장기
(1998~2003)

∙비밀번호 계열
∙보안카드(낮은
ID/PW
수준의 OTP)
�
계좌비밀
번호
등
∙공인인증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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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지급결제가 원활하지 않으면?

우리가 CD/ATM을 이용하여 자금이체를 하면 상대방은 곧바로 예금
잔액이 증가하여 즉시 현금으로 인출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ATM으로
자금이체를 했는데 며칠이 지나도록 상대방의 통장에 돈이 들어오지 않
는다면 어떨까요? 사람들은 불안한 마음에 ATM을 이용하지 않을 것이
고 불편을 무릅쓰고라도 현금만 받으려고 할 것입니다. 이처럼 경제주체
들은 주고받을 돈의 지급결제가 차질없이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있어야
지급결제제도를 이용하여 돈을 주고받습니다. 만약 지급결제제도가 효
율적이지 못하거나 안정되어 있지 않다면 경제내에 자금이 원활하게 흐
르지 못하여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될 것입니다.

또한 지급결제제도가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으면 금융시스템을 불안정
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금융시스템은 금융시장, 금융기관 및 지급결제
시스템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경제주체가 소비나 투자와 같은 경제활
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증대시
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금융시스템이 원활하게 기능하기 위해서는 자금
을 필요로 하는 금융기관에 적시에 자금조달이 이루어지는 것이 매우 중
요합니다. 그런데 지급결제시스템에 결함이 있거나 전산시스템이 제대
로 작동하지 않아 금융기관이 필요로 하는 시점에 자금결제를 못한다면
전체 금융시스템이 불안정해지게 됩니다.

한편 거액결제시스템은 통화신용정책의 파급경로가 되며 소액결제시
스템은 통화승수*와 통화유통속도**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지급
결제시스템은 통화신용정책에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앙은행이 시중금리를 낮추기 위해 상업은행으로부터 환매조건부
로 채권을 매입하면 중앙은행에 개설되어 있는 은행 당좌예금계정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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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이 증가합니다. 이 경우 은행들이 동 자금을 즉시 운용하게 되면 그 결
과 시중에 자금 공급이 늘어나 시중금리가 낮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거
액결제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하여 이러한 거래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
다면 통화정책에 지장이 초래될 것입니다.

* 한국은행을 통해 공급된 지폐와 주화(본원통화) 가운데 일부는 민간이 현
금으로 보유하고 나머지는 예금취급기관에 예금됩니다. 예금취급기관은
예금과 대출 과정을 반복하여 통화량을 증가시키므로 시중에는 본원통화
보다 많은 통화가 유통되는데 통화량이 본원통화의 몇 배에 해당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가 통화승수입니다.
** 통화유통속도는 일정기간에 통화가 각종 거래를 매개하기 위하여 몇 번 유
통되었는지를 나타내주는 지표입니다.

지급결제 부실화의 영향

금융시스템
불안정

지급결제의
문제
경제활동
위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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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앙은행과 지급결제간의 관계

어느 나라든 중앙은행은 지급결제와 매우 깊은 연관을 갖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은 현금(중앙은행 화폐)이라는 가장 안전하고 강력한 지급수단
을 제공하는데 더하여 지급결제업무를 직접 운영하기도 하고 지급수단
과 지급결제망 그리고 참가기관을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중앙은행과 지급결제간의 관계를 알기 위해서는 그동안 지급결제가 어
떻게 발전하여 왔는지, 그리고 왜 중앙은행이 설립되었는지를 함께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설립되기 이전에는 금∙은, 주화 등의 정화(正貨) 또는 어
음, 수표 등을 이용하거나 은행들이 독자적으로 발행한 은행권을 사용하
여 상거래와 금융거래를 했습니다. 이때 다른 은행이 발행한 수표나 어음
또는 은행권을 최종결제하기 위해서는 은행의 결제담당자들이 상대은행
별로 주고받을 금액을 계산하여 정화를 들고 각 은행마다 찾아다니면서
결제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은
행들은 공동으로 청산소(clearing house)를 설립하였습니다. 이후 은행
들은 결제에 필요한 준비금을 청산소에 예치시키고 청산소에 모여 일괄
적으로 결제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결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청산소는 회원은행만을 위해 조직되어 전체
금융시스템의 원활한 작동을 책임지지 못하였고 한 회원은행이 결제를
하지 못하였을 때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을 갖지 못하였기 때문에 금융위기
가 발생하였을 때 적절히 대처할 수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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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은행이 설립된 주된 이유중 하나는 국가가 부여한 독점적인 발권
력을 이용하여 중앙은행 화폐를 유통시킴으로써 지급수단의 안정을 도
모하고 안전한 결제자산을 제공하여 지급결제가 원활히 이루어지게 하
는 것이었습니다. 아울러 금융위기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독점적인 발권
력을 이용하여 위기 극복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여 금융
을 안정시키는 것도 중요한 설립이유입니다. 이처럼 지급결제와 금융의
안정이 중앙은행을 설립하게 된 가장 큰 이유였기 때문에 중앙은행은 설
립시부터 지급결제의 원활화를 본연의 책무로 부여받고 이에 상응하는
여러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앙은행이 지급결제와 관련하여 상당한 책임과 권한을 갖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중앙은행은 다른 어떤 기관보다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중앙은행은 물가안정과 금융안
정을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서 사적 이해를 추구하기 위해 설립목적을 희
생시키는 이익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 중앙은행은 지급결제와 관련된 정보를 신속하게 획득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중앙은행은 중앙은행 화폐와 금융기관이 지급준비금
으로 예치한 당좌예금을 결제자산으로 제공하면서 매일매일 금융기관과
자금거래를 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중앙은행이 금융기관간 자금이체업무
를 처리하는 거액결제시스템을 직접 운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중앙은행은 지급결제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결할 수 있
는 유일한 수단을 지니고 있습니다. 지급결제는 한 참가기관의 문제가
전체 시스템으로 파급되는 효과가 큽니다. 어느 한 참가기관에 유동성문
제가 발생하였다면 그렇지 않은 참가기관에도 영향을 미쳐 금융시장 전
체가 유동성 부족을 겪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같은 유동성 부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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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금융위기는 독점적인 발권력을 이용하여 최종대부자 기능을 발휘
하는 중앙은행만 적시에 신속히 예방하거나 수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넷째 중앙은행은 통화정책의 유효성 확보를 위해서도 지급결제시스템
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해야 합니다.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은 국채매매 또는 담보대출 등을 통해 단기금리에 영향을 미쳐 통화정책
의 효과를 경제 전반에 걸쳐 확산시키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때
통화정책의 효과가 실물경제로 파급되는 최초의 경로가 지급결제시스템
이기 때문입니다.

