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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Ⅰ. 조사배경
□ 전통적으로 금융기관의 고유영역으로 취급되어 온 지급결제분야에
IT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최근 비금융기관의 진출이 확산

― IT업체를 중심으로 한 비금융기관들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전자상거래 관련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 등을 제공

― 지난해 정부는 ｢전자금융거래법｣을 시행(2007.1.1)하여 지급결제업
무를 수행하는 비금융기관을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토록 하고 관련
당국의 감독․감시를 받도록 의무화

⇒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전자금융업자를 중심으로 비금융기관의
지급결제업무 취급 현황을 살펴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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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비금융기관의 지급결제업무 취급 현황
1. 비금융기관 취급 지급결제업무의 유형
□ 비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지급결제서비스를 ｢전자금융거래법｣에 따
라 구분하면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전자지급결제대행,
결제대금예치, 전자고지결제 등 4개 범주로 분류
―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 금전적 가치를 전자적 방법
으로 미리 저장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대금을 지급하는 데 사
용되는 지급수단을 발행하고 정산 등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서비스
― 전자지급결제대행(PG : Payment Gateway) : 인터넷쇼핑몰 등의 전자
상거래에서 구매자로부터 대금을 수취하여 판매자에게 최종적으
로 지급되도록 지급결제정보를 중계하고 정산을 수행하는 서비스
― 결제대금예치(Escrow) : 구매자의 대금 지급과 물품의 도착 사이
에 시차가 발생하는 전자상거래에서 지급결제의 안전성을 확보하
기 위해 구매자로부터 대금을 예치 받고 물품 등이 정확히 전달
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판매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서비스
― 전자고지결제 : 물품․서비스의 판매자(공급업자)를 대행하여 구매
자가 판매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자금의 내역을 전자적인 방법으
로 구매자에게 고지하고, 동 대금을 직접 수수하여 판매자에게 지
급하는 서비스

2. 비금융기관 지급결제산업의 시장 현황
□ 비금융기관의 지급결제산업 시장은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전자지급
결제대행업무를 중심으로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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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중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 건수 및 금액은 각각 27.9억
건, 2.1조원이며 전자지급결제대행은 8.5억건, 18.3조원 수준
ㅇ 결제대금예치는 3,022만건, 1.5조원이며, 전자고지결제는 73만건,
1,266억원으로 전자지급결제대행이나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비하여
미미
― 비금융기관 지급결제서비스 이용규모를 전체 소액지급수단 이용실적*
과 비교하여 볼 때 건수는 49.1%, 금액은 0.3% 수준
* 소액결제시스템(지로공동망, 전자금융공동망, 타행환공동망, CD공동망, CMS공동망,
지방은행공동망, B2B 및 B2C 전자상거래시스템)을 통한 계좌이체 및 각종 카드(신
용체크직불선불카드
․
․
․
)의 이용실적
비금융기관의 지급결제서비스 이용실적(잠정)1)
(2007년중)

건수

선불전자
지급수단
2,793

전자지급
결제대행
849

결제대금
예치
30

금액

2,071

18,308

1,451

(단위 : 백만건, 십억원)

전자고지
결제
0.7
127

3,673 <49.1>

소액지급
2)
수단
7,476

21,956 <0.3>

7,763,714

합계

주 : 1) < > 내는 소액지급수단 이용실적 대비 비중(%)
2) 소액결제시스템을 통한 계좌이체 및 각종 카드의 이용실적

□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비금융기관 전자금융
업자는 2008.2월말 현재 모두 80개(업체수로는 56개로 복수 업무를 수행
하는 업체가 다수 있음)로 대부분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자와 전자지

급결제대행업자임
―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자는 모두 12개
― 전자지급결제대행(PG)업자는 51개로 비금융기관 전자금융업자의 대
부분을 차지
― 결제대금예치업자(14개)는 모두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 겸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전자고지결제업자는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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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적 규제 현황
□ 비금융기관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규제는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해
실시
― 비금융기관은 일정 요건을 갖출 경우 금융위원회 등록 절차를 거
쳐 전자금융업자 자격을 취득하고 지급결제서비스를 제공
― 전자금융업자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에 준하여 중앙은행 및 감독기
관으로부터 감시․감독을 받음

□ 감독기관의 감독

― 금융위(금감원)는 전자금융업자에 대해 전자금융거래법령 준수에
대한 감독, 업무 및 재무상태 검사,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및
임직원 징계 요구 등의 감독업무 수행

□ 중앙은행의 감시
― 당행은 통화신용정책의 수행 및 지급결제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금융기관 전자금융업자에 대해 자료제출
요구, 통계조사 등의 감시업무 수행
비금융기관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주요 규제 현황
항목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결제대행 결제대금예치 전자고지결제

최소 자본금

20억원

10억원

유동성비율

50% 이상

40% 이상

미상환잔액 대비
자기자본비율

20% 이상

-

총자산대비 투자위험이
낮은 자산 비율

20% 이상

10% 이상

부채비율
중앙은행 감시

5억원

200% 이내
자료제출 요구 및 통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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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유형별 세부 현황
1. 선불전자지급수단
( 개 요)
□ 선불전자지급수단은 발행인 외에 제3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
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데 사용되고 구입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가 2개 업종(중분류 기준) 이상이어야 함
□ 선불전자지급수단은 가치저장 매체에 따라 IC카드형과 네트워크형
으로 구분 가능
― IC카드형은 플라스틱 카드 등에 IC칩을 내장하고 동 칩에 화폐적
가치를 저장하는 형태로 한국스마트카드의 ‘T-Money’와 같이 주
로 교통부문에 이용
― 네트워크형은 정보통신망과 연결되는 PC 또는 서버 등에 화폐적
가치를 저장하는 형태로서 주로 사이버쇼핑몰 등에서 활용
(수익구조)
□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자의 수익구조는 다음과 같음

― IC카드형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자의 수입은 크게 가맹점 수수
*

료 수입과 상품매출(단말기․IC카드 판매) 수입으로 구성**

* 물품․서비스를 판매, 제공 또는 공급하는 자
** 총 매출액(2007년 기준) 중 수수료매출이 70~80%, 상품매출이 20~30% 수준

― 네트워크형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자는 주로 오픈마켓* 운영업체
로서 수수료 수입에만 의존
* 판매자와 구매자간 직거래가 이루어지는 온라인상의 시장으로 오픈마켓 운
영자는 판매대금의 일정비율을 중계수수료로 수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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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자지급결제대행
(개요)
□ 전자지급결제대행(PG)이란 인터넷쇼핑몰 등의 전자상거래에서 구매자
로부터 대금을 수취하여 가맹점(판매자)에게 최종적으로 지급될 수 있
도록 결제정보의 전송과 정산 대행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
― 정보의 송․수신은 구매자, 판매자, 금융기관간 거래 승인 요청
및 결과 통보, 자금이체 요청 및 입금결과 통보 등 지급결제 관련
정보의 중계와 관련한 업무
― 정산 대행 업무는 판매대금을 구매자, 신용카드사 등으로부터 자신
(PG업자)의 계좌로 수취하고 약정된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다시 가맹점 계좌로 입금하는 자금의 수수와 관련한 업무
□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은 지급수단을 기준으로 5개의 PG 업무로 구분
이 가능하며, PG업자는 영업행태별로 4개로 분류
― 대금 결제시 이용되는 지급수단별로 PG업무를 분류하면 신용카드 PG,
계좌이체 PG, 가상계좌 PG, 유무선전화결제
․
PG, 상품권 PG로 구분
지급수단별 전자지급결제대행 업무의 종류
구 분
신용카드 PG

계좌이체 PG

가상계좌 PG

내 용
가맹점(인터넷쇼핑몰 등)을 대신하여 신용카드사에 거래내역 및 승인
정보 등 지급결제정보를 전송하고 신용카드사로부터 대금을 지급받
아 일정 수수료 공제후 가맹점에 지급
은행과 구매자사이에서 계좌이체에 필요한 지급결제정보를 중계하고,
구매자로부터 대금을 받아 수수료 공제후 가맹점의 계좌로 이체
(다만 단순 결제정보의 중계만 수행하는 경우 전자금융업자에서 제외)
계좌이체PG와 유사하지만 구매자의 결제 요청시마다 PG업자가 은행
에 갖고 있는 모계좌와 연계된 가상계좌로 입금되는 것이 다름
(PG업자는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가맹점에 지급)

유․무선전화
결제 PG

사용자 확인 및 거래인증 등 지급결제정보를 중계하고, 통신사로부터 전
화요금 결제일에 대금을 수취하여 일정수수료를 공제후 가맹점에 지급

상품권 PG

상품권 발행업체와 연계하여 온라인상에서 상품권으로 결제할 수 있
도록 지급결제정보를 중계하고 상품권 발행업체로부터 대금을 받아
수수료를 제외하고 가맹점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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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G업자를 영업형태별로 나누어 보면 전문PG업자, 쇼핑몰 운영업체,
통신회사, 기타PG업자 등 4개의 범주로 분류
영업형태별 PG업자 분류
구 분

내 용

전문PG업자

전문IT업체로서 영업활동을 통하여 가맹점을 적극적으로 모집하
여 PG서비스를 제공

쇼핑몰
운영업체

오픈마켓 등 쇼핑몰 운영업체로서 입점업체(가맹점)를 대상으로
PG서비스 제공

통신회사

유․무선 통신회사로서 전화요금과 연계하여 대금을 결제하는 경
우 동 회사가 요금부과 및 정산 등 PG서비스 제공

기타PG업자

가맹점 모집 등의 영업활동 없이 소수의 계열사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교통카드결제 등 특정부문에 대해서만 서비스를 제공하
는 PG업자

(수익구조)
□ PG업자는 가맹점 으로부터 등록비, 연간 회원수수료 및 건당 수수
*

료를 수취
* 대부분 온라인쇼핑몰 업체이며 이 외에도 게임 등 온라인 콘텐츠 제공업체
도 있음

― 등록비는 계약비용, 관련 시스템 설치 및 테스트 비용 등의 명목
으로 최초 계약시 1회만 지급(10～30만원 내외)

― 연간 회원(가맹점)수수료는 이용 건수와 상관없이 결정(10～40만원 내외)
― 건당 수수료는 이용하는 건별 금액의 일정 비율로 계산하며 회사
별, 결제수단별로 상이
ㅇ 대체로 신용카드의 경우 3.3～4.0%, 계좌이체는 1.8～2.5%, 유․
무선전화결제 5～13%, 상품권 10～18%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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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제대금예치
(개요)
□ 물품대금을 구매자로부터 수취하여 가맹점에게 지급한다는 점에서
는 PG와 결제대금예치가 동일하지만
PG는 실제 배송여부와 관계없이 가맹점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데
비해 결제대금예치서비스는 구매자의 배송 확인 때까지 보관하였
다가 확인이 되면 가맹점에게 지급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 PG업무와 유사한 업무성격으로 인해 결제대금예치업은 PG업자가
겸업(현재 결제대금예치서비스만을 별도로 제공하는 비금융기관은 없음)
(수익구조)
□ 결제대금예치서비스는 해당 전자금융업자가 추가적으로 부담하는 자
금 또는 리스크가 거의 없고 전산시스템이 간단하고 보안설비 등
도 필요하지 않아 수수료율이 대체로 0.2～0.3%로 낮은 편

― 결제대금예치서비스는 수수료 수입보다는 전자상거래시 거래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부가적인 수단으로 제공하는 측면이 강함

4. 전자고지결제
(개요)
□ 물품 판매자(가스공급업자 등)를 대신하여 전자고지결제업자가 전자
자금이체방식으로 대금결제 기능이 부가된 전자고지서를 지급인에
게 온라인으로 발송하고 지급인은 동 전자고지서에 따라 사용대금
확인 및 결제를 동시에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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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산업무의 대행 없이 공과금 등의 전자고지업무만을 수행하는
경우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고지결제업무에서 제외

(수익구조)
□ 전자고지결제업무를 수행하는 업자들은 건당 약정된 정액의 수수
료를 가맹점으로부터 수취

Ⅳ. 향후 전망
1.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범용성 확대
□ 한국스마트카드의 T-Money 등 선불전자지급수단은 범용성이 점차
확대될 전망
―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자들이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이용가능
업종, 지역, 가맹점 확대 노력을 지속
― 특히 교통카드의 전국 호환이 이루어질 경우 교통요금결제 기능을
가진 IC카드형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범용성이 크게 확대될 가능성
― 다만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등 기존의 지급카드 시장을 크게 잠식
하는 수준까지 성장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임
2. 전자지급결제대행 규모가 계속 확대
□ 고도의 IT인프라를 기반으로 온라인쇼핑몰 거래규모 증가, 디지털콘
*

텐츠 시장의 성장 및 유료화 확대, 새로운 시장의 개척 등에 힘입어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의 시장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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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gital Contents. 영화, 음악, 책 등을 온라인상이나 PDA 등에서도 보거나 읽을
수 있도록 전자적 파일 형태로 제작한 것을 의미

― 2001～2006년중 연평균 증가율이 32.1%에 달했던 온라인쇼핑몰
거래규모 증가세는 2007년 다소 17.1%로 둔화되었지만 견조한 증
가세가 유지될 것으로 보이며, 디지털콘텐츠시장도 2006년 8.9조
원 규모에서 2012년에는 16.6조원*으로 확대될 전망
* 정보통신부 및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2007년도 국내 디지털콘텐츠산업 시
장조사 보고서’) 전망 수치

― PG업자들의 새로운 수익원 발굴 노력으로 결제대행방식 다양화와 PG
업무영역 확대가 진행되고 있으며 해외 진출 및 국가간 PG도 모색
3. 결제대금예치업 및 전자고지결제업은 당분간 현상 유지 전망
□ 결제대금예치업의 경우 결제대금예치 서비스 대상거래의 제약, 낮은
수수료 체계 등으로 인해 결제대금예치 시장이 급격히 늘어나거나
동 분야에서의 비금융기관 기능이 확대되기는 힘들 전망
― 결제대금예치 대상거래는 10만원 이상 현금결제거래로 한정되어
있는 데다 동 서비스 이용이 의무사항이 아니라 구매자 자신이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선택한 경우에만 이용하는 제도임에
따라 비용에 민감한 구매자는 동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경향
□ 전자고지결제업의 경우도 업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아파트관리비,
전기․가스․수도 등의 공과금 납부가 이미 금융기관을 이용한 자
동납부방식이 일반화되어 있어 시장 확대를 기대하기 힘든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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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조사배경
□ 전통적으로 금융기관의 고유영역으로 취급되어 온 지급결제분야에
IT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최근 비금융기관의 진출이 확산
― 은행을 중심으로 한 금융기관이 다양한 지급수단을 제공하는 등
국내 지급결제분야에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가운데
IT업체를 중심으로 한 비금융기관들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전자상거래 관련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 제공 등 특정
분야에서 지급결제업무를 취급
―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정부는 지난해 ｢전자금융거래법｣을 시행
(2007.1.1)하여 지급결제업무를 수행하는 비금융기관을 전자금융업

