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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Ⅰ. 검토배경
□ 금융거래규모의 급증, IT기술의 발달 및 금융의 겸업화․자유화
등에 따라 지급결제제도에 있어서 결제리스크 발생가능성이 더욱
증대
□ 지급결제제도가 갖추어야 할 바람직한 속성인 안정성, 안전성 및
효율성의 의미를 되짚어보고 중앙은행으로서 추구해야할 목표를
명확히 할 필요

Ⅱ. 지급결제제도 안정의 개념
(지급결제제도의 안정성)
□ 지급결제제도의 안정(stability)은 경제주체의 경제활동 결과로 나
타나는 각종 거래에 수반되는 자금이전이 원활하게 수행되는 상
태를 의미
― 지급결제제도의 안정을 위해서는 지급결제제도가 일상적으로 자
금이전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해야할 뿐만 아니라 내외생
적인 충격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지장을 받지 않고 본래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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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결제제도의 안정성은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상위의 목적인 반
면 안전성(safety) 및 효율성(efficiency)은 보다 구체적이고 실천적
인 하위의 목표로 정의할 수 있음
― BIS 핵심원칙(2001) 등에서는 중앙은행이 수행하는 감시의 목표
를 ‘지급결제제도가 안전성과 효율성을 갖추도록 하는 것’으로
정의
지급결제제도 안정성, 안전성 및 효율성의 개념 구분

안정성
안전성

효율성

중앙은행법상 명시

목표

중앙은행의 책무

추상적 목표

지급결제제도의

감시목표

실천적 목표

― 안전성은 협의로는 지급결제와 관련한 각종 리스크를 원천적으
로 제거하거나 최소화하는 것으로 정의
○ 광의로는 금융위기 등에 견딜 수 있는 속성 또는 충격을 흡수
하는 속성으로써 견고하고 투명한 법적 기반에 의해 운영되며
결제불이행 등의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지급결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정의
― 효율성은 협의로는 지급결제와 관련한 각종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을 의미
○ 광의로는 지급결제 관련 시장구조 및 제도가 자원을 적절히
배분하여 이용자의 지급결제 수요를 적시에 최소비용으로 충
족시키는 것을 의미

- ii -

(금융안정과 지급결제제도 안정의 관계)
□ 금융안정(financial stability)은 통상 금융시스템의 구성요소인 금
융기관, 금융시장 및 지급결제제도를 포함하는 금융인프라의 안정
을 의미
― 그중 금융인프라의 안정은 금융시장과 금융기관이 원활히 기능
하도록 하는 각종 금융규제 및 감독제도, 금융안전망, 지급결제
제도 등이 원활히 작동하는 상태
□ 최근 국가간 금융시장의 통합이 가속화되고 금융기관간 유가증권
및 외환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지급결제제도를 통한 전염효과는
금융시스템 안정 유지의 위협요소로 작용
― 특정 금융기관의 결제불이행이 지급결제제도를 통해 다른 금융
기관의 결제에 영향을 주어 연쇄적으로 전체 금융시스템으로 파
급되는 시스템리스크 내재
□ 또한 지급결제제도는 금융부문과 실물부문을 연결하여 자금을 이
전하는 역할을 수행하므로 금융부문과 실물부문간의 충격 파급경
로로도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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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지급결제제도 안정을 위한 목표의 변화
□ 지급결제제도는 초기에는 은행들이 결제비용을 줄이기 위해 효율성
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발전해왔으나 1900년대 중반이후 금융위기
및 시스템리스크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안전성을 보다 중시
(효율성의 추구)
□ 초창기 은행들은 동일 은행내의 예금자간 자금이전 서비스를 제
공하다가 차츰 양자간 차액결제를 거쳐 다자간 차액결제를 통해
각종 비용을 절감
― 청산소 설립에 따라 거래 상대은행마다 상이하였던 교환절차가
통일되어 청산에 소요되던 시간과 노력이 줄어들고 지급준비금
규모가 감소하는 등 비용절감 효과 발생
― 그러나 청산소는 법정화폐의 발권력이 없기 때문에 금융위기시
에 효과적인 대응이 어렵고 발행기관의 파산위험이 내재되어 있
는 은행권을 결제자산으로 사용하는 등 최종결제를 담당하는데
있어 한계를 노출
○ 또한 결제기능을 수행하는 은행 또는 청산소가 거래상대 은행
들을 경쟁상대로 간주하였기 때문에 이익상충 발생으로 결제
비용의 절감은 제한적
― 이후 중앙은행의 설립으로 중앙은행에 지급준비금이 집중되고
효율적으로 최종결제를 수행하게 됨에 따라 중앙은행을 중심으
로 전국규모의 지급결제제도가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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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의 추구)
□ 1980년대 금융혁신, 금융시장의 복잡성 및 상호연계 증대로 시스
템리스크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짐
― 정책당국은 금융기관간 연쇄적인 결제불이행이 발생하여 지급결
제제도와 금융시스템 전체에 혼란을 가져오는 시스템리스크에
대해 인식하기 시작
□ 주요국의 중앙은행은 시스템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을 높이고자 함
― 중앙은행은 최종대부자로서 심각한 결제불이행 발생에 따른 금
융시장의 붕괴를 막기 위해 개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인식
― 또한 중앙은행자체도 지급결제규모가 증가하면서 같이 늘어나는
일중 유동성 지원으로 인해 신용리스크 노출이 증가
□ 결제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노력은 기존의 이연방식 차액결제에
각종 리스크관리 장치를 도입하거나 실시간총액결제방식을 도입
하는 두 가지로 나타남
― 차액결제리스크 관리를 위한 최소기준(Lamfalussy 기준) 설정,
손실분담협약을 도입 등 이연방식 차액결제에 각종 리스크관리
장치를 도입
― 또한 이연차액결제방식이 내생적으로 시스템리스크에 취약하므
로