중앙은행과 지급결제의 관계

중립성

정보습득

전문성
지급결제 원활화

문제해결능력

통화정책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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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앙은행의 결제자산 제공

중앙은행은 화폐와 당좌예금이라는 결제자산을 금융거래자들에게 제
공하여 최종결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은행 설립 이전에는 상업은행에서 각자 은행권을 발행하였기 때문
에 한 국가 내에서도 은행권 교환에 필요한 교환비율이 있어야 했고 일반
인들은 발행은행의 신용을 고려해서 은행권을 받을지 말지 결정해야 했
습니다. 그러나 중앙은행이 설립되면서 국가가 보장하는 무위험자산인
중앙은행권 즉 화폐를 중앙은행이 독점적으로 발행하게 됨에 따라 마음
놓고 화폐를 주고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화폐는 여타 지급수단의
가치를 계산하는데 기준이 됩니다. 다른 지급수단이 동등한 가치의 화폐
로 교환될 수 있을 때 비로소 그 지급수단은 가치를 인정받아 유통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게 됩니다. 또한 화폐 이외의 지급수단은 최종적으로
는 화폐단위로 교환되어 청산되고 결제됩니다. 따라서 중앙은행권인 화
폐는 최종적인 결제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자화폐를 비롯하여 신
용카드, 자금이체 등 화폐를 대체하는 다양한 지급수단이 일상생활에 사
용되고 있어 화폐의 사용비율은 점차 낮아지고 있지만 중요한 점은 이들
다양한 지급수단이 동등한 가치의 화폐로 교환될 수 없다면 지급수단으
로서의 가치가 손상되고 이용에 한계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앙은행은 화폐라는 결제자산뿐 아니라 금융기관의 당좌예금을 예치
받아 금융기관간 최종결제에 필요한 결제자산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중
앙은행에 예치된 금융기관의 당좌예금은 중앙은행이 파산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결제자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간
자금이체는 모두 중앙은행에 집중되어 중앙은행에 예치된 당좌예금의
증감에 의해 최종결제됩니다. 중앙은행이 최종결제에 필요한 결제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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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앙은행은 지급, 청산, 결제라는 일련의 지급결
제과정에서 최종단계를 담당하는 결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중앙은행 이외에 일반 상업은행도 결제자산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
를 들어 A라는 은행이 다수의 은행 또는 금융기관들과 계약을 맺어 A은
행에 당좌계정을 개설하도록 하고 동 당좌계정을 이용하여 결제를 종료
시킬 수 있습니다. 이때 결제에 이용되는 자산은 중앙은행의 당좌예금이
아니라 상업은행의 당좌예금입니다. 중앙은행이 아닌 상업은행에서 결
제가 종료되는 경우 중앙은행에 자금을 예치함에 따른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기는 하나 결제를 대행하는 상업은행이 파산하였을 때 결
제의 종료를 보장받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
하기 위해 국제결제은행(BIS)은 중요지급결제시스템의 최종결제는 중앙
은행권 또는 중앙은행 당좌예금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하
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중요지급결제시스템으로 금융기관간 자금이체를
주로 다루는 거액결제시스템을 들 수 있는데 중앙은행이 거액결제시스
템을 직접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으나 어떠한 경
우에라도 최종결제는 중앙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금융기관의 당좌예금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중앙은행의 결제자산
중앙은행의
결제자산

중앙은행 화폐

금융기관예치
당좌예금

현금이용거래시 사용 :
중앙은행 화폐자체가 결제자산이므로
청산결제과정 없이 즉시 지급결제 종료

현금이외의 지급수단 이용거래시 사용 :
금융기관이 중앙은행에 맡겨놓은
당좌예금을 결제자산으로 사용하여
지급결제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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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앙은행의 최종대부자 기능

중앙은행은 한 금융기관이 다른 금융기관에 결제자금을 지급하지 못
하고 이것이 또다른 금융기관으로 연쇄적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 자금을 지원하여 지급결제제도 및 금융제도 전체가 마
비되는 것을 방지하는 최종대부자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은 지급결제시스템에서 최종결제를 담당하고 있으며 금융기
관의 당좌계정을 관리하고 있으므로 거래 금융기관의 자금결제 상황을
실시간으로 신속하게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독점적인 무제한의 발권력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긴급한 상황에서 금융기관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습
니다. 즉 중앙은행은 국민경제에서 유일한 최종대부자로서의 역할을 담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중앙은행이 위기에 처한 모든 금융기관에 무분별하게 자금을
지원하면 시장규율을 저해하고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금
융기관들은 자신들의 자금이 부족하더라도 중앙은행이 자금을 지원해
줄 것을 예상하고 방만하게 운영하거나 고위험을 추구할 수 있기 때문
입니다. 경영상의 잘못이나 방만한 운영으로 인한 도산은 경제의 효율
성을 높이는 시장의 자연스러운 선택과정이므로 전체 시스템 위기로
번지지 않는다면 구제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중앙은행은 금
융기관이 도산할 때마다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앙은행은
금융기관의 지급불능이 일시적인 것인지, 영구적인 것인지 또는 여타
금융기관에 연쇄적으로 확산될지를 판단하여 자금지원여부를 결정합
니다.

따라서 금융기관의 지급불능 상황에 대한 중앙은행의 판단이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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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합니다. 금융기관간 최종결제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앙은행이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금융시장
과 금융기관에 대한 정보를 상시적으로 확보하고 분석하는 것이 긴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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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앙은행의 결제리스크 관리

지급결제제도에는 예기치 않은 사정으로 인해 결제가 예정대로 이루
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를 결제리스크라고 합니다. 이
러한 위험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급결제시스템을 안전하게
구축하는 한편 중앙은행을 포함한 모든 관련기관이 리스크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감축하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결제리스크에는 어떤 것이 있
으며 중앙은행은 이를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참가기관이 정해진 결제시점에 자금이 부족하여 일정대로 결제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파산, 재무상태 악화
등으로 인하여 영구적으로 결제를 이행하지 못할 위험을 신용리스크
(credit risk)라고 합니다. 한편 미래 시점에는 결제를 이행할 수 있지만
정해진 결제시점에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하여 이행하지 못할 위험을
유동성리스크(liquidity risk)라고 합니다. 한 참가기관이 신용리스크나
유동성리스크로 결제를 불이행할 경우 여타 참가기관으로 연쇄적으로 파
급되어 지급결제시스템 전체가 마비될 수 있습니다. 이를 시스템리스크
(systemic risk)라고 하는데 중앙은행이 특별히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리
스크입니다.

신용리스크와 유동성리스크
신용리스크

유동성리스크

영구적 결제불이행 :
파산, 재무상태악화 등

일시적 결제불이행 :
유동성 관리 소홀 등

시스템리스크 :
지급결제시스템 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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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전산시스템의 오작동, 운영상의 실수로 인한 전산장애, 그리고
각종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리스크를 운영리스크
(operational risk)라고 하며 법률 또는 운영규칙, 참가기관간의 협약 등
이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아 결제가 제대로 완결되지 못함으로써 발생
하는 위험을 법률리스크(legal risk)라고 합니다.