자로 등록토록 하고 관련당국의 감독․감시를 받도록 의무화

□ 그러나 기존의 금융기관에 비하여 비금융기관 지급결제서비스에
대한 조사연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상황

⇒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전자금융업자를 중심으로 비금융기관의
지급결제업무 취급 현황을 살펴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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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비금융기관의 지급결제업무 취급 개황
1. 지급결제서비스 제공기관
□ 국내 지급결제서비스 제공기관은 은행, 비은행금융기관 및 비금융
기관으로 구분
― 은행은 타행환 등 오프라인에서뿐 아니라 인터넷뱅킹 등 전자금
융부문에서도 대표적인 지급결제서비스 제공기관
― 서민금융기관, 카드사, 증권사 등 비은행금융기관은 은행에 비하
여 제한적인 지급결제서비스 기능을 수행
ㅇ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의 서민금융기관들은
예금수취기관으로서 비은행금융기관중 가장 다양한 지급결제기
능을 수행
ㅇ 카드사는 주로 후불전자지급수단인 신용카드와 직불전자지급수
단인 체크카드를 발행
ㅇ 증권사 등 기타 금융기관의 경우 은행과 연계하여 지급결제서비
스 제공
― IT업체, 통신사, 온라인쇼핑몰 운영업자 등 비금융기관은 선불전자
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전자지급결제대행 등 전자상거래 관련
지급결제서비스 제공과 같은 특정 부문에서 지급결제기능을 수행

2. 비금융기관 취급 지급결제업무의 유형
□ 비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지급결제서비스를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구분하면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전자지급결제대행, 결
*

제대금예치, 전자고지결제 등 4개 범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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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외에도 비금융기관은 전자화폐 발행, 전자자금이체 및 직불전자지급수단
발행도 가능하지만 현재 국내에서 이와 같은 업무 수행을 위해 허가․등록
된 비금융기관이 없음에 따라 이들 서비스 유형을 제외하였음

―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 금전적 가치를 전자적 방법으로
미리 저장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대금을 지급하는 데 사용되는
지급수단을 발행하고 정산 등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서비스
― 전자지급결제대행(PG : Payment Gateway) : 인터넷쇼핑몰 등의 전자
상거래에서 구매자로부터 대금을 수취하여 판매자에게 최종적으로
지급되도록 지급결제정보를 중계하고 정산을 수행하는 서비스
― 결제대금예치(Escrow) : 구매자의 대금 지급과 물품의 도착 사이에
시차가 발생하는 전자상거래에서 지급결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
해 구매자로부터 대금을 예치 받고 물품 등이 정확히 전달되었는
지를 확인한 후 판매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서비스
― 전자고지결제 : 물품․서비스의 판매자(공급업자)를 대행하여 구매자
가 판매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자금의 내역을 전자적인 방법으로 구
매자에게 고지하고, 동 대금을 직접 수수하여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서비스
기관별 지급결제서비스 제공 현황

비은행
금융기관

구분

지급결제업무(전자금융) 현황

은행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CD/ATM, 모바일뱅킹, 전자채권,
전자어음, 신용카드, 체크카드, 직불카드, 전자화폐, 결제
대금예치 등

비은행
예금수취기관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CD/ATM, 모바일뱅킹 등

카드사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증권사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CD/ATM 등

비금융기관(IT업체,
통신사, 쇼핑몰업체 등)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지급결제대행, 결제대금예치, 전자
고지결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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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금융기관 지급결제산업의 시장 현황
□ 2007년중 비금융기관의 지급결제업무 이용 건수 및 금액 은 각각
*

36.7억건 및 22.0조원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전자지급결제대행
업무가 비금융기관의 지급결제산업을 주도
* 2007년중 비금융기관 지급결제업무 이용실적은 모두 잠정치

― 2007년중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 건수 및 금액은 각각 27.9억
건, 2.1조원이며 전자지급결제대행은 8.5억건, 18.3조원 수준
ㅇ 결제대금예치는 3,022만건, 1.5조원이며, 전자고지결제는 73만건,
1,266억원으로 전자지급결제대행이나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비하여
미미
― 비금융기관 지급결제서비스 이용규모를 전체 소액지급수단 이용실적

*

과 비교하여 볼 때 건수는 49.1%, 금액은 0.3% 수준
* 소액결제시스템(지로공동망, 전자금융공동망, 타행환공동망, CD공동망, CMS공동망,
지방은행공동망, B2B 및 B2C 전자상거래시스템)을 통한 계좌이체 및 각종 카드(신
용체크직불선불카드
․
․
․
)의 이용실적
1)

비금융기관의 지급결제서비스 이용실적(잠정)
(2007년중)

건수

선불전자
지급수단
2,793

전자지급
결제대행
849

결제대금
예치
30

금액

2,071

18,308

1,451

(단위 : 백만건, 십억원)

전자고지
결제
0.7
127

3,673 <49.1>

소액지급
2)
수단
7,476

21,956 <0.3>

7,763,714

합계

주 : 1) < > 내는 소액지급수단 이용실적 대비 비중(%)
2) 소액결제시스템을 통한 계좌이체 및 각종 카드의 이용실적

□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비금융기관 전자금융
업자는 2008.3월말 현재 모두 80개(업체수로는 56개로 복수 업무를 수행
하는 업체가 다수 있음)개로 대부분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자와 전자

지급결제대행업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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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자는 모두 12개

― 전자지급결제대행*(PG)업자는 51개로 비금융기관 전자금융업자의
대부분을 차지
* 이후에는 ‘전자지급결제대행’ 용어와 ‘PG’ 용어를 혼용하도록 함. 즉 PG업자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를, PG서비스는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를 각각 의미

― 결제대금예치업자(14개)는 모두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 겸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전자고지결제업자는 3개
전자금융업자 등록 현황
(2008. 3월말 현재)
구분
선불전자
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12)

IC카드형(5)
네트워크형
(7)

전문PG업자
(31)
전자지급결
제대행업(P
G)
(51개)

쇼핑몰
운영업체
(11)
통신회사(4)
기타(5)

결제대금
예치업
(14개)
전자고지
결제업
(3개)

전문PG업자
겸영(7)
쇼핑몰(오픈마
켓)
운영업체(7)
PG업자
겸영(1)
전자고지
결제전문(2)

업체명
㈜한국스마트카드, ㈜마이비, ㈜카드넷, 부산하나로카드㈜,
하이플러스카드(주)1)
2)
㈜엠플온라인 ㈜옥션, ㈜인터파크, ㈜인터파크지마켓,
㈜다음커뮤니케이션, ㈜케이티, SK텔레콤㈜
뱅크웰㈜, ㈜LG데이콤, 이지스효성㈜, 나이스정보통신㈜, ㈜
다날, 동방시스템㈜, ㈜모빌리언스, 사이버씨브이에스㈜, ㈜
사이버패스, ㈜소프트가족, ㈜씨스퀘어소프트, ㈜올앳, ㈜이
니시스, ㈜인포허브, 케이아이비넷㈜, ㈜케이에스넷, ㈜티지
코프, ㈜파네즈, 페이게이트㈜, ㈜폴리큐브, 한국정보통신㈜,
효성에프엠에스㈜, ㈜한국사이버결제, 성우전자㈜, ㈜피지스,
한국버추얼페이먼트㈜, ㈜위즈위드, ㈜모모캐쉬, ㈜호라이즌
1)
1)
테크놀러지, ㈜퍼스트데이타인터내셔널코리아 , 페이레터㈜
㈜다음온켓, ㈜엠플온라인2) ㈜옥션, ㈜인터파크, ㈜인터파크
쇼핑, ㈜인터파크지마켓, ㈜다음커뮤니케이션, ㈜이수유비케
어, 세틀뱅크㈜, 에이알디홀딩스㈜, SK텔레콤㈜
SK텔레콤㈜, ㈜LG텔레콤, ㈜케이티프리텔, ㈜케이티
㈜한국스마트카드, ㈜엘지씨엔에스, ㈜인포바인, 씨제이시스
1)
템즈㈜, 웹케시(주)
㈜LG데이콤, ㈜올앳, ㈜케이에스넷, 페이게이트㈜,
㈜한국사이버결제, ㈜이니시스, 이지스효성㈜
2)

㈜다음온켓, ㈜엠플온라인 , ㈜옥션, ㈜인터파크지마켓,
㈜인터파크, ㈜인터파크쇼핑, SK텔레콤㈜
이지스효성㈜
㈜앳누리, ㈜동서아이티에스

주 : 1) 2008.3월중 신설된 업체
2) 2008.1.1일자로 영업을 중단하고 현재 청산절차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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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적 규제 현황
□ 비금융기관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규제는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해
실시
― 비금융기관은 일정 요건을 갖출 경우 금융위원회 등록 절차를 거
쳐 전자금융업자 자격을 취득하고 지급결제서비스를 제공
― 전자금융업자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에 준하여 중앙은행 및 감독기
관으로부터 감시․감독을 받음

□ 감독기관의 감독
― 금융위(금감원)는 전자금융업자에 대해 전자금융거래법령 준수에
대한 감독, 업무 및 재무상태 검사,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및
임직원 징계 요구 등의 감독업무 수행
ㅇ 또한 등록된 업무별로 구분계리토록 의무화하고 전자금융업자의
*

건전한 경영을 지도 하며 필요시 경영개선조치를 요구
* 금융위의 경영지도기준
- 허가․등록 요건상의 최소자본금을 항상 충족할 것
-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감한 자기자본이 항상 0을 초과할것
- 미상환잔액 대비 자기자본 비율이 20% 이상일 것
- 총자산대비 투자위험성이 낮은 자산의 비율을 10~20% 이상 유지할 것
- 유동성비율을 40~50% 이상 유지할 것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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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은행의 감시
― 당행은 통화신용정책의 수행 및 지급결제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금융기관 전자금융업자에 대해 자료제출
요구, 통계조사 등의 감시업무 수행
비금융기관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주요 규제 현황
항목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결제대행 결제대금예치 전자고지결제

최소 자본금

20억원

10억원

유동성비율

50% 이상

40% 이상

미상환잔액 대비
자기자본비율

20% 이상

-

총자산대비 투자위험이
낮은 자산 비율

20% 이상

10% 이상

부채비율
중앙은행 감시

5억원

200% 이내
자료제출 요구 및 통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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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유형별 세부 현황
1. 선불전자지급수단
가. 개요
(의의)
□ 선불전자지급수단은 발행인 외에 제3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
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데 사용되고 구입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가 2개 업종 이상이어야 함(｢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4호)
*

*「통계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
분류의 중분류상의 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부분 발췌)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종합소매업

도매 및 소매업

소매업

세분류
대형종합소매업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

음식료품 및 담배소매업

식료품 소매업

기타상품 전문 소매업

음료 및 담배 소매업
일반음식점업

숙박 및 음식점업

숙박 및 음식점업

음식점업

기타음식점업
다과점업

철도운송업
운수업

육상운송업

철도운송업
도시 정기 육상여객 운송업

육상여객운송업

시외버스 운송업
부정기여객 육상 운송업

영화, 방송 및
공연산업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서비스업

영화산업

영화 및 비디오 상영업

도서관, 박물관 및 기타문 도서관 및 독서실
식물원, 동물원 및 자연공원
기타 오락, 문화 및 화관련 산업
운동관련 산업
경기 및 오락 스포츠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기타 오락관련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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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장 운영업

<참고 1>

전자화폐 및 단일목적 선불카드와의 차이점
□ 선불형식의 전자지급수단은 범용성과 환금성 등을 기준으로 크게 전자화폐*,
선불전자지급수단*, 단일목적 선불카드 세 가지로 구분 가능
* 유럽 등 많은 국가에서 선불전자지급수단과 전자화폐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전자
화폐(e-money) 또는 선불카드(pre-paid card/value-stored card)로 통칭하는 경향

□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요건을 충족하는 지급수단 가운데 범용성과 환금성이
더 높고 현금 또는 예금과 등가(等價)로 교환되어 발행되는 것은 전자화폐
로 규율
― 전자화폐는 2개 이상의 광역자치단체 및 500개 이상의 가맹점에서 이용되
고 구입 가능한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가 5개 업종 이상이어야 함
― 또한 현금 또는 예금과 동일한 가치로 교환되어 발행되고 교환 발행자에 의
해 현금 또는 예금으로 교환이 보장되어야 함*
* 선불전자지급수단은 현금, 예금 이외의 수단(마일리지, 신용카드 등)으로도 구매 가능
하며 권면 금액의 일정 비율(예 : 80%) 이상 사용한 경우 잔액 환불

□ 단일목적 선불카드(One Purpose Prepaid Card 또는 Closed Prepaid Card)*는
교통카드, 전화카드와 같이 특정 용도로만 사용 가능한 지급수단으로서 ｢전
자금융거래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
* 단일목적 선불카드는 발행자에 대해서만 제한적인 용도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상품
권(백화점 상품권, 제화업계 상품권 등)과 유사하며 상대적으로 규제 필요성이 크
지 않음(상품권을 규제하던 상품권법은 1999.2월 폐지)
선불형 전자지급수단의 구분
高

←

범용성․환금성

→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금융위 허가)

1)

소규모
(금융위 등록)

(등록 면제)

低

단일용도
선불형 전자지급수단
(교통카드, 전화카드)

(｢전자금융거래법｣ 적용 배제)

주 : 1) 가맹점이 1개의 기초자치단체 안에만 위치하거나 1개의 건축물 또는 사업장
안에서만 위치하는 경우, 가맹점 수가 10개 이하인 경우, 총발행잔액이 30억
원 이하인 경우 가운데 어느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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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선불전자지급수단은 가치저장 매체에 따라 IC카드형과 네트워크형
으로 구분 가능
― IC카드형은 플라스틱 카드 등에 IC칩을 내장하고 동 칩에 화폐적
가치를 저장하였다가 오프라인 및 온라인에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