금융기관간

거액결제에

대해

Real-Time Gross Settlement)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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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총액결제방식(RTGS:

□ 한편 주요국 중앙은행은 1990년대 중반이후 금융감독기능이 분리
됨에 따라 중앙은행법 등을 개정하여 본격적으로 감시기능을 강화
― 중앙은행들은 지급결제제도의 감시목표로 안전성과 효율성 증진
을 명시하고 있으나 시스템리스크가 현실화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결과 때문에 특히 안전성에 우선순위를 둠
□ BIS 등 국제기구는 지급결제제도와 관련한 각종 국제기준을 마련
하여 각국이 준수토록 권고함으로써 안전성 강화를 위해 노력
□ 또한 주요국에서는 참가기관의 파산으로 인한 시스템리스크 방지
를 위하여 주요 지급결제시스템을 통한 지급결제의 완결성을 법
으로 보장

Ⅳ. 안전성과 효율성 목표의 상충 및 조화
□ 최근의 지급결제제도 발전방향은 효율성을 적극 추구하면서 다양
한 리스크관리 제도를 개편하여 안전성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전
환되는 추세
― 지급결제제도 참가기관인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한 민간부분에서
는 경쟁이 심화되면서 효율성을 높여 고객의 편의를 향상시키려
는 노력을 지속
― 반면 중앙은행은 급변하는 지급결제환경하에서 지급결제제도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성에 더욱 초점을 맞추어 다양
한 리스크관리 장치를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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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결제시스템 참가기관의 확대)
□ 효율성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참가기관 확대를 통해 지급결
제서비스 제공기관간 경쟁을 촉진시켜 최저비용으로 적시에 서비
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그러나 금융감독당국의 엄격한 건전성 및 유동성 규제를 받고 있
는 예금수취기관과 달리 비예금수취기관 등 잠재적인 참가기관들
은 취급업무의 특성상 결제리스크를 높일 가능성이 큼
― 따라서 안전성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참가대상을 엄격히 제
한할 필요
□ 캐나다의 경우 비예금수취기관에 대해 지급결제협회(C P A ) 의 회원
이 될 수 있도록 참가대상을 확대하면서도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참가방식을 다원화하고 참가방식별 자격요건을 구분
□ EU의 경우에도 소액지급서비스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하여