결제리스크는 결제방식에 따라 조금씩 다른 양상을 띠게 되므로 중앙
은행은 각각의 결제방식을 감안하여 그에 적합한 다양한 리스크관리 방
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선 차액결제방식은 모든 참가기관의 지급채무가 종료되어야 개별지
급거래의 결제도 완결된다는 점에서 한 은행이 지급채무를 이행하지 못
한 채 파산할 경우 여타 참가기관에 연쇄적으로 그 영향이 파급되는 시
스템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신용리스크를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차액결제방식에서 신용리스크를 관리하기 위
한 방법으로는 참가기관별로 자금이체의 결과 부담하게 될 채무의 한도
를 미리 설정하는 방법, 사전에 담보를 예치하도록 하는 방법, 손실발생
시 공동으로 손실을 분담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한편 총액결제방식은 개별 지급거래 발생시 매건별로 결제하기 때문
에 다른 참가기관의 영향을 받지 않고 결제가 완결되어 차액결제방식에
비해 신용리스크가 작습니다. 특히 실시간 총액결제방식(RTGS)에서는
지급지시 즉시 최종결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용리스크를 근본적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자금과 실물의 지급 및 수취가 동시
에 이루어지는 증권대금동시결제(DVP) 및 외환동시결제(PVP)방식 또한
신용리스크를 제거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중앙은행은 실시간 총
액결제시에는 참가기관간 또는 시스템간 장애, 즉 운영리스크가 발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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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도록 시스템을 안전하게 구축하고 운영하는 데에 노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한편 실시간 총액결제방식은 지급지시 즉시 당사자간에 결제
총액을 주고받아야 하므로 대규모의 결제자금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참가기관들이 적정수준의 유동성을 보유하지 못할 경우 일시적으로 결
제자금이 부족한 유동성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앙은행
은 유동성리스크 발생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참가기관들
에게 하루중에 자금을 빌려주고 상환받는 일중유동성을 공급하고 있습
니다.

최근에는 전자방식의 자금이체가 확산되고 지급결제시스템이 전산
시스템 및 통신 네트워크에 크게 의존하게 됨에 따라 전산장애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운영리스크가 중요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은행을 포함한 각국의 중앙은행은 지급결제와 관련된 각종
전산시스템들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하여 운영리스크에 대응하고 있
습니다. 특히 업무지속계획(BCP: Business Continuity Planning)을
강화하여 업무의 중단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고 장애∙재
해 발생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모의훈련을 실시하
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은 법률리스크의 감축을 위해 지급결제와 관련된 각종 법률
및 기준을 정비하는 데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예를
들면 한국은행은 2003년 지급결제시스템 감시의 법적 권한을 한국은행
법에 명시하였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05년) 제정시에
결제완결성이 보장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비은행 금융기관 및 비금융기관에 대한 감시
를 강화하는 법적 근거가 되는「전자금융거래법」
(2006년)과 금융투자회
사의 지급결제업무 기반이 되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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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자본시장통합법, 2007년)제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
을 반영시키기도 하였습니다.

결제리스크의 종류와 관리방안
종류

신용리스크

내용

관리방안

- 참가기관간 신용한도 설정
참가기관이 파산 등으로 결제를 이행하 - 사전담보예치
지 못할 위험
- 손실발생시 공동부담
- 실시간총액결제방식 이용

유동성리스크

참가기관이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하
- 일중유동성 공급
여 결제를 이행하지 못할 위험

시스템리스크

- 일중유동성 공급
한 참가기관의 결제불이행이 다른 참가 - 한 참가기관의 결제불이행시에도
기관으로 연쇄적으로 파급되어 지급결 차감계산 결과가 최종결제될 수 있
제시스템이 마비될 위험
도록 해주는 담보협약 및 결제완결
성 보장제도

운영리스크

전산시스템의 기술적 오작동, 운영상의 - 전산시스템 정기점검
실수,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초래되는 - 보안 및 접근권한 통제
위험
- 백업시스템 구축

법률리스크

법률 등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아 결제 - 지급결제 관련 법률 정비
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할 위험
- 운영규칙 및 협약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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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국은행의 역할

한국은행은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으로서 지급결제와 관련하여 앞에서
언급한 역할들을 수행하고 있는데 실제 담당하고 있는 역할을 구체적으
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한국은행은 한국에서 유통되는 법정통화의 유일한 발권기관으로
서 모든 거래에 제한없이 통용되는 지급수단인 현금 즉 한국은행권을 발
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발권력은 지급수단을 제공한다는 측면에
서뿐 아니라 최종결제에 무위험자산을 제공하고 최종대부자 기능을 수
행하는 근간이 된다는 측면에서도 지급결제제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
니다.

또한 은행의 은행으로서 한국은행에 개설된 금융기관 당좌예금계정의
입∙출금을 통하여 최종결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과 예금거
래를 할 수 있는 기관은 한국은행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 정부대행
기관, 금융기관 및 금융통화위원회가 한국은행의 업무수행에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법인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인과의 거래는 원
칙적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최종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접적인 대상은 금융기관 등으로 한정된다 하겠습니다. 안전하고 효율
적인 최종결제를 위하여 한국은행은 1994년부터 금융기관들이 한국은행
에 개설한 당좌예금계정에 온라인으로 접근하여 자금을 입∙출금할 수
있는 실시간 총액결제방식의 거액결제시스템인 한은금융망(BOK-Wire)
을 구축하여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한은금융망은 증권매매 및 외환
매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원금손실위험을 제거할 수 있도록 증권대금동
시결제(DVP) 및 외환동시결제(PVP)의 대금결제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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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은 지급결제시스템 참가기관의 예기치 못한 유동성 부족에
따른 결제불이행으로 인해 여타 참가기관이 연쇄적으로 결제불이행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최종대부자로서 긴급대출을 통하여 지급결제
시스템 전체의 기능이 마비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
니다. 또한 한국은행은 유동성리스크를 줄이고 실시간총액결제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한은금융망 참가기관에 대해 담보
를 근거로 당일 영업시간중 일시적 부족자금을 지원하거나 1영업일간 지
원하는 대출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우리나라 지급결제제도 전반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
기 위하여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조사∙연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
를 바탕으로 지급결제시스템을 개선하고 새로운 지급결제시스템을 도입
하는 등 지급결제제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액결제
시스템인 한은금융망을 직접 운영하면서 이를 개선해나가는 것 이외에
금융정보화추진위원회 및 사무국의 업무를 수행하여 여타 지급결제시스
템의 확충을 도모하는 한편 소액결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금융결제
원의 사원총회 및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소액결제시스템 운영과 관련
된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급결제시스템을 감시(oversight)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
다. 지급결제시스템 감시는 일부금융기관의 결제불이행이 다른 금융기
관에 파급되어 전체 지급결제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
하여 운영기관 또는 참가기관 등에 대해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검사 및 공동검사를 통해 수집한 자료 등을 바탕으로
지급결제시스템을 분석∙평가하여 리스크나 미비점을 발견하면 이를 개
선하도록 조치하는 활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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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은 지급결제시스템을 중요 또는 기타 지급결제시스템으로 분
류하여 평가하고 미비점이 있는 경우 그 운영기관이나 감독기관에 개선
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기존의 지급결제시스템과 운영예
정인 지급결제시스템을 포함하여 모든 지급결제시스템이 감시대상입니
다. 하지만 감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결제자금의 특성, 결
제규모, 대체 결제시스템의 존재여부 등을 기준으로 중요성을 판단하여
중요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해서 보다 집중적으로 감시업무를 수행하고 있
습니다.