구매한 후 가맹점 단말기, PC용 단말기 등을 통해 대금을 지급
* IC카드를 사용하여 구매 또는 이용하려는 대상이 되는 물품 및 서비스를
판매, 제공 또는 공급하는 자를 의미. 한편 PG, 결제대금예치업 등 다른
부문에서도 가맹점은 판매자, 공급자, 서비스 제공자 등을 의미

ㅇ 한국스마트카드의 ‘T-Money’, 카드넷의 ‘대경교통카드’ 등 주로 교
통부문을 중심으로 이용되는 선불카드가 해당
― 네트워크형은 정보통신망과 연결된 PC 또는 서버 등에 화폐적 가
치를 저장하였다가 사이버쇼핑몰 등에서의 거래시 인터넷을 통하
여 대금 지급
ㅇ 옥션의 e-money, 다음커뮤니케이션의 다음캐쉬, KT의 월드패스
카드* 등이 해당
* KT의 월드패스카드는 실물 카드와 비실물 카드 두 종류가 있으며 두 가지 모두
금전적 가치가 카드가 아닌 KT의 서버에 저장됨. 온라인에서는 카드번호와 비
밀번호를 직접 입력하여 사용하며, 오프라인에서는 카드를 단말기에 삽입하면
KT 서버로 카드 번호 등이 전송된 후 KT의 결제승인을 받아 결제처리

□ 선불전자지급수단은 또한 소유자의 식별가능 여부에 따라 기명식
과 무기명식으로도 구분
― 일반적으로 오프라인에서 사용되는 IC카드형 선불전자지급수단은
무기명식으로 발행되며 온라인에서 주로 이용되는 네트워크형 선
불전자지급수단은 기명식으로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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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현 및 발전 배경)
□ 소액의 빈번한 결제가 필요한 곳에 신속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지급수단 수요 발생
― 대중교통 등의 소액 서비스 이용 또는 소액 상품 구매시 잔돈을
소지하거나 매번 거스름돈을 계산하는 데 따른 불편 해소 필요
― 신용카드를 통해서도 교통요금 지급 등 일부 소액결제가 가능하
나 신용카드는 주된 용도가 소액결제가 아닌 데다 후불 특성에
따른 발급대상 제한 등의 한계가 있음
□ 금전적 가치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위․변조 등으로 인한 손실 우
려를 해소할 수 있는 IC카드가 개발됨
― 또한 IC카드에 비접촉 RF(Radio Frequency) 기능을 부가하는 경우 단
말기에 카드를 갖다 대면 바로 결제처리가 이루어짐으로써 결제에 소요
되는 시간 단축에도 기여
□ 대중교통 등 일정 수요기반을 바탕으로 개발된 IC카드 형태의 교
통카드 등이 범용성을 확대해 나가며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성장
□ 한편 네트워크형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전자상거래 성장을 배경으로
*

주로 온라인쇼핑몰에서의 구매나 디지털콘텐츠 구매에 이용가능
하도록 개발됨
* Digital Contents. 영화, 음악, 책 등을 온라인상이나 PDA 등에서도 보거나 읽을
수 있도록 전자적 파일 형태로 제작한 것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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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업자의 조건)
□ 비금융기관이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상법상의 회

사로서 ｢전자금융거래법｣이 규정하고 있는 다음의 각 요건을 갖추
어서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함(｢전자금융거래법｣ 제31조)

― 자본금 20억원 이상
― 구매자 의 보호 및 업무 수행에 충분한 전문인력과 전산설비 등
*

물적 시설을 구비
* 대금결제를 목적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구매하여 이용하는 개인, 즉 이용
자를 의미. 용어 사용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PG, 결제대금예치업 등
다른 부문에서도 물품 및 서비스를 구매 또는 이용하는 개인 소비자를 ‘구
매자’로 표기

ㅇ 전산업무 종사 경력이 2년 이상인 임직원을 5명 이상 확보, 전자

금융업의 원활한 영위를 위한 전산기기 및 프로그램 보유, 백업
(backup)장치 구비, 보안대책 수립 등

― 부채비율 200% 이내*
* 정부 또는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10% 이상을 소유하고 사업의 연속
성을 보장하며 등록 신청인이 금융위가 요구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제출할
경우 부채비율은 1,500% 이내

(발행업자의 업무)
□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충전 및 판매를 대행할 충전․판매 가맹점과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사용이 가능한 가맹점을 모집하고 관리
□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대금을 가맹점, VAN사업자 등 관련자들
과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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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발행, 이용 및 결제
① IC카드형
□ 발행업자
― 한국스마트카드(T-Money), 마이비(마이비카드), 카드넷(대경교통카드),
부산하나로카드(하나로카드) 등
□ 발행 및 결제 메커니즘
― 구매자는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자로부터 선불전자지급수단(IC
카드)을 구매

ㅇ 구매자는 구매한 IC카드에 충전가맹점의 단말기 등을 통해 충전(충
전가맹점이 발행업자로부터 받는 충전수수료는 0.3~1.0% 수준)

ㅇ 발행권면 최고한도는 현재 50만원*으로 제한(｢전자금융거래법｣ 시행
령 제13조)
* 정부는 규제완화 차원에서 기명식에 한해 발행권면 최고한도를 200만원
으로 상향조정 추진중(2007.10.11일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추진 의결)

ㅇ 한편 구매자는 선불전자지급수단 최초 구매시 별도의 IC카드 대
*

금도 지불하는데 금액은 발행업자 및 카드 형태 에 따라 상이
(2,000~6,000원 수준)
* IC칩을 카드에 부착한 IC카드가 일반적이나 IC칩을 핸드폰, 목걸이 등 다
른 매체에 부착하여 사용할 수 있는 액세서리형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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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매자는 가맹점의 카드단말기에 IC카드를 접촉하여 사용하며 이
때 구매자 카드에서 차감된 금액은 카드 단말기에 내역이 저장되
었다가 VAN사를 통해 주기적으로 발행업자에 전송
― 발행업자는 이용대금을 가맹점, VAN사 등과 정산 실시
ㅇ 발행업자가 수취하는 가맹점 수수료율은 가맹점 업종 등에 따라
상이(대체로 1.5~3% 수준)
ㅇ 발행업자는 가맹점으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 가운데 일정 부분
을(15% 정도) VAN사에 지급

IC카드형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결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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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업자(이하 선불업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이하 카드)을 구매자에
게 발행
② 구매자는 충전단말기 등을 이용하여 카드를 충전하여 대금을 선불업자에 예치
<오프라인 가맹점의 경우>
③
④
⑤
⑥

구매자는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물품 등을 구입하고 카드단말기에 IC카드를 접촉
카드단말기는 이용금액을 카드에서 차감
카드단말기에 이용내역을 저장
없음 (오프라인에서는 단말기에 승인내역을 저장함에 따라 별도의 결제승인과정이
없음)
⑦ 오프라인 가맹점은 물품 등을 구매자에게 제공
⑧ 오프라인 가맹점은 단말기에 저장된 이용내역을 모아 VAN사 네트워크 등을 통해 선
불업자에 전송
⑨ 선불업자는 오프라인 가맹점에 이용금액을 정산하여 지급
<온라인 가맹점의 경우>
③ 구매자는 사이트에서 물품․서비스를 주문하고 PC용 단말기(스마트카드 리더기) 등을
이용하여 IC카드를 연결한 후 결제 요청
④․④-1 가맹점은 PG업자를 통해 선불업자에 결제승인 요청
⑤ 선불업자는 인터넷상으로 구매자 IC카드의 잔액정보를 확인 후 카드에서 이용금액 차
감
⑥․⑥-1 및선불업자는 PG업자를 통해 가맹점에 결제승인통보
⑦ 온라인 가맹점은 물품․서비스를 구매자에게 제공
⑧ 해당사항 없음
⑨․⑨-1 선불업자는 수수료를 제외한 이용금액을 PG업자에 지급하고 PG업자는 PG수수
료를 제외한 금액을 온라인 가맹점에 정산하여 지급

- 15 -

대중교통 이용시 결제 절차
(IC카드형 선불전자지급수단 사용시)

①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업자(이하 선불업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이하 카드)을 구매자에
게 발행
② 구매자는 가맹점의 충전단말기 등을 이용하여 카드를 충전하여 대금을 선불업자에
예치
③ 타 선불업자는 이용 가능한 카드의 정보를 선불업체에게 1일 1회 통보
④ 선불업자는 교통단말기에 카드정보를 등록
⑤ 구매자는 선불카드를 교통단말기에 접촉하여 이용
⑥ 교통단말기는 카드정보를 비교하여 카드의 유효성 확인 및 이용내역을 기록하고 카드
의 이용금액을 차감
⑦ 구매자는 교통수단을 이용
⑧ 단말기는 기록된 이용내역을 대중교통수단 사업자의 집계시스템에 기록
⑨ 대중교통수단 사업자는 집계시스템의 이용내역을 선불업자에 전송
⑩ 선불업자는 타사의 카드 이용내역을 해당회사별로 집계하여 타 선불업자에 송부
⑪ 타 선불업자는 선불카드 이용금액을 선불업자에 정산
⑫ 선불업자는 자사 예치금액 중 이용금액 및 정산받은 타사 지급수단 이용금액을 대중
교통수단 사업자별로 정리 후 각 사업자에게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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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익구조
― IC카드형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자의 수입은 크게 가맹점 수수
료 수입과 상품매출(가맹점 단말기, PC용 단말기 및 IC카드의 판매) 수
입으로 이루어져 있음
ㅇ 2007년중 매출액 구조를 보면 총 매출액 중 수수료매출이 70~80%,
상품매출이 20~30% 수준
― 그밖에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대금의 입금시기와 실제 사용시기의
차이 등에 따른 이자수익도 부가적인 수입원
ㅇ 매출총이익 대비 이자수익 비율은 회사별로 3.5～21.1% 수준(2007
년 기준)

② 네트워크형
□ 발행업자
― 옥션(e-money), 인터파크(s-money), 인터파크지마켓(현금잔고), 다음커뮤니
케이션(다음캐쉬), SK 11번가(S캐시), KT(월드패스카드) 등
※ ｢전자금융거래법｣상 등록이 면제된 마일리지형 선불전자지급수단인 OK
캐쉬백에 대해서는 <참고 2> 참조

□ 발행 및 결제 메커니즘
― 구매자는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자의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
고 발행업자가 은행을 통해 생성한 가상계좌에 선불대금을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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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은행은 발행업자의 요청에 따라 발행업자 계좌를 모계좌로 하는
가상계좌번호를 생성하여 발행업자에 통보하고 발행업자는 가상
계좌번호를 구매자ID에 연동시킨 후 구매자에게 통보
― 구매자는 온라인 가맹점에 물품 주문 후 결제에 필요한 ID, 비밀
번호 등의 정보를 전송
― 가맹점은 발행업자에 결제승인을 요청하고 발행업자는 구매자의
가상계좌에서 이용금액을 차감한 후 가맹점에 결제승인을 통보
― 발행업자는 이용금액에서 수수료를 차감한 후 가맹점에 대금을
정산
네트워크형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결제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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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구매자는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업자(이하 선불업자)의 사이트에 회원가입
② 선불업자는 거래은행에 가상계좌번호 부여요청
③~④ 은행은 선불업자 계좌를 모계좌로 하는 가상계좌번호를 생성하여 선불업자에 통보
⑤ 선불업자는 구매자ID와 가상계좌번호를 연동시킨 후 구매자에게 통보
⑥ 구매자는 계좌이체, CD/ATM, 창구입금 등을 통해 가상계좌로 입금하여 선불금 예치
⑦ 은행은 입금액을 선불업자 모계좌에 넣은 후 입금내역을 선불업자에 통보
⑧ 선불업자는 구매자ID에 금액정보를 기록한 후 구매자에게 통보
⑨ 구매자는 물품․서비스를 가맹점에 주문하면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선택하고 결제에 필
요한 정보(ID/Password 등)를 전송
⑩ 가맹점은 선불업자에 결제승인을 요청
⑪ 선불업자는 구매자ID에서 이용금액을 차감 후 결제승인 통보
⑫ 가맹점은 물품․서비스를 구매자에게 제공
⑬ 선불업자는 이용금액을 가맹점에 정산

□ 수익구조
― 네트워크형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자는 주로 오픈마켓* 운영업체
로서 IC카드형에서와 같은 상품매출 수입은 없음
* 판매자와 구매자간 직거래가 이루어지는 온라인상의 시장으로 오픈마켓 운
영자는 판매대금의 일정비율을 중계수수료로 수취. 오픈마켓에서는 판매
자와 구매자 모두 자격 조건 없이 자유로운 진출입이 가능

ㅇ 카드 실물이 없고 별도의 단말기가 필요치 않음에 따라 카드 및
단말기 판매와 같은 상품매출이 없음
ㅇ 또한 발행업자인 오픈마켓 운영업체가 PG업무도 겸하고 있기 때
문에 선불전자지급수단 사용에 수반되는 PG이용 등과 관련한 수
수료 정산 부담도 없음
ㅇ 오픈마켓 운영업체는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을 별도의 주요 수
입원이 아닌 자사 운영 쇼핑몰의 거래 활성화를 위한 보조수단
으로 활용하는 경향
※ 한편 예외적으로 KT 월드패스카드의 경우 실물카드 유형도 있으나 구입자에
게 권면 금액 이외의 판매대금을 청구하지는 않으며 오프라인에서도 신용카
드 단말기를 이용함에 따라 단말기 관련 상품매출 역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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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OK 캐쉬백
□ SK에너지가 발행 및 관리하는 OK 캐쉬백(Cashbag)은 현재 국내에서 가장
활발하게 이용되는 포인트적립식 네트워크형 선불전자지급수단임
― 1999년 6월 SK에너지의 엔크린보너스카드를 이용하여 주유시 포인트 제
공으로부터 시작되었으며 이후 사용 가맹점 및 적립대상 서비스를 지속적
으로 확대
― 가맹점에서의 이용실적에 대해 포인트를 부여하고 5,000점 이상 포인트(1
포인트=1원) 적립시 주유소, 식당 등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며
자체 쇼핑몰, 옥션 등 온라인쇼핑몰에서는 1점 이상의 포인트만 있으면 사
용 가능
― 대한항공 마일리지로의 전환 등 타사 포인트와 교환이 가능하고 50,000점
이 넘는 경우 현금으로 환불을 받을 수 있음
□ 한편 OK 캐쉬백은 ｢전자금융거래법｣상의 등록이 면제되어 있음
― 구매자가 미리 직접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서 구매자
보호를 위해 미상환잔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지급보증을 받거나
상환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전자금융업자로의 등록이 면제되고 금감원
의 사전 감독․검사 대상에서도 제외되는데 OK 캐쉬백이 이에 해당되는
데 기인
― ｢전자금융거래법｣상 등록이 면제되어 있어도 안전성 확보의무 등 구매자
보호와 관련되는 일부 조항은 적용 받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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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캐쉬백 포인트 적립 및 사용시 업무흐름
1) OK캐쉬백 포인트 적립시