2007년 ｢지급서비스지침｣(Payment Services Directive)을 제정하여
비예금수취기관(payment institution)에 대해 제한된 범위내에서
대고객 지급서비스 제공을 허용하였으나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지급기관에 대해 설립요건,
감독기준, 수취자금 관리기준 등 규제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중요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참가를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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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소액지급수단 확산)
□ 새로운 지급수단 및 지급메커니즘의 출현은 소비자의 선택범위를
확대시키고 지급수단 이용시 시간 및 장소 제약의 최소화로 효율
성을 증진
□ 그러나 신종 지급수단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을 통한
금융사고 및 금융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며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개발된 지급메커니즘은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함으로써 각종 전자금융사고의 대상이 되고 있음
□ 이에 따라 각국 정책당국은 지급수단 및 지급메커니즘에 대한 안
전성 강화하기 위하여 법체계를 정비하고 감시 및 보안을 강화
― 각국은 법체계를 정비하여 각종 전자지급수단의 이용에 따른 소
비자보호 및 법률관계 등을 명확화
― 주요국의 중앙은행은 지급수단의 안전성에 관한 사항을 감시의
범위에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특정 지급수단에 대한 감시 강화를
위하여 감시준칙 등을 제정
― 전자지급수단 이용시 두개 이상의 인증수단을 통하여 사용자가
정당한 본인임을 증명하는 이중요소인증을 강화
(비은행금융기관에 대한 결제유동성 공급)
□ 지급결제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지급결제시스템 직접참
가자에 대해 중앙은행의 일중유동성이 지원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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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자본규제 및 건전성 규제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약하고 지
준규제 등이 없어 리스크관리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기관에 대해
서는 중앙은행의 신용제공을 제한할 필요
― 중앙은행의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공공자금을 리스크에 노출시켜
서는 안됨
― 또한 중앙은행으로부터 신용공급을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결
제자금관리를 소홀히 하는 등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가능성도
있음
□ 주요국의 경우 당좌계좌 개설을 허용한 비은행금융기관에 대해
일중 유동성을 지원하더라도 안전성 확보를 위해 엄격한 내부기
준을 설정하고 이를 충족하는 경우에만 제공

Ⅴ. 지급결제제도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과제
1. 확고한 법적 근거 마련
□ 중앙은행은 지급결제제도를 규율하는 현행 법체계가 안정성을 확
보하는데 있어 미흡한 부분은 없는지 또는 지급결제제도의 안정
을 저해하는 부분이 없는지 수시로 검토하여 미비한 부분을 보완
하는 등 확고한 법체계를 구축할 필요
― 이와 관련하여 중앙은행의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운영, 관리 및
감시책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한국은행법의 보완이 필요
― 현행 소액결제시스템에 적용되는 다자간 차액결제방식의 법적
근거도 명확히 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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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시 확대
□ 새로운 지급서비스 및 제공기관 등이 생겨나면서 새로운 형태의
결제리스크가 생겨나거나 기존에 중요하지 않았던 리스크가 중요
해지는 등 지급결제환경이 크게 변화
□ 따라서 중앙은행은 이러한 변화가 결제리스크로 현재화되지 않도
록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감시 범위를 확대하고 감시체계를 더욱
고도화할 필요
□ 중장기적으로는 감시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강
구할 필요
― 영란은행의 리스크기반 감시체계 사례와 같이 리스크를 계량화
하여 리스크가 큰 부분에 감시자원과 관심을 집중하는 방안
― 일관성 있는 리스크관리를 위해 리스크관리정책 또는 감시준칙
등을 체계적으로 문서화하고 정기적으로 공포하는 방안

3. 참가기관 확대에 따른 관리 강화
□ 증권사, 보험사 등 비은행금융기관들의 지급결제시스템 참가허용
요구 증대와 IT기술력을 갖춘 비금융기관들의 지급결제서비스 시
장 진출이 증가
□ 이에 따라 일관성있는 정책 대응을 위해 비은행금융기관에 대한
참가허용 요건, 지급결제시스템 참가기준 등을 사전에 명확히 설
정하여 운영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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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비금융기관들의 지급결제서비스 시장 진출이 지급결제제
도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파악과 대응책 마련 등을 위해 비금
융기관 등이 발행하는 지급수단 및 결제대행서비스 등에 대한 모
니터링을 강화할 필요

4. 지급결제시스템의 국가간 연계에 대비
□ 지급결제시스템의 국가간 통합 또는 연계가 활발히 추진되고 있
는데 대응하여 결제완결성 보장, 결제리스크 관리, 국가간 네트워
크 연결, 담보증권 관리 등의 부문에서 지급결제제도의 안정성을
더욱 강화할 필요
□ 또한 일부 지급결제시스템에서 국제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부분
에 대한 보완도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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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검토배경
□ IT기술의 발달 및 금융의 겸업화․자유화 등에 따라 지급결제제
도에 많은 변화가 발생
― 과거 은행을 중심으로 운영되던 지급결제서비스 시장에 비은행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비금융기관의 참여가 확대
― 또한 새로운 전자방식 지급수단이 생성되어 기존의 지급수단을
급속히 대체하고 있으며 지급결제 메커니즘도 크게 변화
□ 이에 따라 지급결제제도에 있어서 결제리스크 발생가능성은 더욱
증대되고 중앙은행의 권한과 책임의 범위는 확대되는 추세
⇒ 지급결제제도가 갖추어야 할 바람직한 속성인 안정성, 안전성
및