한국은행의 감시대상 지급결제시스템 체계
구

분

운영기관

한은금융망

한국은행

어음교환시스템
은행공동망
중요지급결제시스템

타행환

금융결제원

전자금융

채권장외시장결제시스템

증권예탁결제원

유가증권시장결제시스템
코스닥시장결제시스템

증권선물거래소

선물시장결제시스템
CLS 시스템

CLS 은행

지로시스템
CD
CMS
B2C전자상거래
은행공동망
기타지급결제시스템

B2B전자상거래

금융결제원

전자화폐
직불카드
지방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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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카드결제시스템

BC카드사

국내은행간 외화자금이체시스템

외환은행, 국민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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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금융기관 감독과 지급결제제도 감시

우리나라는 1999년 이후 단일 금융감독기관에서 모든 금융기관을 감
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감독기관의 감독대상인 금융기관들이 대
부분 참여하고 있는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감시도 금융감독과 비슷한
업무로 오해하여 중앙은행이 감시하는 것에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감독기관이 수행하는 금융기관 감독(supervision)업무와 한국
은행이수행하는지급결제제도감시(oversight)업무는서로다른업무입니다.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은 개별 금융기관의 도산을 방지하고 금융소비
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별 금융기관의 경영 건전성과 재무 건전성을 확
보하는 데 주안점을 두게 됩니다. 금융기관은 개인과 기업 등 경제주체
들의 자산을 관리하고 자금조달을 도와주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그런데
금융의 속성상 한 금융기관이 도산할 경우 여타 금융기관으로 급속히 파
급되어 전체 금융시스템이 붕괴될 가능성이 크며 이 경우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기 때문에 여타 회사와는 다르게 정부로부터 보다 엄격한
감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금융기관 감독은“개별 금융기관들
이 건전하게 운영되고 사업에서 발생하는 리스크에 적절히 대응하여 도
산하지 않을 정도의 충분한 자기자본을 보유하도록 관련 법 또는 규정을
준수하도록 지도하고 평가”하는 게 본연의 업무입니다.

하지만 개별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감독만으로는 지급결제시스템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된다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금융기관 감독
으로 개별 금융기관이 도산하지 않을 수 있는 충분한 자기자본을 보유하
고 있더라도 어느 한 금융기관의 일시적인 자금부족이나 예기치 못한 파
산 또는 지급결제시스템의 장애 등으로 다른 금융기관에 결제자금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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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에 지급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그 영향이 여타 금융기관으로 파
급되어 전체 금융 및 경제의 불안정으로 확산될 수 있습니다. 한 기관의
결제불이행 문제가 시스템 전체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긴
급하게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금융시장과 금융기관의
자금흐름 및 상호간의 유기적인 연관성을 실시간으로 파악∙이해하고
있어야할 뿐 아니라 개별 금융기관, 운영기관, 정보통신기관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를 포괄한 지급결제시스템 전체를 상시 감시하여 그 세부적
인 내용들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역할은 금융시장과 매일 자금을 거래하고 결제를 책임지고 있
는 중앙은행이 가장 잘 할 수 있고 반드시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한편
최근에는 지급수단의 전자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금융거래의 규모가 늘어
나면서 금융시장간의 상호연계성이 증대되어 한 금융기관의 결제불이행
이 다른 금융기관에 연쇄적으로 파급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게 되었습
니다. 또한 지급결제업무가 은행이외의 비은행금융기관으로까지 확대되
면서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그 결과 지급결제
시스템에 대한 감시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감독과 감시의 비교
금융기관 감독

담당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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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결제제도 감시

금융감독기관

중앙은행

목적

금융기관의 도산방지와
금융소비자 보호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전성과
효율성 확보

초점

개별금융기관의 경영건전성과
재무건전성 확보

한 금융기관의 지급불이행이
지급결제시스템 전체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

Ⅱ. 지급결제와 한국은행 ●●●

국제적으로도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중앙은행의 감시를 강화하고 이
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특히 국제결제은행
(BIS)은 지급결제시스템의 감시업무를 중앙은행의 고유업무로 규정하고
각국 중앙은행이 감시의 법적 근거를 확보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
리나라는 2003년 9월 개정된「한국은행법」
에서 지급결제제도에 관한 관
리 및 감시권한을 한국은행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지급결제제도의 감시는“지급결제제도의 원활한 작동을
촉진하고 특정 지급결제시스템에 참가하는 1개 이상 기관의 신용리스크
또는 유동성리스크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도미노효과(시스템리스크)로
부터 금융시스템을 보호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수행되는 중앙은행의
책무”
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금융기관 감독과 지급결제제도 감시는 명확히 구분되는 것이
지만 감시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금융감독당국과의 긴
밀한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우선 금융감독과 지급결제시스템 감시는 모
두 궁극적으로 금융안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독대상 금융기
관 대부분이 지급결제시스템에 참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별 금융기관
의 재무상태가 건전하면 지급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아지게 되므
로 금융감독기관이 개별 금융기관의 도산을 방지하려는 노력과 지급결
제시스템 감시기관이 도산의 파급을 방지하려는 노력은 상호보완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감독기관과 감시기관간의 정보교환이 필요
하며 감독기관과 감시기관이 분리된 상당수의 국가에서
는 금융감독당국과 중앙은행이 양해각서(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체결하여 각
자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관련정보의 원활한 교환을

금융
안정

약속하는 등 상호협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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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한국은행이 없다면 지급결제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은행은 지급결제가 안전하고 효율적으
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
약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선 현재 사용되고 있는 법정통화, 즉 화폐가 더 이상 공급되지 않게
되어 금융시장에 혼란을 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화폐는 그 자체로는 상
품가치가 없지만 국가가 법적으로 그 통용력을 보장하고 강제하기 때문
에 국민들이 화폐를 믿고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법화제도를
책임지고 운영하는 중앙은행이 없다면 화폐의 대체물을 찾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현금 이외의 지급수단은 이를 발행하는 기관이 도산할 수도
있으므로 국가가 지급수단으로서의 공신력을 보장하는 법정통화와 같은
수준의 국민적 신뢰를 얻기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현금 이외의 지급수
단은 주로 교환의 매개수단 또는 가치의 저장수단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
지만 가치척도의 기능 등을 포함한 완전한 화폐로서의 성질을 지니지는
못합니다.

또한 금융감독당국의 건전성 감독에도 불구하고 국가 전체적인 위기
상황이나 개별 금융기관의 재무적인 문제로 금융기관이 도산할 경우 최
종대부자로서 자금을 지원해주는 기관이 없으므로 연쇄적인 지급불이행
을 막을 수 없으며 최악의 경우 금융기관의 연쇄도산으로 지급결제시스
템과 금융시스템은 물론이고 국가경제 전체가 마비될 수 있습니다. 최악
의 경우를 피하더라도 지급결제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게 되어 금융
시장이 매우 불안정해지게 될 것입니다.