― 구매자가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물품구매시 물품을 판매한 가맹점이 일정비
율의 적립금액을 SK에너지에 이전하고 구매자의 OK캐쉬백에 포인트 적립
2) OK캐쉬백 포인트 사용시

― 구매자가 OK캐쉬백을 지급수단으로 물품 구매시 가맹점은 SK에너지로부
터 물품대금을 송금받고 구매자의 OK캐쉬백 포인트를 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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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시장 현황
□ 발급 및 이용실적
― 2007년말 현재 선불전자지급수단 발급매수는 7,525만장, 발급잔액
은 5,552억원
― 2007년중 이용건수는 27억 9천만건(일평균 765만건), 이용금액은 2조
705억원(일평균 56.7억원)
ㅇ IC카드형의 이용실적(27억 5천만건, 1조 8천억원)이 네트워크형의 이
용실적(4,640만건, 2,744억원)을 크게 상회하는 한편 건당 이용금액
은 네트워크형(5,914원)이 IC카드형(653원)을 상회
․ 이는 IC카드형이 주로 대중교통요금 등 일상적인 소액결제에
널리 이용되는 반면 네트워크형은 일부 온라인 쇼핑몰을 중심
으로 대중교통요금에 비하여는 고액인 물품구매 등에 사용되
는 데 기인
선불전자지급수단 발급 및 이용실적
(단위 : 천매, 백만원, 천건)
발급잔액

이용건수

이용금액

구분

발급매수

IC카드형

30,680

97,854

2,746,828

0.8

1,796,095

38

네트워크형

44,567

457,339

700

45,701

37,091

237,312

합계

75,246

555,193

2,747,528

46,702

1,833,186

237,349

off-line

on-line

off-line

on-line

― 신용․직불․체크카드 등 여타 카드의 이용실적과 비교할 경우
선불전자지급수단은 금액기준으로는 신용카드의 0.5%, 체크카드
의 11%에 불과하지만, 건수기준으로는 신용카드의 80% 수준(765
만건, 일평균 기준)에 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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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중 일평균 카드 이용실적 비교
(단위 : 천건, 십억원)

구분

신용카드

직불카드

1)

체크카드

2)

선불전자지급
(금융기관 발행)
수단
선불카드

건수

9,514

5.0

1,400

52.5

7,652

금액

1,106

0.2

51.7

2.5

5.7

주 : 1) 금융결제원 직불카드공동망 이용실적
2) 일정금액이 미리 충전된 카드를 구입하고 동 금액한도 내에서 이용. 신용카드 가맹
점에서 사용 가능(기프트카드 포함)

라. 보안장치
□ IC카드형 선불전자지급수단
― 위․변조가 어려운 IC칩을 장착하여 발행함에 따라 은행의 IC 현
금카드와 마찬가지로 카드 자체의 위․변조 가능성은 매우 낮음

― 그러나 IC 현금카드 이용시 비밀번호 등을 통해 인증절차를 거치
는 것과 달리 IC카드형 선불전자지급수단은 별도의 인증절차가 없
어 분실할 경우 습득자가 현금처럼 제한 없이 이용이 가능
□ 네트워크형 선불전자지급수단
―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네트워크형 선불전자지급수단 사용시 구매
자 ID 및 비밀번호를 통해 인증
― 해킹 등으로 ID, 비밀번호가 유출될 경우 충전금액이 부당하게 사
용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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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불전자지급수단은 미리 일정 금액이 저장되어 교통요금 지급, 전
자상거래 등에서의 소액결제에 주로 이용됨에 따라 거액의 이체나
구매가 이루어지는 인터넷뱅킹, 신용카드 등에 비해서는 보안수준
이 낮은 편임
―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한 위․변조, 해킹 등으로 인한 기대이익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아 아직까지는 신용카드 위․변조나 인터넷뱅
킹 해킹 등과 같은 공격사례가 거의 없으나
향후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권면 한도 확대 등에 대비하여 결제편
의성이 크게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안성 강화 방안이 강구
될 필요

2. 전자지급결제대행
가. 개요
(의의)
□ 전자지급결제대행(PG)이란 인터넷쇼핑몰 등의 전자상거래에서 구
매자로부터 대금을 수취하여 가맹점(판매자)에게 최종적으로 지급
될 수 있도록 결제정보의 전송과 정산 대행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

*

*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9호 :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
의 이용에 있어서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것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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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G 업무는 전자상거래에 수반되는 지급결제정보의 송․수신과 정
산의 대행 업무로 구성
ㅇ 정보의 송․수신은 구매자, 판매자, 금융기관 간 거래 승인 요청
및 결과 통보, 자금이체 요청 및 입금결과 통보 등 지급결제 관련
정보의 중계와 관련한 업무
ㅇ 정산 대행 업무는 판매대금을 구매자, 신용카드사 등으로부터 자신
(PG업자)의 계좌로 수취하고 약정된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다시 가맹점 계좌로 입금하는 자금의 수수와 관련한 업무
(출현 및 성장 배경)
□ 온라인상의 전자상거래 규모가 급속히 늘어나면서 동 거래에 수반되는
전자적 지급결제의 안전성 및 효율성 확보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대두
되었는데
이는 안전하고도 효율적인 온라인상의 전자적 지급결제관련시스템(이
하, ‘결제시스템’)이 전자상거래 발전의 가장 중요한 기반시설중 하나
이기 때문임
―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오프라인에서 이용되던 신용카드 등의 다
양한 지급수단이 온라인에서도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기
술적․제도적 매체가 필수적

□ 그러나 전자상거래업체들마다 자체적으로 이와 같은 결제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어려움*에 따라 동 서비스 제공에 대한 아웃소싱 수요
가 발생
* PG업자에 결제대행을 맡기지 않을 경우 전자상거래업체마다 온라인 결제를
위한 시스템 개발, 보안수단 강구, 네트워크 연결, 전산설비 구입뿐 아니라
은행․카드․통신사와의 계약 등을 모두 직접 수행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서는 상당한 비용과 기술력, 시간이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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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따라 동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수취하는 수
익구조로 하여 IT업체를 중심으로 PG서비스 제공자가 등장
― IT업체가 PG업무의 주된 사업자가 된 이유는 은행, 카드사 등 기
존의 금융기관들이 PG 업무 참여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감
안하여 동 사업 참가에 소극적이었던 데 기인
ㅇ 은행은 쇼핑몰과의 연계를 통한 계좌이체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해킹 등의 보안사고 발생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고 사기 거래 등
에 따른 평판리스크를 우려
ㅇ 카드사는 기 결제된 거래에 대해 물품 또는 서비스 제공이 가맹
점으로부터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회원에 대해 일정부분 변제책
임을 지는데
공신력 검증이 어려운 소규모의 전자상거래업체와 직접 가맹점
계약을 맺을 경우 카드사의 변제책임을 야기하는 사고 발생 가
*

능성이 크게 높아지고 가맹점 관리 에도 어려움이 가중될 것을
우려
* 카드사는 특약을 통하여 전자상거래 등 비대면거래를 이용하는 가맹점에게
해당 가맹점의 결제한도액의 일정 비율만큼 보증보험증권을 징구하거나 예
금을 담보로 수취하는데 다수의 인터넷 쇼핑몰관련 가맹점이 크게 늘어날
경우 이를 집행․관리하는 데 많은 비용이 소요

□ PG업무는 온라인쇼핑몰에서 대금결제수단으로 가장 많이 활용 되
*

는 신용카드 부문을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발전
* 통계청 자료(사이버쇼핑몰 통계 조사결과, 2007)에 따르면 사이버쇼핑몰 대
금결제시 선호하는 지급수단으로 신용카드가 66.3%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
이 온라인 계좌이체로 30.1%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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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사는 온라인쇼핑몰에서 안전하게 신용카드 결제가 이루
어질 수 있도록 1999년부터 중소형 온라인쇼핑몰에 대하여 고도
*

의 보안솔루션 등 결제시스템을 갖춘 대표가맹점 을 통하여 온라인
신용카드 결제에 참가할 수 있도록 조치
* 신용카드사는 대표가맹점으로부터 월간 승인한도의 일정비율(카드사․대표가맹
점간 계약 사항)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보증보험증서를 징구하고, 대표가맹점
은 다시 소속 개별 가맹점으로부터 각 승인한도(월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에 대하여 보증보험증서를 징구

ㅇ 이에 따라 PG업자가 대표가맹점으로서 소속된 개별 가맹점을 관리
하는 한편 결제 업무를 체계적으로 대행
― 이후 결제대행사를 통한 결제규모가 크게 증가하자 정부는 「여신
전문금융업법」을 개정*하여 2002. 7월부터 PG업자를 법률상 가맹점

으로 허용하면서 PG업무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법률적 토대 마련
* 제2조 제5호에 결제대행업자(PG업자)를 정의한 나항을 신설하고 결제대행
을 금지하던 조항(제19조 제4항의 제1, 4, 5호)의 적용을 배제

(수익구조)
□ 전자지급결제대행 가맹점은 대부분 온라인쇼핑몰 업체이며 이 외
에도 게임 등 온라인 콘텐츠 제공업체도 이를 이용(온라인쇼핑몰 및
디지털콘텐츠 시장 현황은 <참고 3> 참조)

□ PG업자는 가맹점으로부터 등록비, 연간 회원수수료 및 건당 수수료
를 수취
― 등록비는 계약비용, 관련 시스템 설치 및 테스트 비용 등의 명목
으로 최초 계약시 1회만 지급(10～30만원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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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간 회원(가맹점)수수료는 이용 건수와 상관없이 결정(10～40만원 내외)
ㅇ 지급수단별로 각각 부과되는 경우와 이용하는 지급수단에 상관
없이 단일화된 요금을 부과하는 경우로 구분
― 건당 수수료는 이용하는 건별 금액의 일정 비율로 계산하며 회사
별, 결제수단별로 상이
ㅇ 대체로 신용카드의 경우 3.3～4.0%, 계좌이체는 1.8～2.5%, 유․
무선전화결제 5～13%, 상품권 10～18% 수준

<참고 3>

온라인쇼핑몰 및 디지털콘텐츠 시장 현황
□ 2007년중 사이버쇼핑몰 거래 규모는 15.8조원(2001～2007년중 연평균
증가율은 29.5%)

사이버쇼핑몰 거래규모
(단위 : 십억원)
사이버쇼핑몰 거래액(B2C + C2C + 일부 B2B, B2G)
유형별
운영 형태별
B2C
C2C 등
온라인몰
병행몰
2001
3,347.1
2,580.2
766.9
1,390.7
1,956.4
2002
6,029.9
5,043.3
986.6
1,973.7
4,056.2
2003
7,054.8
6,095.0
959.8
2,401.1
4,653.7
2004
7,768.1
6,442.9
1,325.2
3,824.9
3,943.2
2005
10,675.6
7,920.7
2,754.9
5,913.3
4,762.3
2006
13,459.6
9,131.5
4.328.1
8,285.4
5,174.2
2007
15,765.6
10,225.8
5,539.7
10,006.9
5,758.7
자료 : 통계청, 사이버쇼핑몰 통계 조사결과, 각호

□ 한편 국내 디지털콘텐츠 시장 규모는 2007년 10조원(2004～2007년중 연평
균 증가율은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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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디지털콘텐츠 산업 규모
(단위 : 십억원)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게임
2,080
2,478
2,388
2,659
디지털방송
378
530
1,131
1,370
디지털영상
389
422
245
247
e-learning
582
672
713
793
제작/
디지털음악
211
280
329
356
전자책
57
73
55
48
서비스
정보콘텐츠
586
712
889
1,019
콘텐츠거래
1,448
1,647
1,623
1,795
및 중개
소계
5,731
6,814
7,373
8,285
1)
1,158
1,275
1,542
1,721
솔루션
합 계
6,889
8,088
8,915
10,007
주 : 1) 제작된 콘텐츠의 활용 및 보안을 위한 각종 소프트웨어 부문을 의미
자료 :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2007년도 국내 디지털콘텐츠산업 시장조사 보고서

― 이중(솔루션부문 제외) 80% 정도인 6.6조원 정도가 온라인을 통해 거래
국내디지털산업의 유통채널별1) 시장규모 및 비중
(단위 : 십억원, %)
구 분

오프라인
온라인
합계
금 액
1,449
5,924
7,373
2006년
비 중
19.7
80.3
100.0
금액
1,712
6,573
8,285
2007년
비 중
20.7
79.3
100.0
주 : 1) 유통채널별 시장규모는 제작/서비스 시장에서의 온라인과 오프라인 시장으로
만 구분
자료 :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2007년도 국내 디지털콘텐츠산업 시장조사 보고서

― 한편 콘텐츠 구입시 결제수단은 휴대폰 및 유선전화가 가장 많이 이
용되었으며 그 다음이 신용카드, 계좌이체 순
유료콘텐츠 선호 결제방법

1)

(단위 : %)
휴대폰

유선전화

유료콘텐츠 선호 결제방법
포인트 등 인터넷, 사
신용카드 계좌이체 마일리지 이버머니 등

2006년
71.8
39.1
38.0
2007년
65.3
40.5
33.5
주 : 1) 복수 응답 기준
자료 :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화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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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
17.0

29.6
15.6

17.1
9.7

상품권

15.8
8.7

(유형의 구분)
□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은 지급수단을 기준으로 5개의 PG업무로 구분
할 수 있으며, PG업자는 영업형태별로 4개로 분류 가능
― 대금 결제시 이용되는 지급수단별로 PG업무를 분류하면 신용카드 PG,
계좌이체 PG, 가상계좌 PG, 유무선전화결제
․
PG, 상품권 PG로 구분
지급수단별 전자지급결제대행 업무의 종류
구 분
신용카드 PG

계좌이체 PG

가상계좌 PG

내 용
가맹점(인터넷쇼핑몰 등)을 대신하여 신용카드사에 거래내역 및 승인
정보 등 지급결제정보를 전송하고 신용카드사로부터 대금을 지급받
아 일정 수수료 공제후 가맹점에 지급
은행과 구매자사이에서 계좌이체에 필요한 지급결제정보를 중계하고,
구매자로부터 대금을 받아 수수료 공제후 가맹점의 계좌로 이체
(다만 단순 결제정보의 중계만 수행하는 경우 전자금융업자에서 제외)
계좌이체PG와 유사하지만 구매자의 결제 요청시마다 PG업자가 은행
에 갖고 있는 모계좌와 연계된 가상계좌로 입금되는 것이 다름
(PG업자는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가맹점에 지급)