효율성의

의미를

되짚어보고

목표를 명확히 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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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은행으로서

추구해야할

Ⅱ. 지급결제제도 안정의 개념

1. 지급결제제도의 안정성
□ 지급결제제도의 안정(stability)은 경제주체의 경제활동 결과로 나
타나는 각종 거래에 수반되는 자금이전이 원활하게 수행되는 상
태를 의미
― 지급결제제도의 안정을 위해서는 지급결제제도가 일상적으로 자
금이전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해야할 뿐만 아니라 내외생
적인 충격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지장을 받지 않고 본래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어야 함
□ 주요국들은 중앙은행의 지급결제제도 관련 책무를 중앙은행법에
서 매우 다양하게 명시*
* 국가별 구체적인 내용은 <붙임 1> 참조

― ECB, 독일, 일본, 영국, 스페인, 네덜란드 등 많은 국가에서 중
앙은행법상 설립목적조항에 지급결제제도 관련 책무를 ‘지급결
제제도의 안정성 도모(the stability of the payment systems)’ 또는
‘지급결제제도의 원활화(smooth operation of payment systems)' 등으
로 명시
― 일부 국가에서는 ‘안전성 및 효율성 도모’(safe and efficient, 스웨
덴 등), ‘신뢰성과 효율성 도모’(the reliability and efficiency, 핀란
드), ‘원활한 운영, 효율성 및 건전성 확보’(the smooth operation...
efficient and sound, 벨기에) 등으로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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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BIS 핵심원칙(2001) 등에서는 중앙은행이 수행하는 감시의
목표를 ‘지급결제제도가 안전성과 효율성을 갖추도록 하는 것’으
로 정의
□ 이러한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지급결제제도의 안정성은 추상적이
고 포괄적인 상위의 목적인 반면 안전성(safety) 및 효율성
(efficiency)은 보다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하위의 목표로 정의할
수 있음
지급결제제도 안정성, 안전성 및 효율성의 개념 구분