한편 지급결제에 따른 각종 리스크와 비용이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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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하루에 100조원이 넘는 대규모의 자금을 이동시키고 있는 금융기
관들은 한국은행 당좌예금계정을 통해 최종결제를 할 수 없으므로 특정
상업은행을 지정하여 결제해야 할 것입니다. 이때 상업은행은 공익을 위
한 지급결제를 사적이익을 위해 쓰게 되는 이익상충의 유인에서 벗어나
기 어렵게 됩니다. 또한 최종결제시에 이용하는 자산도 무위험자산인 중
앙은행권이 아닌 위험자산이 될 것입니다. 위험자산은 중앙은행권과 달
리 해당 자산을 발행한 기관이 도산하게 되면 가치를 잃게 되는 위험이
내재된 자산입니다. 지급결제시스템 참가기관들은 감시에서 벗어나 지
급결제의 안정성이라는 공공이익보다는 사적이윤을 우선시하게 되어 적
정수준의 결제자금을 유지하는 대신 동 자금을 투자하여 수익을 올리고
자 할 것입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지급결제의 장애로 인한 사회적 비
용은 사회구성원들이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지급결제에 소요되
는 비용이 증가하고 처리기간도 길어지며 그나마도 확실히 이행된다고
보장할 수 없으므로 자금흐름이 둔화되어 결국에는 경제활동이 위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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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지급결제관련 최근 이슈

1. 누가 지급결제시스템을 운영해야 할까?

지급결제시스템은 어느 나라에서든지 금융시스템의 기반이 되는 중요
한 시스템입니다. 따라서 지급결제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은 당연히 설
립근거가 법률로 정해져 있는 법정기관일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 금융기관간 자금이체를 담당하는 거액결제시스템은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중앙은행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외 지급
결제시스템의 운영기관은 비법인 형태의 협회이거나 사단법인인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미국지급결제협회(NACHA), 영국지급결제협회
(APACS), 캐나다지급결제협회(CPA) 등 주요 소액결제시스템 운영기관
이 비법인형태의 협회이거나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우리나라의 소액
결제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인 금융결제원도 은행들이 출자하여 민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한편 최근에는 주식회사형태로 개
편하는 기관도 있습니다. 호주지급결제협회(APCA), 이탈리아은행간자
동이체회사(SIA), 스웨덴은행지로센터(BGC), 스위스소액결제회사
(Telekurs), 홍콩은행간청산회사(HKIC) 등의 소액결제시스템 운영기관
은 주식회사입니다.

이와 같이 소액결제시스템의 운영기관은 거의 모두가 자금결제의 편의
를 위하여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설립한 기관입니다. IT기술의 발달 및 전
자금융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은행들이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금융전산망을 공동으로 구축하고 그 운영을

48

Ⅲ. 지급결제관련 최근 이슈 ●●●

전담하는 조직을 협회나 비영리법인, 또는 주식회사의 형태로 설립한 것
입니다. 이들이 수행하는 주된 업무는 금융전산망을 구축하여 금융기관
간 지급메세지를 전송하고 금융기관간 주고받을 금액을 계산하여 중앙은
행에 전송하는 것과 같은 청산업무와 관련정보의 단순중계업무입니다.

그러나 증권결제시스템의 운영기관은 단순히 청산업무를 위해 설립된
기관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증권예탁결제원은 투자자들의 유가증권을
관리하여 분실과 도난을 방지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증
권 결제를 간편하게 하고 증권 이동에 따라 생길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증권예탁결제원을 설립하고 유가증권을 집중적으로 보관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증권예탁결제원의 주된 업무는 증권예탁
업무입니다. 그런데 증권결제와 관련하여 금융기관간 지급메세지를 전
송하고 금융기관간 주고받을 금액을 계산하는 청산업무를 증권예탁결제
원이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추가로 수행하고 있는 것입
니다. 또한 증권선물거래소 역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 및 선물거래가 안
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그런데
증권결제와 관련하여 증권사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거래당사자들에
게 결제이행을 보증하는 위치에 있으므로 금융기관간에 주고받을 금액
을 계산하는 청산기능을 함께 수행하게 된 것입니다. 증권예탁결제원은
증권거래법에, 증권선물거래소는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각각 근거하
여 설립된 법정기관이며 금융감독당국의 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법정기관여부는 지급결제시스템의 운영여부 자체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금융결제원이 지급결제시스템을 운
영하고 있기 때문에 법정기관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는 최근
소액결제규모가 증가하고 결제수단이 전자화됨에 따라 경제 및 금융시
스템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확대되고 있으며 공적 성격이 있는 금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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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전산업무를 집중적으로 처리하므로 문제 발생시 지급결제에 큰 어려
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금융결제원은 은행이라는 특정업계의 필요에 의해 설립되어
시장환경 변화에 적절히 적응하며 성장해온 조직입니다. 이를 법정기관
화하여 업무범위를 법으로 명시할 경우 전자통신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다양한 지급결제서비스의 출현과 같은 지급결제 환경의 변화에 신속하
게 대응하기 어려워지고 여타 관련 민간사업자들의 공정한 경쟁을 제한
하여 지급결제제도의 발전을 저해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액결제망은 중요한 금융인프라의 하나이므로 적절한 감시
가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한국은행은 금융결제원에 회원으로 참
가하여 금융결제원 운영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행은 금융결
제원이 비록 민간 자율기구이긴 하지만 동 기관이 운영하는 소액지급결
제시스템에 대해 정기적인 평가를 실시하는 등 감시업무를 수행하고 있
습니다. 이는 세계적인 추세로 SWIFT(Society for Worldwide
Interbank Financial Telecommunication)가 좋은 사례입니다. SWIFT
는 청산기관도 결제시스템 운영기관도 아닌 전문송수신기관에 불과하고
법적 형태도 금융기관이 출자한 협동조합이나 그 중요성 때문에 G-10
국 중앙은행의 결정에 의거 SWIFT 본부 소재지 중앙은행인 벨기에 중
앙은행이 감시업무를 담당하고 G-10국 중앙은행의 지시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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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제업무는 은행만 하나?

지급결제업무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
가 있는 지급결제업무는 개인과 기업에게 자금이체서비스를 제공하는
소액결제업무입니다.

지금까지 소액결제업무는 은행(예금취급기관, 서민금융기관 포함)만
이 수행해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용카드를 발급하는 카드회
사나 휴대전화 문자서비스를 이용한 지급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동통
신사는 소액결제업무를 하고 있지 않는 것일까요? 카드회사나 이동통신
사, 교통카드 사업자, 기타 충전식 카드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은 모두 지
급수단을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최종적인 청산∙결제과
정에는 직접 참여하지 못합니다. 이들은 은행의 고객으로서 은행에 계좌
를 보유하고 있으며 은행이 이들을 위해 청산∙결제업무를 수행하는 것
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보면 최종과정에서 소액결제업무를 수행하
는 기관은 은행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편 지금도 증권사 계좌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돈을 보내기도 하고
공과금을 납부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증권사는 소액결제업무를 수행하
고 있는 것일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은행이 수행하는 소액결제업무와 차
이가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증권사가 직접 수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증
권사가 은행에 증권사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증권사의 고객들이 이 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입출금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A씨가 자신이 거래하는 증권사의 증권계좌에서 공
과금을 납부하기 위해 증권사에 자금이체지시를 하면 증권사는 먼저 은행
에 개설되어 있는 자신의 계좌에서 A씨의 공과금을 이체해줍니다. 이후 증
권사는 일종의 전산코드를 이용하여 어느 고객의 거래인지를 식별하여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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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고객의 증권계좌에서 해당액을 인출하여 은행에 있는 자신의 예금계좌
에 충당합니다. 결국 실제로는 은행계좌를 통해 이체가 이루어진 것입니
다. 이러한 방식은 고객에게는 별로 불편이 없어 보이지만 사용되는 은행
계좌가 증권사의 계좌이지 고객의 계좌가 아니기 때문에 금융실명제법 등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은행과 증권사의
계약관계나 증권사의 업무관행에 따라 서비스가 제한되기도 합니다.