유․무선전화
결제 PG

사용자 확인 및 거래인증 등 지급결제정보를 중계하고, 통신사로부터 전
화요금 결제일에 대금을 수취하여 일정수수료를 공제후 가맹점에 지급

상품권 PG

상품권 발행업체와 연계하여 온라인상에서 상품권으로 결제할 수 있
도록 지급결제정보를 중계하고 상품권 발행업체로부터 대금을 받아
수수료를 제외하고 가맹점에 지급

― 한편 PG업자를 영업형태별로 나누어 보면 전문PG업자, 쇼핑몰 운영
업체, 통신회사, 기타PG업자 등 4개의 범주로 분류
영업형태별 PG업자 분류
구 분

전문PG업자
쇼핑몰
운영업체
통신회사
기타PG업자

내 용

전문IT업체로서 영업활동을 통하여 가맹점을 적극적으로 모집하
여 PG서비스를 제공
오픈마켓 등 쇼핑몰 운영업체로서 입점업체(가맹점)를 대상으로
PG서비스 제공
유․무선 통신회사로서 전화요금과 연계하여 대금을 결제하는 경
우 동 회사가 요금부과 및 정산 등 PG서비스 제공
가맹점 모집 등의 영업활동 없이 소수의 계열사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교통카드결제 등 특정부문에 대해서만 서비스를 제공하
는 PG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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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현황)
□ 2007년중 비금융기관의 전자지급결제대행 이용 건수 및 금액은 각
각 8.5억건 및 18.3조원(건당 이용금액은 22천원)
― 일평균 기준으로는 2.3백만건 및 502억원

― 지급수단 유형별 건수로는 무선전화가 43.7%로 가장 많으며 다음
이 신용카드(30.5%) 순이며, 금액으로는 신용카드가 55.9%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이 가상계좌 및 무선전화(이상 15.2%) 순
전자지급결제대행 이용실적

1)

(2007년중)
(단위 : 천건, 십억원, %)
구분
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유선전화
무선전화
상품권
합계

결제대행건수
258,577
54,626
66,850
34,706
371,232
64,159
850,150

결제대행금액

<30.5>
<6.4>
<7.8>
<4.1>
<43.7>
<7.6>
<100.0>

10,230
1,663
2,785
285
2,777
568
18,308

<55.9>
<9.1>
<15.2>
<1.6>
<15.2>
<3.1>
<100.0>

건당 금액(원)
39,561
30,444
41,660
8,220
7,481
8,853
21,535

주 : 1) < > 내는 합계 대비 항목별 비중

― 한편 PG 이용 금액을 신용카드 및 그 이외의 부문으로 구분하여 전
체 신용카드 및 소액결제시스템 이용 금액과 각각 비교하며 보면, 신
용카드PG는 전체 신용카드의 2.5%, 신용카드 이외의 PG는 소액결제
시스템을 통한 계좌이체의 0.1% 수준
전자지급결제대행 이용실적 및 소액지급수단에 의한 계좌이체 규모 비교
(단위 : 천건, 십억원, %)
구분

신용카드PG(A)

신용카드(B)

건수
금액

258,577<7.4>
10,230<2.5>

3,475,610
403,632

1)

신용카드 이외의 PG(a) 소액결제시스템 (b)
591,573 <17.0>
8,078 <0.1>

3,471,364
7,340,224

주 : 1) 지로공동망, 전자금융공동망, 타행환공동망, CD공동망, CMS공동망, 지방은행공동망,
B2B 및 B2C 전자상거래시스템을 통한 계좌이체
2) < > 내는 각각 A / B 및 a/b

- 31 -

나. 유형별 전자지급결제대행업 업무현황
(지급수단별 PG 업무현황)
① 신용카드 PG
□ 업무 내용
― 신용카드 PG업자는 신용카드사의 대표 가맹점이 되어 가맹점을
모집하고
가맹점에 대해 온라인 거래시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하도록 거래 및
결제정보의 송수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신용카드사로부터 물
품대금을 수취하여 가맹점에 지급하는 정산 대행 서비스를 제공
ㅇ PG업자는 온라인 쇼핑몰의 대표 가맹점으로서 해당 PG업자를 통
해 결제되는 경우 동 PG업자의 명의로 결제내역이 표시되며 소비
*

자에 대하여 가맹점과 연대하여 책임질 의무

* PG업자는 불법매출(속칭 카드깡) 등 위법 거래의 방지를 위해 대표가맹점
으로서 신용카드 PG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가맹점들의 거래 대행 내역을
국세청 및 신용카드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신용카드회원 등이 주문 취소 또는 환불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할 의무

ㅇ 한편 PG업자는 다시 가맹점에게 사기 등 부정 결제에 대비하여
*

담보를 설정하거나 이행보증보험 가입을 요구
* 담보 설정보다는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가맹점의 보증보험
요율은 보증 금액의 2%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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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 및 결제 절차
― 구매자가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대금을 결
제하는 경우 신용카드 PG를 통해 지급결제절차가 수행됨
ㅇ 신용카드PG업자는 해당 쇼핑몰과 VAN사업자 사이에서 거래 및
*

승인 정보를 중계하고 정산을 대행 하며 이후의 절차는 오프라
인에서의 VAN사업자와 신용카드사간 지급결제절차와 동일
* 동 정산 대행 업무를 제외하는 경우 신용카드PG업은 쇼핑몰과 오프라인
의 VAN사업자 사이에서 지급결제정보의 중계만을 담당하는 또 다른
VAN사업자의 형태가 되는 것임

― 구체적인 거래 및 결제절차는 다음과 같음
ㅇ 구매자는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하면서
결제관련정보를 입력
ㅇ PG업자는 온라인 쇼핑몰과 VAN사업자 사이에서 승인 및 결제
한도액 조회 요청, 요청 결과 통보 등의 지급결제정보를 중계하고,
결제일에 신용카드사로부터 물품대금을 수취하고 수수료를 제외
한 금액을 가맹점에게 지급*
** PG업자앞 지급시기는 통상 D+2～6일, 가맹점앞 지급시기는 통상 D+3～
10일

ㅇ 가맹점은 PG업자로부터 결제와 관련한 정보를 통보받아 물품을
배송하며 결제일에 PG업자로부터 수수료를 제외한 대금을 수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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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PG 이용시 거래 및 결제 절차

① 구매자가 가맹점(인터넷쇼핑몰 등)에 물품을 주문하고 대금결제수단으로 신용카드를
선택한 후 신용카드 결제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입력
② 거래 정보 및 승인 요청을 위한 지급결제정보를 PG업자에게 전달
③ PG업자는 VAN사를 통해 ISP/안심클릭 패스워드 인증 및 공인인증서를 확인한 후 신
용카드사에 승인 요청
④ 신용카드사는 카드승인정보를 VAN사업자를 경유하여 PG업자로 통보
⑤ PG업자는 신용카드거래가 승인되었음을 가맹점에 통보
⑥ 가맹점은 주문 및 결제 결과를 구매자에게 통보하고 물품을 배송
⑦ PG는 VAN사를 통해 신용카드사에게 매입을 청구
⑧ 신용카드사는 결제대금을 PG업자로 지급
⑨ PG는 수수료를 제외한 결제대금을 가맹점에 지급
⑩~⑪ 신용카드사는 카드사용대금을 구매자에게 청구하고 대금을 수취

□ 보안장치
― 신용카드 결제시에는 인터넷안전결제(ISP*) 또는 안심클릭 중 하나의
**

방식을 택하여 인증절차를 수행하여야 하며 특히 30만원 이상의
거래에 대하여는 공인인증서도 함께 사용토록 하고 있음(전자금융
감독규정시행세칙 제31조)
* Internet Secure Payment. 자신의 PC에 인증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방식
** 신용카드사의 서버에 인증프로그램을 설치하여 결제시마다 동 서버에 접속하
여 사용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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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두 방식 모두 해킹 방지 등을 위해 암호화통신 및 보안프로그램
을 동시에 제공
신용카드PG의 인증절차 방식
구분

ISP

안심클릭

사용 카드사

BC, 국민, 우리

삼성, 외환, 신한, 현대, 롯데, 하나, 씨티

ISP 비밀번호

안심클릭 비밀번호

ISP 비밀번호 +
공인인증서

안심클릭 비밀번호 + 공인인증서

30만원 미만
보안장치

30만원 이상

1)

주 : 1) 안심클릭은 10만원 이상 거래에 대해 공인인증서 적용을 의무화하는 경우도 있음

인증절차 방식별 실제 출력화면
[안심클릭]

[ISP]

□ 수익구조
― 지급결제정보의 송수신 및 결제대행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신용카드 PG업무에 대한 수수료는 통상 3.3~4.0% 수준
ㅇ 동 수수료에는 신용카드사에 대한 가맹점 수수료(2.9～3.3%)가 포
*

함 되어 있어 이를 제외하면 PG업자의 순수입 수수료율은 0.4～
1.0% 수준
* VAN사업자에 대한 수수료는 신용카드사가 부담

- 35 -

주요 PG업자들의 신용카드 PG 수수료율1)
업체명

수수료율

업체명

수수료율

업체명

수수료율

이지스효성

3.5%

KICC

3.5%

올앳

4.0%

LG데이콤

3.5~4.0%

나이스정보통신

3.6%

사이버패스

3.9%

뱅크웰

3.5~4.0%

티지코프

3.4~4.0%

이니시스

3.4~3.8%

케이에스넷

3.7%

페이게이트

3.7%

KCP

3.3~3.7%

주 : 1) 개별 업체 홈페이지 등에 기재된 수수료율
2) 최초 가입시 가입비 및 관리비, 가맹점별 이용금액에 따라 조건이 상이

ㅇ 한편 정산 대행 서비스 없이 지급결제정보의 송수신만 제공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0.4~0.5% 수준

② 계좌이체 PG
□ 업무내용
―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매자가 판매인에게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
하는 PG업자가 은행과 쇼핑몰 사이에서 관련 지급결제정보를 중
계하고 정산을 대행
ㅇ 현재 은행과 직접 연계하여 계좌이체PG업무를 수행하는 업체는
금융결제원, LG데이콤, 이니시스 등 3개사며 그 외의 PG업자들
은 동 3개 업체와 연계하여 계좌이체PG 업무를 수행
― LG데이콤 및 이니시스는 지급결제정보의 송수신 및 각 은행에 개
설되어 있는 자신의 계좌를 통해 정산대행 업무를 수행하며, 금융
*

결제원 은 정산대행 업무 없이 지급결제정보의 송수신 업무만을 수행
* 정산대행 기능이 없어 금융위 등록은 면제(｢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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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에 따라 LG데이콤 및 이니시스와 연계한 PG업자는 두 사업자로
부터 대금을 지급받게 되지만, 금융결제원과 연계한 PG업자의 경
우는 은행으로부터 직접 대금을 수취
□ 거래 및 결제 절차
― 구매자가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계좌이체 방식으로
대금을 지급
― PG업자는 계좌이체에 필요한 결제정보를 은행에 송신하고 구매자의
계좌이체 실행 결과를 은행으로부터 수신하여 가맹점에게 제공
ㅇ PG업자는 자금 정산일에 자금정산 업무 수행
계좌이체 PG 업무 절차
(예시 : LG데이콤의 경우)

① 구매자가 가맹점(인터넷쇼핑몰 등)에 물품 주문후 계좌이체를 지급수단으로 선택하면
LG데이콤의 결제정보 입력창이 떠서 LG데이콤으로 연결
② 결제정보(계좌번호, 비밀번호, 예금주, 주민번호)를 입력하고 공인인증서로 인증을 받
고 결제정보를 암호화하여 LG데이콤에 전송
③ LG데이콤은 결제정보를 구매자의 거래은행으로 출금 지시
④ 구매자 거래은행은 구매자의 계좌에서 출금하여 LG데이콤 계좌로 이체 후 동 결과를
LG데이콤에 전송
⑤ LG데이콤은 계좌이체 처리결과를 구매자 및 가맹점 앞으로 전송함
⑥ LG데이콤은 수수료를 제외한 대금을 가맹점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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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결제원의 계좌이체 PG 업무 절차

① 구매자가 가맹점(인터넷쇼핑몰 등)에 물품 구입후 대금결제수단으로 계좌이체 선택하
고 관련 결제정보를 입력
② 가맹점은 결제정보를 금융결제원(PG업자) 앞 전송
③ 금융결제원은 구매자의 거래은행앞 출금을 지시
④ 구매자의 거래은행은 구매자계좌에서 즉시 출금하여 별도계정(별단예금)에 보관 후 계
좌이체 결과를 금융결제원에 전송
⑤ 금융결제원은 계좌이체 결과를 수신 받아 가맹점 앞으로 중계
⑥ 구매자는 주문요청에 대한 주문 및 계좌이체 결과를 확인
⑦ 금융결제원은 D+1영업일에 은행별 입금지시내역을 정리하여 가맹점이 계좌를 갖고
있는 은행 앞으로 전송하고 가맹점 거래은행은 가맹점 계좌로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
을 정산 입금함
⑧ 구매자 거래은행 및 가맹점 거래은행 간에는 당행의 차액결제로 최종 정산

□ 보안장치
― 구매자가 물품 주문을 하면서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주민등록번
호를 입력하면 계좌에서 해당 금액이 즉시 인출되는 결제방식으로
동 입력 정보를 해킹할 수 없도록 암호화 통신이 적용되어 있으
며, 구매자 PC에 보안프로그램 및 공인인증서 적용도 필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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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및 계좌정보 입력 화면
[공인인증서 선택]

[계좌정보 입력]

― 공인인증서 사용이 의무화 되어 있으며 은행별로 이체 가능 시간
대 및 1일 결제한도를 제한
□ 수익구조
― 계좌이체 PG 수수료는 통상 1.8~2.5%정도 수준*
* 계좌이체시 발생하는 은행 수수료는 PG업자가 부담

ㅇ 대표적인 PG업자인 LG데이콤 및 이니시스는 결제금액의 2.0%를
수수료로 수취(최저수수료는 200원)
ㅇ LG데이콤 및 이니시스 이외의 PG업자는 금융결제원, LG데이콤
및 이니시스 등의 연계 PG업자에 수수료를 지급
주요PG업자들의 계좌이체 PG 수수료율1)
업체

수수료율

업체

수수료율

업체

수수료율

이지스효성

2.5%

KICC

1.8%

올앳

2.0%

LG데이콤

2.0%

다날

2.0%

사이버패스

2.5%

뱅크웰

1.8~2.0%

티지코프

2.0%

이니시스

2.0%

케이에스넷

2.0%

페이게이트

2.0%

KCP

2.0%

주 : 1) 개별 업체 홈페이지 등에 기재된 수수료율
2) 가입비 및 관리비, 가맹점별 이용금액 등에 따라 수수료율이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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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가상계좌 PG
□ 업무 내용
―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구매자가 대금을 가상계좌 에 입금하는 경
*

우 가상계좌 PG업자는 이에 필요한 가상계좌번호의 통보, 대금
수취 등 정산을 대행
* 은행의 母계좌(대표계좌)에 딸린 가상의 子계좌로서 독립적인 실제 계좌는
아님. 구매자가 가상계좌로 입금하면 즉시 모계좌로 집계되며 동 가상계좌
에는 잔액이 없어짐(실제 가상계좌 선택시 출력 화면은 <참고 4> 참조)

ㅇ 계좌이체와 유사한 방식이지만 계좌이체는 구매 및 결제절차가 연
속적으로 실행되는 실시간 이체방식으로 결제가 완료되지 않으면
구매절차가 완결되지 않는 데 비해
가상계좌를 이용한 결제방식은 구매 및 결제 절차가 서로 독립
적으로 분리되어 있어 구매 결정후 결제 방식 및 시점을 구매자
가 자유롭게 선택하여 실행
ㅇ 구매자별로 별도 부여한 가상계좌번호를 통해 입금을 받게 되므
*

로 구매자별 입금여부 확인이 빠르며 금액오류입금 방지기능

**

등을 추가하여 효율적인 정산 대행 업무를 수행
* 일반 계좌이체의 경우 송금시 이름을 정확히 표기하지 않은 경우 누가 송
금하였는지 실시간으로 확인이 불가능하나 가상계좌는 송금인마다 고유
계좌번호가 부여되므로 계좌번호만으로 구매자 확인이 가능
** 계좌별로 입금액 정보를 담고 있는 경우 보내려는 금액이 해당 정보와 일
치하지 않을 경우 송금 실행이 되지 않으므로 금액 오류를 사전에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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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
가상계좌 입금 방식
― 온라인쇼핑몰에서 물품대금 결제시 별도의 가상계좌 입금 방식을 선택하는
것은 아니며, ‘무통장입금’(아래 그림)이란 메뉴를 선택하면 자동적으로 가상
계좌번호가 구매자에게 통보됨

□ 거래 및 결제 결차
― 물품 구매시 구매자가 물품 구매를 결정한 후 결제를 위한 지급
*
수단으로 ‘무통장입금’ 방식을 선택하고 통보되는 가상계좌번호로
송금
* 온라인쇼핑몰에서는 신용카드나 휴대폰 결제 등이 아닌 창구, CD/ATM,
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한 입금방식을 통상 ‘무통장입금’이라 함

ㅇ 구매자는 거래가 유효한 기간 이내에 창구 입금, CD/ATM 입금
또는 인터넷뱅킹 송금 등 원하는 방식으로 구매대금을 송금
― PG업자는 구매자에게 입금 계좌번호(가상계좌번호)를 통보하며 구매
자로부터 물품대급을 수취하여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가맹점에
게 지급
― 가맹점은 PG업자로부터 입금 확인을 받은 후 물품을 발송하고
PG업자로부터 수수료를 제외한 대금을 수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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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계좌이체 PG 거래 및 결제 절차

① 구매자가 가맹점(인터넷쇼핑몰 등)에서 물품․서비스 등을 주문하고, 결제방법으로 무
통장입금방식을 선택
② 가맹점은 PG업자에 가상계좌번호 부여 요청
③ PG업자는 은행에 PG업자 계좌를 모계좌로 하는 가상계좌번호 부여 요청
④ 은행은 PG업자의 계좌를 모계좌로 하여 연결된 가상계좌번호를 생성하여 PG업자로
전송
⑤ PG업자는 생성된 가상계좌번호를 가맹점에 통보
⑥ 가맹점은 구매자에게 가상계좌번호를 안내
⑦ 구매자는 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하여 가상계좌번호로 계좌이체
⑧ 은행은 가상계좌로 입금된 대금을 모계좌로 이체시키고, 가상계좌로 입금된 이체결과
를 PG업자에 통보
⑨ PG업자는 이체결과를 가맹점에 통지
⑩ 가맹점은 결제처리결과를 구매자에게 통보하고 물품의 배송 또는 서비스 제공 등의
절차에 착수
⑪ PG업자는 결제대금에서 수수료를 제외하고 가맹점에 지급

- 42 -

□ 보안장치
― 물품주문 웹페이지는 암호화통신, 보안프로그램 등의 보안장치 적용
ㅇ 다만, 가상계좌번호를 중간에 해킹하여 범인의 계좌로 변조하여
통지하는 방법으로 사기 거래가 가능하지만
가상계좌번호를 변조하기 위해서는 쇼핑몰 시스템을 해킹해야 하
며 변조에 성공하더라도 쇼핑몰이 구매자에게 입금확인 사실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즉시 발송하기 때문에 구매자가 범죄사
실을 즉시 인지하여 대처가 가능
□ 수익구조
― 가상계좌PG의 수수료는 결제금액과 상관없이 결제건당으로 부과
되는 고정수수료 체계로 대부분 건당 300～500원 수준

ㅇ 가상계좌 사용 등 은행에 대한 수수료는 PG업자가 부담
주요 PG업자들의 가상계좌 PG 수수료1)
업자

수수료

업자

수수료

업자

수수료

이지스효성

300원

KICC

350원

KCP

300원

LG데이콤

400원

사이버CVS

400원

이니시스

400원

뱅크웰

400원

티지코프

300원

올앳

400원

케이에스넷

300~500원

주 : 1) 개별 업자 홈페이지 등에 기재된 수수료율
2) 최초 가입시 가입비 및 관리비, 가맹점별 이용금액에 따라 조건이 상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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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유․무선전화결제 PG
□ 업무 내용

― 구매자가 물품구매 대금을 유․무선 전화료 또는 초고속인터넷
사용료 등에 합산하여 결제하고 전화결제 PG업자는 통신회사로부
터 대금을 수취하여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가맹점에 지급

― 통신요금에 함께 고지되어 납부되므로 정산 완료까지 많은 시일
(통상 2~3개월)이 걸리는 데다 통신회사 및 PG업자 모두에게 수수

료가 배분되어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
ㅇ 다만 통신요금으로 합산되어 통신회사가 연체관리 등을 담당함
에 따라 결제불이행 리스크는 적은 장점
□ 거래 및 결제 결차
― 유․무선전화결제 PG는 무선전화결제방식, 사용자가 직접 전화를
걸어 결제절차를 수행하는 ARS결제방식, 콜센터에서 걸려온 전화
를 통해 결제하는 폰빌(phone bill)결제방식, 초고속 인터넷 ID 사용
료에 물품대금을 결제하는 초고속 인터넷 ID결제방식 등으로 구분
ㅇ 구매자는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물품대금 결제를 위한 지급수단
으로 무선전화결제방식 등 위의 4가지중 하나를 선택하고 매월
납부기일에 통신요금을 지로자동이체 등으로 납부
ㅇ PG업자는 사용자 확인, 인증번호 전송 등 거래관련 정보를 중계
*

하고 정산일에 통신회사 로부터 대금을 수취한 후 수수료를 제외
한 금액을 가맹점에게 지급
* 통신회사는 구매자로부터 합산된 통신요금을 수납하고 해당 물품대금에
서 자신의 수수료(인증번호 전송, 사용자 확인 등의 업무 수행 댓가)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PG업자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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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가맹점은 거래절차가 종료되면 물품 및 서비스를 구매자에게 제
공하고 정산일에 대금에서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PG업자로부
터 수취
― 각 방식별 PG업무의 거래 및 정산 절차는 다음과 같음
무선전화결제방식 PG의 거래 및 정산 절차

① 구매자는 가맹점(콘텐츠 사이트 등)에서 콘텐츠/물품/서비스 등을 주문하고 무선전화
결제를 위한 구매자 정보(이름, 휴대폰번호, 통신사, 주민등록번호 등)를 입력
② 가맹점은 PG업자에 결제금액 및 구매자 정보를 전송
③ PG업자는 무선통신회사에 구매자 정보 및 금액을 전송 후 사용자 확인 요청
④ 무선통신회사는 전화가입자를 확인하여 PG업자에 통보
⑤ 무선통신회사는 구매자의 휴대폰에 인증번호를 SMS로 발송
⑥ 구매자는 휴대폰으로 받은 SMS번호를 인증번호 확인창에 입력
⑦ 가맹점은 입력된 인증번호를 PG업자로 전송
⑧ PG업자는 인증번호를 무선통신회사로 전송
⑨ 무선통신회사는 인증번호 확인 후 인증확인메세지를 PG업자로 전송
⑩ PG업자는 인증확인을 가맹점에 전송
⑪ 가맹점은 주문처리결과를 구매자에게 통보하고 물품의 배송/콘텐츠/서비스 제공 등의
절차에 착수
⑫ 무선통신회사는 이용요금을 구매자에게 청구
⑬ 구매자는 이용요금을 무선통신회사에 납부
⑭ 무선통신회사는 납부받은 결제대금에서 수수료를 제외한 후 PG업자에 지급
⑮ PG업자는 수수료를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가맹점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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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S 결제방식 PG의 거래 및 정산 절차

① 구매자가 가맹점(콘텐츠 사이트 등)에서 콘텐츠/물품/서비스 등을 주문하고 ARS 결제
를 위한 구매자 정보(이름, 전화번호, 주민번호)를 입력
② 가맹점은 PG업자에 결제금액 및 구매자 정보를 전송
③ PG업자는 유선통신회사에 구매자 정보 전송 후 구매자 확인 요청
④ 유선통신회사는 전화가입자를 확인 및 잔여 한도 등을 PG업자에 통보
⑤~⑥ PG업자는 가맹점사이트를 경유하여 구매자가 전화할 ARS번호 및 과금 대상이 되
는 거래번호를 안내
⑦ 구매자는 직접 안내된 ARS번호로 전화를 걸어 전화번호를 입력하여 결제를 진행
⑧ PG업자는 ARS로 확인 후 결제승인을 구매자에게 통보
⑨ PG업자는 결제승인을 가맹점에 통보
⑩ 가맹점은 주문처리결과를 구매자에게 통보하고 물품의 배송/콘텐츠/서비스 제공 등의
절차에 착수
⑪ PG업자는 결제정보를 유선통신회사에 전송
⑫ 유선통신회사는 이용요금을 구매자에게 청구
⑬ 구매자는 이용요금을 유선통신회사에 납부
⑭ 유선통신회사는 납부받은 결제대금을 수수료를 제외한 후 PG업자에 지급
⑮ PG업자는 수수료를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가맹점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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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빌 결제방식 PG의 거래 및 정산 절차

① 구매자가 가맹점(콘텐츠 사이트 등)에서 콘텐츠/물품/서비스 등을 주문하고 폰빌 결제
를 위한 구매자 정보(이름, 전화번호, 주민번호)를 입력
② 가맹점은 PG업자에 결제금액 및 구매자 정보를 전송
③ PG업자는 유선통신회사에 구매자 정보 전송 후 확인 요청
④ 유선통신회사는 전화 가입자를 확인 및 잔여 한도 등을 PG업자에 통보
⑤~⑥ PG업자는 가맹점 사이트를 경유하여 구매자에게 인증번호 안내
⑦ PG업자는 통신회사 지능망을 통해 구매자에게 전화
⑧ 구매자는 전화를 받아 인증번호를 입력
⑨ PG업자는 결제승인을 가맹점에 통보
⑩ 가맹점은 주문처리결과를 구매자에게 통보하고 물품의 배송/콘텐츠/서비스 제공 등의
절차에 착수
⑪ PG업자는 결제정보를 유선통신회사에 전송
⑫ 유선통신회사는 이용요금을 구매자에게 청구
⑬ 구매자는 이용요금을 유선통신회사에 납부
⑭ 유선통신회사는 납부받은 결제대금에서 수수료를 제외한 후 PG업자에 지급
⑮ PG업자는 수수료를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가맹점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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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 인터넷 ID 결제방식 PG의 거래 및 정산 절차

① 구매자는 가맹점(콘텐츠 사이트 등)에서 콘텐츠/물품/서비스 등을 주문하고 인터넷ID
결제를 위한 구매자 정보(초고속인터넷 ID와 비밀번호, 주민번호)를 입력
② 가맹점은 PG업자에 결제금액 및 구매자 정보를 전송
③ PG업자는 초고속통신망회사에 구매자 정보 및 금액을 전송 후 사용자 확인 요청
④ 초고속통신망회사는 구매자(사용자) 정보와 잔여 한도 등을 확인하여 결제승인을 PG
업자에 통보
⑤ PG업자는 가맹점에 결제승인을 통보
⑥ 가맹점은 주문처리 결과를 구매자에게 통보하고 물품의 배송/콘텐츠/서비스 제공 등
의 절차에 착수
⑦ 초고속통신회사는 이용요금을 구매자에게 청구
⑧ 구매자는 이용요금을 초고속통신회사에 납부
⑨ 초고속통신회사는 납부받은 결제대금에서 수수료를 제외한 후 PG업자에 지급
⑩ PG업자는 수수료를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가맹점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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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안장치
― 물품주문 웹페이지는 암호화통신, 보안프로그램 등의 보안장치 적용
으로 해킹 등의 보안사고에 대비
ㅇ 다만, 악의적인 구매자 에 의한 사기 결제의 위험으로 쇼핑몰이
*

피해를 볼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대부분 이용한도는 소액으로 제한**
* 대표적인 예로써 타인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일명 대포폰(大砲phone))를
이용하는 구매자를 들 수 있음
** 통신회사별, 구매자 신용도별 차이가 있지만 1인당 한도액(가입된 통신회
사별로 월중 구매 가능 총액)은 3～15만원 수준으로 제한