증권사 지급결제서비스 기본 개념도

하지만 앞으로는 증권사가 은행계좌를 통하지 않고도 실제로 소액결
제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투자회사도 은행처럼 소액결제서
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규정한 자본시장통합법이 2009.2.4
일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현재의 증권사가 금융투자회사로 전환하여 소
액결제업무를 직접 취급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증권사 고객은 증권사의 증권계좌를 통해서도 대부분
의 결제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만 금융투자회사의
소액결제업무는 투자자예탁금을 가지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금이 주식
등의 투자상품에 투자되어 있는 경우에는 환매를 통해 계좌에 현금을 확
보해야지만 이 자금을 지급결제에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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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소액결제업무 취급기관이 확대되는 것이 무조건 좋기만 할까
요? 그렇지 않습니다. 금융투자회사가 소액결제업무를 취급하게 되면 금
융소비자는 보다 많은 금융기관을 통해 편리하게 지급결제서비스를 이
용할 수 있게 되지만 은행과는 여러면에서 다른 금융기관이 시스템에 참
가함으로써 청산∙결제과정은 더욱 복잡해지고 안전성이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결제원은 하루 동안에 은행들로부터 개인과 기업이 지급한 내역을
모두 모아서 은행별로 주고받을 금액을 계산하고 각 은행 및 한국은행에
통보합니다. 한국은행은 다음날 오전 11시 30분에 금융결제원에서 통보한
내역대로 한국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각 은행의 당좌예금을 증가 또는 감
소시켜 최종적으로 결제를 종료합니다. 만약 이 시점에 한 은행의 결제자
금이 부족하게 되면 모든 은행의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은행은 결제에 사용할 자금을 한국은행에 예치해 두고 있으며 만일 결
제자금이 부족하더라도 한국은행으로부터 부족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어
안전하게 지급결제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은행들은 강제적으로 한
국은행에 개설된 당좌예금계좌에 지급준비금을 예치하고 있으며 이 자
금을 결제자금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때 한국은행은 이 자금에 대해
영업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이자도 주지 않는 대신 결제자금이
부족한 경우에 은행에 자금을 지원해주는 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금융투자회사는 은행에 비해 결제에 사용할 예금잔액이 확보
되어 있지 않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우선 금융투자회사는 한
국은행에 지급준비금을 예치하고 있지 않으므로 언제든지 결제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금이 없으며 결제자금이 부족한 경우 한국은행으로부
터 자금을 지원받을 수도 없습니다. 또한 금융투자회사는 미래가격의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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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성이 매우 큰 주식, 채권 및 파생금융상품 등 위험자산을 주로 취급
함에 따라 특정 자산시장의 급변동시 유동성이 급격하게 악화될 수 있는
등 결제에 사용할 자금을 제때 마련하지 못할 가능성이 은행에 비해 상
당히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위험성 때문에 한국은행은 금융투자회사가 소액결제업무를 직
접 수행하는 주체가 되더라도 최종결제는 한국은행으로부터 결제부족자
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은행이 대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대행은행에
담보를 충분히 예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많은
금융투자회사들이 일부 은행에 결제대행업무를 집중적으로 맡기게 되면
결제리스크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금융투자회사의 소액결제시스템 참가방식
차액결제 (D+1일)
차액결제 (D+1일)

고객 P

대행은행

한국은행

A
금융투자회사

금융결제원

이체 지시(D일)

이체 지시

B 은행
이체 지시
출금(D일)

이체 지시

고객 K

자금 흐름

금융투자회사가 소액결제업무를 본격적으로 취급하는 것은 세계적으
로도 사례가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로서는 새로운 도전입니다. 소액결제
업무 취급기관이 금융투자회사로 확대되는 데 따른 효과와 영향이 아직
검증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향후 많은 국가들이 우리나라의 진행상황을
지켜볼 것입니다. 소액결제업무 취급기관의 범위를 확대하는 문제는 보
다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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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자금융사고가 발생하면 어떤 불이익?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지급결제분야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
다. 특히 새로운 기술은 전자적인 지급수단을 발전시켜 금융거래의 모습
을 크게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금융거래를 위해 통장과 도장,
납부고지서 등과 현금 또는 수표 등을 가지고 은행에 찾아가 창구직원으
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았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일상적인 금융거래
는 대부분 은행직원과 대면하지 않고 인터넷 또는 CD/ATM을 이용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는 거래과정이 전자적으로 처리되는 금융거래를 말합니
다. 즉, 금융기관이나 전자금융업자가 컴퓨터, CD/ATM, 카드단말기, 휴
대폰 등과 같은 전자적 장치를 이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
는 금융기관의 직원 등을 직접 만나지 않고 이를 이용하여 자동화된 방
식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입니다.

전자금융거래는 은행영업시간에 맞추어 업무를 볼 필요가 없고 은행
지점을 직접 찾아갈 필요도 없으며 객장에 앉아 오랫동안 기다릴 필요도
없어 매우 편리합니다. 이로 인해 최근 우리나라의 전자금융거래는 빠르
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터넷 뱅킹을 보면 자금이체가 2000년에 하루
13만건 정도였는데 2007년 3분기에는 400만건으로 7년여 기간동안 이
용건수가 30배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이외에 CD/ATM 거래, 전자상거
래, 온라인 카드거래 등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는 기존의 금융거래와 실질적인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
지만 거래과정이 전자적으로 처리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즉 거
래과정이 전자적으로 처리되는 과정에서 전자금융서비스는 금융기관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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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전자금융업자나 전자금융보조업자와 같은 비금융기관도 서비스
제공에 참여하게 되는데 이것이 금융기관이 독자적으로 서비스를 제공
하는 기존의 금융서비스와 크게 다른 점입니다.

이처럼 비금융기관들이 지급결제서비스 제공에 참여하게 되면서 금융
소비자의 금융거래는 편리해졌지만 한편으로는 지급결제과정이 복잡해
져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진 측면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급단계에
서 지급수단의 선택, 인증서 발급, 본인인증 등 거쳐야 할 단계가 많아져
서 문제발생시 어느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했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도 있습니다. 또한 전자금융거래과정에 사용되는 인터넷은 개방된 시스
템이어서 상대적으로 보안에 취약합니다.