□ 수익구조
― 유․무선전화결제PG업무에 대한 수수료율은 5～13% 수준으로 여
타 지급수단에 비하여 수수료율이 높음
ㅇ 통신회사는 요금고지, 납부수단(신용카드 등)에 따른 수수료 지급, 자
동이체 납부 등에 따른 할인혜택 제공, 체납시 체납관리 등을 담당
하는 데 따른 수수료를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PG업자에 지급
ㅇ PG업자는 통신회사로부터 수취한 금액에서 통신회사가 기 공제한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서 PG 수수료를 공제한 후 가맹
점에게 지급
― 대체로 유선전화결제방식의 수수료율이 무선전화결제방식에 비하
여 높은 편이며 무선전화결제방식 중에서는 일반 물품보다는 디
지털콘텐츠에 대한 수수료율이 높은 편

*

* 디지털콘텐츠 과금시 콘텐츠 검증기관 심사료(한국콘텐츠산업연합회) 및 무
선망 과금검증센터의 수수료(한국통신산업자연합회)가 추가되는 데 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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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한편 수수료 배분은 거래금액, 품목 등에 따라 매우 세분화되어 있
으나 대체로 통신회사 몫이 최저 5% 내외에서 최고 7% 수준이며
나머지를 PG업자에게 분배
주요 PG업자들의 유․무선전화결제대행 수수료율1)
수수료율
업체
이지스효성
LG데이콤
뱅크웰
올앳
사이버패스
다날
이니시스
KICC
티지코프
페이게이트
모빌리언스
KCP

유선전화
10%
9.5%
8.5%
8%
11%
10%
실물 7%/콘텐츠 9%
8.5%~13%
9%

무선전화
일반 물품
디지털콘텐츠
9%
6.5%
8%
5.5%
8.5%
6.5%
9%
8%
5%
온라인 8%, 무선10%
7%
10%
9%
5.5%
8%
8%
7.5 ~ 12%
6.5%
10%

주 : 1) 개별 업체 홈페이지 등에 기재된 수수료율
2) 최초 가입시 가입비 및 관리비, 가맹점별 이용금액에 따라 조건이 상이함

⑤ 상품권 PG
□ 업무내용
― 구매자가 온라인상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동 대금 결제를 위해 상
품권을 이용하는 경우 PG업자가 계약*에 따라 상품권 발행업체와
가맹점사이에서 상품권을 이용한 결제가 가능하도록 지급결제정보
를 중계하고 정산을 대행
* PG업자와 상품권 발행업체간 이용계약이 맺어진 상품권만 사용이 가능

ㅇ 오프라인에서의 상품권 결제시에는 PG업자와 관련이 없으며, 이
경우 상품권 발행업체와 판매인 간에 직접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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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정산에 걸리는 기간은 1개월* 정도로 유․무선전화결제를 제외하
고는 가장 긴 편
* 건별로 정산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중 사용액을 집계하여 특정 시점
에 일괄 정산

― 상품권은 선불형지급수단의 일종으로 상품권 발행업체의 지불능
력(solvency)이 가장 중요한 재무리스크 요소
― 수수료율이 결제방식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가맹점은 상품판매 업
체보다는 온라인 디지털 콘텐츠 판매업체들이 대부분이며,
결제절차에 개인정보가 사용되지 않는 등 매우 간편하기 때문에
온라인 게임을 즐기는 10대 청소년들이 주된 구매자
□ 거래 및 결제 절차
― 구매자는 상품권 판매점에서 상품권을 구입하고 이를 다른 물품
등의 구입을 위한 결제수단으로 이용

*

* 물품 주문에 따른 대금결제를 위해 상품권 고유의 인증번호를 입력

― 상품권 발행업체는 상품권 인증번호를 PG업자로부터 전송받아 거
래가능여부 확인 등의 절차 수행후 승인내역을 PG업자에게 통보
― PG업자는 가맹점과 상품권 발행업체 사이에서 지급결제정보를 중
계하고 정산일에 상품권 발행업체로부터 물품대금을 수취하여 수
수료 공제후 가맹점에게 지급
― 가맹점은 PG업자로부터 결제승인 메시지를 전송받으면 물품을 배
송하고, 정산일에 PG업자로부터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판매대
금을 수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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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결제대행시 거래 및 결제절차

①~② 구매자는 상품권 발행업체가 발행한 상품권을 상품권 판매점을 통하여 구매
③ 구매자는 가맹점(콘텐츠 사이트 등)에서 콘텐츠/물품/서비스 등을 주문하면서 결제를
위한 상품권 인증번호를 입력
④ 가맹점은 PG업자에 결제금액 및 상품권 인증번호를 전송
⑤ PG업자는 상품권 발행업체에 결제금액 및 상품권 인증번호를 전송
⑥ 상품권 발행업체는 인증번호 및 상품권 잔액 확인 후 결제금액을 상품권 DB정보에
반영하고 동 결과를 PG업자에 전송
⑦ PG업자는 가맹점에 결제승인을 통보
⑧ 가맹점은 주문처리결과를 구매자에게 통보하고 물품의 배송/콘텐츠/서비스 제공 등의
절차에 착수
⑨ 상품권 발행업체는 결제대금을 PG업자에 정산
⑩ PG업자는 수수료를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가맹점에 지급

□ 보안장치
― 상품권 이용 결제시 해당 사이트에서 별도의 고급 보안프로그램
등을 제공하지는 않음
ㅇ 온라인 사용시 인증번호를 입력한 후 바로 1회만 사용하는 데다
결제규모가 소액임에 따라 해커들의 공격 유인이 적음
ㅇ 다만, 실시간으로 구매자의 상품권번호를 절취하는 해킹기법이
있으므로 키보드해킹 보안프로그램 등의 안전장치는 추가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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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익구조
― 상품권PG 수수료율은 상품권 발행업체의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어
유․무선전화결제PG와 함께 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PG업무임

ㅇ 일반적인 도서․문화상품권은 10～12% 수준이며 온라인게임에
많이 이용되는 게임상품권은 16～18%*

* 게임상품권은 도서․문화상품권에 비하여 판매에서 구매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짧아 발행업자의 자금 부담이 큰 데다 마케팅 소요 비용도 다른
종류의 상품권에 비해 많음

― PG업자는 총 수수료중 상품권 발행업체의 몫을 제외한 나머지를
지급결제정보 중계 및 정산대행에 대한 댓가로 수취
ㅇ 상품권 발행업체는 상품권 판매점 관리, 상품권 발행 및 대금 지급 업
무 수행 등에 대한 댓가로 총 수수료의 상당부분을 수수료로 수취
주요PG업자들의 상품권 결제대행 수수료율1)
업체

취급 상품권의 종류

수수료율

해피머니 문화상품권

11%

도서문화 상품권

11%

도서생활권, 문화상품권

9.5%

게임문화상품권

16.5%

문화상품권

9%

게임문화상품권

16%

문화상품권, 도서상품권

11%

게임문화상품권

18%

미니뱅크

일반 물품 6%, 콘텐츠 7%

티지코프

도서상품권, 해피머니 문화상품권

10%

모빌리언스

도서생활권

9.5 ~ 12%

KCP

도서상품권, 해피머니 문화상품권

10.9%

올앳
사이버패스
다날

이니시스

주 : 1) 개별 업체 홈페이지 등에 기재된 수수료율
2) 최초 가입시 가입비 및 관리비, 가맹점별 이용금액에 따라 조건이 상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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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형태별 PG업자의 업무현황)
① 전문PG업자
□ 전문PG업자는 온라인쇼핑몰, 디지털콘텐츠 판매 사이트, 또는 편의
점 등의 판매자를 가맹점으로 모집하여 해당 가맹점의 물품 판매
와 관련한 지급결제정보의 송수신과 대금의 정산을 대행
― 전문PG업자는 복수의 지급수단에 대해 결제대행서비스를 제공하
*

는 업자 와 특정 지급수단에 대해서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자

**

로 구분
* 이니시스, 사이버패스, 이지스효성, LG데이콤, 티지코프, 모빌리언스, 한국
사이버결제 등
** 나이스정보통신(신용카드결제), 사이버CVS(가상계좌결제), 소프트가족인포바
․
인(유선전화결제), 다날, 파네즈, 모모캐쉬(이상 무선전화결제), 폴리큐브(유․
무선전화결제), 한국버추얼페이먼트(OK 캐쉬백, 문화상품권 등 결제) 등

② 쇼핑몰 운영업체
□ 오픈마켓 등 인터넷 쇼핑몰 운영업체는 쇼핑몰 운영을 위한 수단으로
PG업무를 부수적으로 수행(국내 오픈마켓 시장 현황은 <참고 5> 참조)
― 쇼핑몰 운영업체의 경우 쇼핑몰에서의 매출액에 비례하여 발생하
는 중계수수료가 주된 수입원이 됨에 따라 PG업무는 온라인 거
래의 원활화를 위한 보조 수단으로 제공
ㅇ 이에 따라 쇼핑몰 운영업체의 PG 서비스는 별도의 수수료 없이
무료로 제공하는 대신 높은 수준의 중계수수료를 부과
□ 인터넷 쇼핑몰 운영업체의 PG 서비스는 대부분 신용카드에 대해서
만 제공되며 여타의 지급수단에 대해서는 지급수단별 전문PG업자
에게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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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점은 신용카드를 제외한 계좌이체 등의 여타 지급수단에 의
한 결제시 PG 서비스 이용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게 됨

<참고 5>

국내 오픈마켓 시장 현황
1. 개 황
□ 오픈마켓은 온라인상에서 판매자와 구매자가 진출입의 제한 없이 상품을
사고파는 가상의 시장으로 오픈마켓 운영업체는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거래가 가능한 시장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댓가(중개수수료)를 수취
― 국내의 대표적인 오픈마켓으로는 인터파크 G마켓, 옥션, 인터파크, 다음온
켓, 엠플온라인(2007.12월영업중단), 11번가(SK텔레콤) 등이 있으며 동 운
영업체는 모두 PG업자로 등록
□ 국내 오픈마켓은 소수 업체의 시장지배력이 매우 높은 구조로 상위 2개 업
체(옥션과 G마켓)의 시장점유율이 85%를 상회
국내 오픈마켓 현황
(2006년중 기준)
(단위 : 백만원)
1)

순위

사업자 명

1

(주)옥션

2

(주)인터파크지마켓
2)

중계수수료

시장점유율

거래 규모

157,772

51.9 %

1,993,040

103,218

34.0 %

2,266,833

16,794

5.5 %

287,159

10,599

3.5 %

182,065

3

(주)인터파크

4

(주)지에스홈쇼핑

5

(주)다음온켓

8,300

2.7 %

196,000

6

(주)엠플온라인

3,060

1.0 %

100,518

7

기타

4,086

1.4 %

46,060

303,829

100 %

5,017,675

합계

주 : 1) 판매수수료 기준 2) 일부는 백화점과 같이 독립 점포로 운영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인터파크지마켓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한
시장조치(2007.11)

― 오픈마켓은 일종의 네트워크 효과에 의하여 동 시장에서의 두 구매자그룹
(판매자 및 구매자)이 많으면 많을수록 편익이 커지는 특성이 있으므로 자
연 독점 현상이 발생
ㅇ 이로 인해 후발업체가 시장점유율을 확대하기가 매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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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엠플온라인(CJ홈쇼핑 자회사)의 영업 중단(2007.12월)과 GSe스토어(GS홈쇼핑의 오픈마켓)
의 결제대행 및 대금예치업무의 케이에스넷 이관 등의 사례와 같이 대기업에 운영되는
오픈마켓도 기존 사업자와 경쟁하기 힘든 구조

2. 수익 구조
□ 오픈마켓 운영업체는 매출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중개수수료와 이외의
기타 서비스 이용료를 수취
― 중개수수료는 통상 5~12% 수준으로 물품 종류, 거래금액 및 판매자의 기
여도 등에 따라 차별화
오픈마켓별 중개수수료율 현황
업체

수수료율

업체

수수료율

업체

수수료율

옥션

5 ~ 12%

지마켓

6 ~ 12%

다음온켓

4 ~ 10%

엠플온라인

4 ~ 9%

인터파크

5.5 ~ 8% GS이스토어 4.5 ~ 12%

자료 : 각 사의 홈페이지 게시 자료

― 중개수수료 외에도 물품 등록시의 등록비, 광고효과가 있는 특정 서비스
이용에 대한 부가서비스 이용료 등을 수취

3. 오픈마켓 운영업체의 PG 및 결제대금예치 기능
□ 오픈마켓은 전자지급결제대행(PG) 서비스와 결제대금예치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
― PG 서비스는 신용카드에 대해서만 수행(통상 다른 지급수단은 해당분야의
전문PG업자를 이용)
― 결제대금예치 서비스는 모든* 거래에 제공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에는 10만원 이상의 현금결
제 거래에 대해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모든 거래에 대해 결제대금예치서
비스를 제공할 필요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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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오픈마켓 거래 및 결제 구조
□ 오픈마켓에서의 거래는 판매자 및 구매자 간에 직접 이루어짐
― 판매자는 물품을 오픈마켓(쇼핑몰)에 등록하고 판매

― 구매자는 구매상품을 주문하고 지급수단을 결정하여 대금을 지급

― 운영업체는 구매자로부터 대금을 수취하여 중개수수료, 등록비 등을 제외
한 나머지 금액을 판매자에 지급
오픈마켓에서의 거래 및 결제 구조
(예시 : 신용카드 결제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판매자는 판매할 물품을 오픈마켓(쇼핑몰)에 등록
구매자는 쇼핑몰에서 물품 구매를 주문하고 카드 결제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
오픈마켓 운영업체(쇼핑몰)는 카드사에 신용카드 승인을 요청
신용카드사는 승인내역을 쇼핑몰에 통보
쇼핑몰은 거래 결과를 구매자와 판매자에게 통보
판매자는 배송사를 통해 구매자에게 물품을 배송
배송사는 배송후 쇼핑몰에 배송 결과를 통보
쇼핑몰은 배송결과 확인후 구매자에게 구매 승인을 요청
구매자는 물품구매를 승인(일정기간내 구매자의 거부 의사표시가 없으면 승인된
것으로 간주)
⑩ 쇼핑몰은 구매 승인가 나면 신용카드사앞 매입요청
⑪ 신용카드사는 쇼핑몰에게 매입대금을 지급
⑫ 쇼핑몰은 판매자에게 대금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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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유․무선 통신회사
□ 유․무선통신회사는 해당 통신사의 통신요금에 합산 되어 가맹점의
*

판매대금이 결제되는 PG업무를 수행
* 특정 통신회사의 이용자(구매자)가 지급수단을 자신의 전화 및 휴대폰으로
선택하는 경우 물품 구매대금은 매월 정기적으로 고지되는 통화료에 합산
처리되어 후불로 결제됨

― 통신회사는 다른 PG업자와 구매자 사이에서 구매자의 가입 여부,
결제 한도 확인 등 지급결제정보 송수신 중계와 함께 판매대금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수취하고 나머지 금액을 다른 PG업자에게
지급하는 업무를 수행
ㅇ 한편 통신회사들이 직접 제공하는 디지털콘텐츠 등의 이용 또는
구입과 관련한 지급결제관련 업무는 PG업무가 아님(대부분의 무선
전화를 통해 제공되는 콘텐츠가 이 경우에 해당)

□ 유 ․무선통신회사 는 2008.3.22일부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통신과금 서비스사업자로 등록

됨에 따라 기존의 ｢전자금융거래법｣상 PG업자로서의 지위에서는
제외
* SK텔레콤㈜, ㈜LG텔레콤, ㈜케이티프리텔, ㈜케이티

― 다만, SK텔레콤 및 케이티는 각각 결제대금예치업무와 선불전자지
급수단 발행․관리업무 부문에서는 전자금융업자의 지위를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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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기타PG업자
□ 앞의 세 형태의 PG업자 외에도 주된 사업의 영위를 위해 부수적으
로 특정 PG업무를 제공하거나 자신의 특정 계열사만을 대상으로
하는 PG업무를 수행하는 PG업자가 있음
― 특화된 분야에서만 PG서비스 제공 : 한국스마트카드(후불교통카드
기능을 가진 신용카드 및 이비 등 제휴기관 선불교통카드의 결제대행업무
수행), 엘지CNS(G4C* 등 정부민원시스템의 수수료 결제업무 대행)
* Government for Citizen(전자정부시스템). 시․군․구청 등에서 발급되던
공문서들을 인터넷을 통해 발급해주는 서비스를 의미

― 특정 계열사만을 대상으로 PG서비스 제공 : 씨제이시스템즈(CJ그
룹 계열), 에이알디홀딩스(애경그룹 계열) 등

3. 결제대금예치
(의의)
□ 인터넷쇼핑몰 등의 전자상거래에서 대금지급시점과 물품인수시점
간 시차가 발생하는 경우 물품 판매에 따른 지급결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신력 있는 제3자가 구매자의 결제대금을 예치
받고 구매자에게 물품이 전달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물품대금을 가
맹점에게 지급하는 제도
□ 전자지급결제대행(PG)과의 관계
― 물품대금을 구매자로부터 수취하여 가맹점에게 지급한다는 점에
서는 PG와 결제대금예치가 동일하지만
PG는 실제 배송여부와 관계없이 가맹점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데
비해 결제대금예치서비스는 구매자의 배송 확인 때까지 보관하였
다가 확인이 되면 가맹점에게 지급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 59 -

― 이에 따라 PG업자가 결제대금예치업까지 겸업하는 경우가 일반적
(출현 및 성장 배경)
□ 비대면거래가 특징인 온라인 쇼핑 등 통신판매거래에 있어서는 통
상 구매자가 먼저 대금을 지급한 후 가맹점으로부터 상품을 배송
받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거래절차를 악용하는
사기 거래의 발생 가능성이 내재
― 특히 오픈마켓 등에서 개인간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대규모 사업
자에 비해 신용도가 낮은 개인이 온라인상에서 물품판매자로 쉽
게 진입할 수 있으므로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온라인
결제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가 긴요
□ 이에 따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3조
제2항 제10호)에 의거 통신판매업자는 10만원 이상의 현금결제 거래시

결제대금예치를 소비자가 대금 납부시 선택할 수 있도록 의무화
― 결제대금예치 서비스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주로 활용
(업무내용 및 시장현황)
□ 현재 결제대금예치서비스를 제공하는 비금융기관은 모두 PG업자
(14개)*임
* 전문PG업자(LG데이콤, 케이에스넷, 이니시스 등) 또는 오픈마켓 운영업체(전
문PG업자와 옥션, G마켓 등)임

― 현재 결제대금예치서비스만을 별도로 제공하는 비금융기관 전자
금융업자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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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금융기관 전자금융업자의 결제대금예치서비스 시장규모는 2007년
중 3,022만건, 1조, 4,511억원(건당 48,014원, 일평균기준 83천건, 40억원)
□ 결제대금예치 서비스 제공기관은 계좌이체 등의 방식으로 구매자
*

로부터 직접 자신의 계좌로 물품대금을 수취하고 물품 배송이 완
료된 것을 확인한 후 가맹점에게 대금을 지급
* 오픈마켓 운영업체는 신용카드 결제시에도 동 서비스를 제공

― 전문PG업자는 상당수가 은행과 연계하여 해당 은행의 결제대금예
치시스템을 이용하는 데 비해
오픈마켓 운영업체는 대부분 자체 결제대금예치시스템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
* 국민, 우리, 신한, 하나, 농협 등 5개 은행이 결제대금예치서비스를 제공
결제대금예치서비스1) 업무 절차

①
②
③
④
⑤
⑥

구매자가 가맹점(쇼핑몰)에서 물품을 주문하면서 결제대금예치 거래여부를 선택
가맹점은 결제대금예치업자에 구매자의 주문정보를 등록
구매자는 결제대금예치업자에게 구매대금을 입금
결제대금예치업자는 입금내역을 가맹점에 통보
가맹점은 배송사를 통해 물품을 구매자에게 배송
배송사는 결제대금예치업자에 배송완료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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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⑦ 결제대금예치업자는 구매자에게 구매승인을 요청
⑧ 구매자는 구매에 대한 승인/거절의 의사표시를 결제대금예치업자에게 통보
⑨ 구매승인시 : 결제대금예치사업자는 구매대금을 가맹점에 지급
구매거절시 : 물품반송 등 절차를 거쳐 구매대금을 구매자에게 반환
주 : 1) 구매자가 고의로 구매 승인 등을 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일정 기간내에 확
인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승인으로 간주(negative confirm)하고 가맹점에 대금
을 지급

(보안장치)
□ 지급결제정보의 송수신, 결제 및 대금 정산과 관련하여서는 PG 등 여
타 부문의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관련 보안프로그램을 제공함에 따라
결제대금예치 서비스를 위한 별도의 보안장치는 제공하지 않고 있음
(수익구조)
□ 결제대금예치서비스는 해당 전자금융업자가 추가적으로 부담하는 자
금 또는 리스크가 거의 없고 전산시스템이 간단하고 보안설비 등
도 필요하지 않아 수수료율이 대체로 0.2～0.3%로 낮은 편

― 결제대금예치 서비스는 수수료 수입보다는 전자상거래시 거래의
*

신뢰성 확보를 위한 부가적인 수단 으로 제공하는 측면이 강함
* 결제대금예치서비스는 구매자가 물품구매시 선택적으로 이용하는 서비스로
대체로 구매자가 수수료를 부담

ㅇ 수수료의 대부분은 다시 은행에게 배분되어 실제 PG업자의 결제
대금예치서비스 제공으로 인한 실익은 적은 편
주요 결제대금예치서비스 제공업자별 수수료율
비금융기관
이지스효성
LG데이콤

수수료율
0.3%
0.2%

비금융기관
뱅크웰
올앳

1)

수수료율
0.3%
0.3~0.7%

주 : 1) 개별 업체 홈페이지 등에 기재된 수수료율
2) 최초 가입시 가입비 및 관리비, 가맹점별 이용금액에 따라 조건이 상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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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자고지결제
(의의)
□ 가맹점(물품 및 서비스 공급업자)을 대행하여 지급인(구매자)이 가맹점
에게 지급하여야 할 자금의 내역을 전자적인 방법으로 지급인에게
고지하고, 동 대금을 직접 수수하여 그 정산을 대행하는 업무(｢전자
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2호)

― 즉 물품 판매자(가스공급업자 등)를 대신하여 전자자금이체방식으로
대금결제 기능이 부가된 전자고지서를 전자고지결제업자가 온라
인으로 발송하고 지급인은 동 전자고지서에 따라 사용대금 확인
및 결제를 동시에 이행
― 정산업무의 대행 없이 공과금 등의 전자고지업무만을 수행하는
경우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고지결제업무에서 제외

(출현 및 성장 배경)
□ 결제 기능이 없는 단순 전자고지서비스는 2000년 이전부터 비용절
감*을 위한 기업들의 필요에 의해 활발하게 활용되어 왔음
* 우편 발송 방식은 인쇄비 및 우편요금 등의 직접 비용뿐 아니라 배달에 걸
리는 시간 및 분실 가능성까지 감안하면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는 데 비해
전자우편(e-mail)을 통한 전자고지서 발송은 우편발송에 따른 직․간접 비
용을 절감할 수 있어 기업들이 요금할인 등의 유인을 제공하며 적극 도입

□ 전자고지업자중 일부가 새로운 수익원 발굴을 위해 전자고지서비
스에 PG기능(고지된 대금의 정산 대행)을 결합하여 전자고지결제업무
를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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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전자고지서 화면에서 즉시 결제가 가능하도록 결제기능을 추가
하여 고지와 대금결제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
ㅇ 기업 입장에서는 고지에서 최종 대금수납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단축되고
구매자는 전자고지서에 연결된 결제절차에 따라 편리하게 대금
을 납부함으로써 은행 방문이나 인터넷뱅킹 접속으로의 전환과
같은 별도의 납부 절차를 수행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장점
□ 이러한 이점으로 인해 전기료, 전화료, 가스요금, 아파트 관리비 등
의 전자고지 이용업체(가맹점)들 중 일부가 전자고지결제를 이용하
기 시작

(업무내용 및 시장현황)
□ 전자고지결제업무는 아파트관리비, 도시가스요금, 전기요금 등의 공
과금 고지 및 납부에 주로 활용하지만 이미 지로자동이체 등을 통
한 납부형태가 일반화되어 있어 시장 확대에는 한계
― 현재 국내에는 3개 업자 가 동 업무를 수행
*

* 이지스효성(아파트관리비), 앳누리(전기요금, 도시가스, 상하수도요금), 동서아
이티에스(아파트관리비)로 이지스효성은 전문PG업자로 PG, 결제대금예치서
비스도 제공하며 나머지 업체들은 전자고지결제업무만 수행

□ 2007년중 전자고지결제 이용 건수 및 금액은 72.8만건, 1,266억원으
로 건당 평균금액은 17.4만원(가맹점(이용업체) 수는 2007년말 현재 7,03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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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고지결제 업무절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구매자는 가맹점의 물품․용역 등을 이용하면서 가맹점으로부터 전자고지결제를 안내받음
구매자는 가맹점이 안내한 전자고지결제업자에 회원으로 등록하고 전자고지서를 요청
전자고지결제업자는 가맹점에 전자고지서 등록 통지
가맹점은 고지내역을 전자고지결제업자에 전송
전자고지결제업자는 구매자에게 전자고지서 발송
구매자는 전자고지서에 링크되어 있는 결제절차에 따라 고지된 대금 납부
전자고지결제업자는 납부내역을 가맹점에 전송
전자고지결제업자는 납부대금에서 수수료를 제외하고 대금을 가맹점에 정산

(보안장치)
□ 전자고지에 이용되는 이메일은 구매자의 주민등록번호 등의 구매
자 고유정보로 암호화되는 비밀 이메일 형태로 송신되어 타인에
의해 불법 열람되는 것을 방지
― 결제기능의 보안성은 PG의 보안성에 의존
(수익구조)
□ 전자고지결제업무를 수행하는 업자들은 건당 약정된 정액의 수수
료를 가맹점으로부터 수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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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향후 전망
1.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범용성 확대
□ 한국스마트카드의 T-Money 등 선불전자지급수단은 범용성이 점차
확대될 전망
―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자들이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이용가능
업종, 지역, 가맹점 확대 노력을 지속
― 특히 교통카드의 전국 호환이 이루어질 경우 교통요금결제 기능을
*

가진 IC카드형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범용성이 크게 확대될 가능성
* 교통카드의 전국 호환 추진을 내용으로 하는「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
진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2008.2.26일 국회를 통과
국토해양부에 교통카드 전국호환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교통사업자에 대해 호환단말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정부지원 보조금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 또한 전자상거래 등 온라인을 통한 거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네트워크형 선불전자지급수단이 오픈마켓에서 대금결제를
위한 지급수단의 하나로 제공되는 등 사용 범위가 점차 확대

2. 전자지급결제대행 규모가 계속 확대
□ 고도의 IT인프라를 기반으로 온라인쇼핑몰 거래규모 증가, 디지털
콘텐츠시장의 성장 및 유료화 확대, 새로운 시장의 개척 등에 힘입
어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의 시장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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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2006년중 연평균 증가율이 32.1%에 달했던 온라인쇼핑몰
거래규모 증가세가 2007년 17.1%로 다소 둔화되었지만 견조한 증
가세는 지속될 전망
ㅇ 정보통신부 및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2007년도 국내 디지털콘텐츠산
업 시장조사 보고서’)은 디지털콘텐츠시장도 2006년 8.9조원 규모에

서 2012년에는 16.6조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
― PG업자들의 새로운 수익원 발굴 노력으로 결제대행방식 다양화와
PG업무영역 확대가 진행되고 있으며 해외 진출 및 국가간 PG도
모색
ㅇ 케이블TV 수신료 등의 휴대폰결제, 축의금이나 회비의 온라인 수
납화 등 새로운 온라인결제 시장이 계속 출현
ㅇ 최근 들어서는 편의점 과 같은 오프라인에서의 결제도 PG업무 영
*

역으로 확대
* 편의점의 POS(point of sale)단말기를 통해 국제전화카드 충전, 상품권 구
입 등이 가능

3. 결제대금예치업 및 전자고지결제업은 당분간 현상 유지 전망
□ 결제대금예치업의 경우 결제대금예치 서비스 대상거래의 제약 등으
로 인해 결제대금예치 시장이 급격히 늘어나거나 동 분야에서의 비
금융기관 기능이 확대되기는 힘들 전망
― 결제대금예치 대상거래는 10만원 이상 현금결제거래로 한정되어
있는 데다 동 서비스 이용이 의무사항이 아니라 구매자 자신이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선택한 경우에만 이용하는 제도임에
따라 비용에 민감한 구매자(수수료를 구매자가 부담함)는 동 서비스
를 이용하지 않는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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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고지결제업의 경우도 업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아파트관리비,
전기․가스․수도 등의 공과금 납부가 이미 금융기관을 이용한 자
동납부방식이 일반화되어 있어 시장 확대를 기대하기 힘든 상황
― 이러한 시장상황을 반영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시행 초기의 3개
업자를 제외하고는 신규로 등록한 업체가 전무한 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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