실제로 전자금융사고는 점점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카드
단말기를 통해 카드를 복제하여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사고가 많이 있었
습니다. CD/ATM기 내부에 노트북을 설치해 카드 정보를 빼내거나 몰
래카메라를 설치해 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내는 사고도 발생하고 있습니
다. 최근에는 해킹을 이용하여 금융정보를 빼내어 불법으로 자금을 인
출하는 사고가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해커들은 은행에서 보낸 이메
일로 위장하여 일반인들로 하여금 불법으로 개설해 놓은 사이트로 접속
을 유도하여 개인정보를 입력하게 하는 피싱(phishing), 개인PC에 몰
래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여 공인인증서, ID,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빼내는 키로깅(key logging) 등의 방법으로 금융정보를 불법적으로 알
아내어 자금을 인출해갑니다. 또한 악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인터넷 뱅
킹 과정에서 수취인 계좌번호를 바꿔치기하는 메모리해킹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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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지급결제 보안사고 형태
전자지급결제 형태

주요 내용

인터넷 뱅킹

ID와 비밀번호 유출, 해킹

텔레뱅킹

개인정보 유출, 전화도청

모바일 뱅킹

개인정보 유출

CD/ATM

개인정보 유출

신용카드

위조, 복제

현금카드

위조, 복제

전산시스템

프로그램 오류

OK 캐쉬백

개인정보 유출

출처 : 2005년 국회 전자금융거래법안 공청회 자료

이러한 전자금융사고가 발생할 경우 전자금융거래 이용자는 보호받기
어려웠습니다. 새로운 형태의 금융거래와 사고에 대해 기존의 법률을 적
용하는 데 어려움이 따르고 입증책임 등 법률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사고
발생에 따른 법률관계가 주로 금융기관이나 카드발행자가 정한 약관이
나 당사자의 합의에 의존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전자금융 거래과정에서의 이용자
보호, 사고 발생시의 책임관계 등의 내용을 포괄한「전자금융거래법」
이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전자금융사
고가 발생하여 개인 이용자가 피해를 입는 경우에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
융업자가 잘못이 없더라도 이들이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는 전자적인 처리흐름을 자세히 알기 어려운 이용자를 보호하고 사고 발
생시 신속한 해결을 위해 기술적 판단능력이 뛰어난 금융기관이나 전자
금융업자에게 우선적인 책임을 지운 것입니다.

그렇지만 전자금융사고 발생시 이용자가 항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
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기관이나 전자금융업자가 이용자에게 고의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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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면 이용자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습
니다. 예를 들어 전자금융거래의 이용자가 정당한 이용자임을 증명하는
카드, ID, 비밀번호, 인증서 등을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한
경우에는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
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자금융거래에서 ID나 비밀번호 등은 통장, 도
장, 신분증과 같습니다. 이걸 다른 사람에게 넘겨준 것은 고의로 다른 사
람이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거나 고의가 아니더라도
이용자가 중대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므로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제3자가 자신의 카드, ID, 비밀번호, 인증서 등을 이용하여 전자금
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비밀번호를 알려주거나 카드를 집어갈
수 있도록 방치한 경우에도 역시 보호를 받을 수 없으므로 이용자의 주
의가 필요합니다.

한편 이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개인인 경우와는 달라서 금융기관이
나 전자금융업자가 사고방지를 위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 한 경우라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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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어느 지급수단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는 다양한 지급수단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새로
운 지급수단이 끊임없이 개발되어 기존의 지급수단을 대체하기도 하고
어떤 수단은 사람들의 선택을 받지 못하여 사라지기도 합니다. 이처럼
지급수단이 다양해지면서 어떤 지급수단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지가 고
민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기준으로 지급수단을 선택하고 있을까요? 사람들은
우선 지급수단의 수수료, 이용가능시간, 이용장소의 제약여부, 소득공제
여부, 부가서비스유무, 금융사고의 발생가능성 등 지급수단이 지닌 고유
의 특성을 고려합니다. 그리고 개인의 성향이나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됩
니다. 어떤 사람은 인터넷 뱅킹이 복잡하여 불편하다고 느끼는 반면 어
떤 사람은 편리하다고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결제하려는 금액
의 크기에 따라서도 선호하는 지급수단이 달라집니다. 이처럼 지급수단
을 선택하는 단순한 행동에도 주관적 또는 객관적인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하게 됩니다.

지급수단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지급수단의 특성

이용자의 특성

기타 요인

수수료

편리성

결제금액

이용가능시간

안전성

결제장소

이용가능장소

신종지급수단 선호도

�

소득공제/부가서비스

나이

익명성

성별

보안장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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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급결제와 관련된 비용을 보면 금융기관의 처리비용, 부가혜택
을 제공하는 데 따른 비용, 상점이 해당 지급수단을 취급하는데 따라 지
급하게 되는 수수료, 현금화하는 데 걸리는 시간 등이 있습니다. 또한 해
킹 등 금융사고에 취약한 지급수단은 비용이 많이 소요될 것입니다. 이
같은 비용까지 감안할 때 개인들이 선택한 지급수단이 사회전체적으로
도 바람직한 선택일까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급결제시스템에
참가하는 경제주체가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참가주체들이 지급하
는 비용의 합(合)보다 동 주체들이 받는 만족이 더 큰 지급수단을 이용하
는 것이 사회 전체적으로 바람직할 것이나 개인들의 성향에 따라 사회적
비용이 만족보다 더 큰 지급수단도 이용되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은 지급수단이 효율적으로 안전하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
항상 관심을 가지면서 사회전체적으로 비용이 적게 들고 안전한 지급수
단을 많이 사용하도록 유도하거나 권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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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모바일 뱅킹이란?

모바일 뱅킹 이용규모는 아직은 인터넷 뱅킹의 3% 수준으로 미미하지
만 앞으로 급속히 발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모바일 뱅킹은 인
터넷 뱅킹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장소의 제약 없이 언제든지 이
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는 인구의 10명중 8
명이 휴대폰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휴대폰 사용이 일반화되어 있는 데다
최근 모바일 뱅킹 관련 기술도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바일 뱅킹 서비스 이용규모(일평균 건수)

(천건)
700
600

조회

500
400
300
200

자금이체
100
0
2002.12

2003.12

2004.12

2005.12

2006.12

2007.9

지급결제서비스는 전혀 관련이 없어 보이던 금융기술과 통신기술이
융합하여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모바일 뱅킹
의 경우에도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발전해온 금융기술과 이동통신사를
중심으로 발전해온 통신기술이 합쳐져 발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휴대폰을 이용한 초기의 결제서비스는 휴대폰 소액결제서비스로 주로
벤처기업이 주도하였습니다. 이 서비스는 현재도 인터넷 컨텐츠 구입이
나 휴대폰 벨소리 구입 등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데 문자로 인증을 보
내주면 이를 입력하여 결제하고 요금은 휴대폰요금에 포함시켜 결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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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형태입니다. 이 과정에서 금융기관은 아예 배제될 수도 있습니다.

이동통신사가 금융기관 업무에 발을 들여놓기 시작한 것은 신용카드
정보를 휴대폰에 내장하여 신용카드처럼 사용하도록 하는 MONETA카
드(SK텔레콤)와 K-merce카드(KT프리텔)서비스 등이 등장하면서부터
입니다. 이동통신사는 신용카드사와 제휴하여 신용카드 정보를 저장한
IC칩을 휴대폰 단말기에 내장시키고 이용자는 가맹점에서 카드를 인식하
는 카드단말기에 휴대폰을 접근시키면 카드결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후 소액지급결제서비스의 중추적인 제공자인 은행과 이동통신사가
제휴하면서 본격적인 모바일 뱅킹 서비스가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휴
대폰에 인터넷 뱅킹 화면과 같은 서비스화면을 제공하고 이동통신사의
무선인터넷 기술을 이용하여 은행서버에 접속하여 필요한 정보를 불러
와 거래를 하는 것입니다. 초기에는 조회서비스만 이용이 가능했으나 지
금은 자금이체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계좌정보와 보
안프로그램 등이 들어 있는 IC칩을 휴대폰에 내장하는 방식은 금융거래
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불러오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절감
되고 안전성이 우수합니다. 또한 온라인거래뿐 아니라 CD/ATM 또는
카드 단말기를 이용한 오프라인거래에서도 휴대폰을 카드대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뱅킹이 활성화된 계기가 된 BankON서비스(국민은
행-LG텔레콤)가 그 예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IC칩 방식의 모바일 뱅킹이 도입되면서 고객관련 기본
정보를 수록한 모바일 뱅킹용 IC칩의 발급 및 관리주체를 둘러싸고 이동
통신사와 금융기관 간에 주도권 경쟁이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이동통신
사들이 음성과 메세징 위주의 제2세대 이동통신에서 영상위주의 제3세
대 이동통신으로 진화하면서 대립이 심화되었습니다. 이동통신사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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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서비스 관련 가입자 정보 등을 수록한 IC칩인 USIM칩을 휴대
폰에 내장하고 그 안에 금융관련 서비스인 모바일 뱅킹, 신용카드, 교통
카드 등도 함께 탑재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은행권에서는 금융
기관의 업무영역인 지급결제서비스에 비금융기관인 이동통신사가 주도
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을 우려하여 이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관리권한을 둘러싼 다툼이 잘 해결된다면 모바일 뱅킹은 유비쿼
터스 사회에 부합하는 지급수단으로 더욱 발전하면서 이용이 급속히 확
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모바일 뱅킹이 확산되면서 휴대폰의 해킹 또는 바이러스 침투 위
험성, 분실이나 도난에 따른 보안문제, 재해나 고객의 금융정보 누출 등
통신사 시스템의 취약성에 따른 문제발생에 대한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
습니다. 한국은행은 모바일 뱅킹을 포함하여 지급결제서비스를 제공하
는 기관이 확대되고 있는 데에 대응하여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정성이 저
해되지 않도록 지급결제서비스 관련 기술이나 수단의 표준화 및 보안기
준(모범관행)을 제정하고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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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금융의 국제화가 지급결제에도 영향을 미치나?

금융의 국제화 진전으로 국내외 금융기관의 상호진출이 활발해지고 국
가간 금융거래가 증가하고 있으며 국내외 금융시장간의 연계성도 높아지
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증권 및 외환거래의 원활한 결제를 위한 국가간
의 협력이 더욱 긴요하게 되었습니다. 전세계적으로는 BIS 지급결제제도
위원회(CPSS), 아시아에서는 동아시아태평양 중앙은행회의(EMEAP)가
중심이 되어 이와 관련된 주요 과제들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급결제시스템의 운영 및 감시에 관한 통일된 국제기준을 정하
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의 시스템에 여러 국가의 이해가 관
련되어 있는 경우 각국 요구사항간의 상충을 방지하고 감시방법의 일관
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감시에 관한 동일한 국제기준을 채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주된 감시책임을 지는 중앙은행과 여타 중앙은행
간에 협조적인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중앙은행간 감시의 중복이나 감시
공백을 해소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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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각국간 외환동시결제를 실현하기 위해 설립된 CLS은행과
같은 결제시스템은 원화를 비롯한 여러나라의 통화가 결제되고 여러나
라의 금융기관이 참가하고 있으므로 어느나라의 중앙은행이 감시해야
하는가 라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논의 결과 현재 CLS은행에
대한 감시는 미연준이 주 감시기관으로서 여타 결제통화국 중앙은행들
의 협조를 받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BIS 지급결제제도위원회(CPSS)는
이와 같은 국제적 지급결제시스템의 운영 및 감시에 관해 국제기준을 수
립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국가간 증권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국가별로 상이한 증권결
제시스템과 법률 등을 극복하여 국가간 증권결제를 안전하고 효율적으
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증권결제시스템의 국제적 연계방안 등
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에 동아시아태평양 중앙은행회의(EMEAP:
Executives’Meeting of East Asia and Pacific Central Bank)는 역내
금융시장 및 금융하부구조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급결제제도 실
무작업반을 운영하여 역내 자본의 이동을 저해하는 구조적인 장애요인
등을 개선하고 각국의 지급결제시스템이 일관된 모범관행 및 국제기준
을 채택하도록 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CLS 외환동시결제 참가국 중앙은행으로서 BIS 지급결제
제도위원회 산하 외환결제리스크 소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으며 EMEAP
회원국가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각종 국제기준의 수립 및 중
앙은행간 협조감시활동에 있어 우리나라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고 새
로운 국가간 지급결제시스템 구축시 국익을 도모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
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지급결제분야에서 우리나라의 국제적 역할과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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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전자금융이 발달하면 현금은 불필요해질까?

우리나라 국민은 어떤 지급수단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을까요? 한국
은행이 매년 실시하는 지급수단 이용실태조사에 따르면 가장 선호하는
지급수단은 신용카드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으로 현금, 인터넷 뱅킹
등을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급수단 선호도(2003~2006년)
(%)
30
28%
25
27%
20
15
10

11%

5
1%
0
신용카드

현금

인터넷 뱅킹

수표

새로운 지급수단이 개발되고 전자금융이 더욱 발달하면서 현금이용은
점차 줄고 있습니다. 현금은 집이나 자동차 구입 등 거액을 지급할 때 부
피가 커서 휴대하기 불편합니다. 또한 분실한 경우 카드와 같이 분실신
고를 할 수 없으므로 영구히 잃게 됩니다. 상대방을 직접 만나야 지급이
가능하다는 점 또한 신용카드나 계좌이체와 같은 지급수단에 비해 불편
한 점입니다. 간혹 현금으로 지급하는 사람은 잔돈이 생겨서 불편하고
현금을 받는 사람은 거슬러줄 잔돈이 없어 곤란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
나 소액거래에서는 여전히 현금이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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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구간별 지급수단 이용(2004~2006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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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 이상

현금은 국가에 의해 모든 거래에 무제한 통용되고 청산결제과정이 필
요없기 때문에 각종 결제리스크가 없다는 점 이외에도 많은 장점을 가지
고 있습니다. 우선 현금만의 독특한 성질로 익명성을 꼽을 수 있습니다.
현금은 신용카드나 인터넷 뱅킹과는 다르게 거래기록이 남지 않아 추적
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를 악용하여 현금을 불법 정치자금이나 비자금
등에 쓰는 경우도 간혹 있을 수 있지만 사람들은 나쁜 용도가 아니더라
도 돈을 어디에 썼는지 들키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 부인이
나 남편 몰래 친구들에게 크게 한번 대접하고 싶을 때도 있고, 비싸기는
하지만 꼭 사고 싶었던 핸드백을 남몰래 사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현금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여타 지급수단은 수수료가 면제되는 경
우가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용건별 수수료 또는 연회비, 할부수수
료 등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또한 현금은 금융기관과의 거래 없이도
사용할 수 있으므로 수입이 없는 미성년자나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등록,
공인인증서 등 인증절차, 인터넷이나 CD기의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장
노년층들이 사용하기 편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각종 지급수단의 발달로
현금의 이용이 감소하고는 있지만 이러한 현금만의 특성으로 인해 현금
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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