안정
안전성

효율성

중앙은행법상 명시

목표

중앙은행의 책무

추상적 목표

지급결제제도의

감시목표

실천적 목표

2.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과 효율성
□ 지급결제제도의 안정성을 달성하기 위한 주요 정책목표로 안전성
(safety)과 효율성(efficiency)이 있음
― 안전성과 효율성은 동시에 증진될 수도 있으나 상충(trade-off)관
계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시스템의 중요도 또는 정책당국의 판
단에 따라서 우선순위 또는 비중이 달라질 수 있음
(안전성의 개념)
― 협의의 개념: 지급결제와 관련한 각종 리스크를 원천적으로 제
거하거나 최소화하는 것으로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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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의의 개념: 금융위기 등에 견딜 수 있는 속성 또는 충격을 흡
수하는 속성으로써 견고하고 투명한 법적 기반에
의해 운영되며 결제불이행 등의 문제가 발생하더라
도 지급결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정의
― 안전성은 주로 중앙은행 등 정책당국에서 추구하는 목표로 BIS
의 핵심원칙 발표 이전에는 신뢰성(reliability), 건전성(soundness)
또는 강건성(robustness) 등의 용어와 혼용
○ 소비자보호 및 범죄예방과 관련한 보안성(security)도 안전성을
높이는 중요 요소
(효율성의 개념)
― 협의의 개념: 지급결제와 관련한 각종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을
의미
― 광의의 개념: 지급결제 관련 시장구조 및 제도가 자원을 적절히
배분하여 이용자의 지급결제 수요를 적시에 최소
비용으로 충족시키는 것을 의미
― 효율성은 주로 민간부문에서 추구해온 목표로 지급결제제도를
발전시키는 주된 동기로 작용
― 한편 정책당국도 안전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점차 효율성을
추구하는 경향
○ 최근 크게 강화되고 있는 공정경쟁(level playing field)정책도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중요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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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금융안정과 지급결제제도 안정의 관계
□ 금융안정(financial stability)은 통상 금융시스템의 구성요소인 금
융기관, 금융시장 및 지급결제제도를 포함하는 금융인프라의 안정
을 의미
― 금융기관의 안정은 개별 금융기관들이 건전한 상태를 유지함으
로써 외부의 비시장적 지원 없이도 정상적인 자금중개 기능을
수행하는 상태
― 금융시장의 안정은 자산가격이 기초경제여건으로부터 크게 벗어
나지 않은 상태
― 금융인프라의 안정은 금융시장과 금융기관이 원활히 기능하도록
하는 각종 금융규제 및 감독제도, 금융안전망, 지급결제제도 등
이 원활히 작동하는 상태
□ 금융불안정의 원인과 확산과정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순환론적 접
근, 통화론적 접근 및 정보비대칭 이론 등이 있으며
금융의 자유화․국제화가 급속히 진전되면서 지급결제제도가 발
전되기 시작한 1980년대 이후에는 정보비대칭이론이 보다 많은
설득력을 얻고 있음
― 순환론적 접근은 금융불안정을 경기순환과정의 일부로 파악하는
관점으로 경기변동과정에서 경제가 추세선을 벗어난 침체상태에
이르게 되면 금융불안정이 나타남(Minsky 1997, 및 Kindleberger
1978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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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화론적 접근은 일시적 금융부문의 침체현상이 발생했을 때 통
화공급이 현저하게 감소함으로써 경기침체가 경제전반으로 확산
되어 금융불안정이 나타남(Friedman 및 Schwartz 1963)
― 정보비대칭 이론은 금융시장 참여자간의 비대칭정보가 금융불안
을 유발하는 주요한 원인이며 외부충격 또는 내부경영 악화 등
금융기관의 안정성에 대한 시장참여자들의 신뢰가 무너지면서
예금인출사태와 전염효과를 통해 금융불안정이 초래됨
○ 전염효과(contagion effect)는 특정 금융기관의 결제불이행사태
가 발생할 경우 지급결제제도를 통해 다른 금융기관에 연쇄적
으로 영향을 미침(Corrigan, 1996)
□ 최근 국가간 금융시장의 통합이 가속화되고 금융기관간 유가증권
및 외환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지급결제제도를 통한 전염효과는
금융시스템 안정 유지의 위협요소로 작용
― 특정 금융기관의 결제불이행이 지급결제제도를 통해 다른 금융
기관의 결제에 영향을 주어 연쇄적으로 전체 금융시스템으로 파
급되는 시스템리스크 내재
□ 또한 지급결제제도는 금융부문과 실물부문을 연결하여 자금을 이
전하는 역할을 수행하므로 금융부문과 실물부문간의 충격 파급경
로로도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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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지급결제제도 안정을 위한 목표의 변화

1. 지급결제제도의 발전과 안정을 위한 목표
□ 지급결제제도는 초기에는 은행들이 결제비용을 줄이기 위해 효율성
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발전해왔으나 1900년대 중반이후 금융위기
및 시스템리스크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안전성을 보다 중시
― 지급결제규모가 작은 금융발전 초기에 안전성 문제는 당사자간에
해결하였기 때문에 크게 대두되지 않았고 주로 효율성을 추구
― 그러나 경제규모의 확대 및 금융규제 완화 등에 따라 지급결제
규모가 크게 증가하면서 결제리스크의 발생가능성 및 그 파급효
과가 커져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중앙은행을 중심으로
안전성을 중시하는 경향

2. 목표의 변천
가. 초기 : 효율성의 추구
(초창기 지급서비스)
□ 초창기의 은행들은 동일 은행내의 예금자간 자금이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금융비용을 절감
― 고객의 예금인출 요구시 지급청구권을 발행하고 예치받은 정화
(specie)는 대출에 이용함으로써 금융비용을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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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당시 은행의 수가 많지 않았고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예금자도 일부 상인에 국한되어 지급서비스는 동일 은행내에서
만 일어남
(양자간 차액결제)
□ 상업은행들은 자신이 발행한 수표 또는 은행권이 지급수단으로
폭넓게 사용됨에 따라 양자간 차액결제계약을 체결하여 자금결제
를 처리
― 양자간 차액결제계약에 따라 상호계정을 보유하는 방식으로 은
행간 자금결제를 처리함으로써 결제를 위하여 보유하는 준비자
산(정화)을 절약
― 그러나 점차 은행의 수가 많아지면서 여러 은행이 개별계약에
의해 차액을 정산하는데 있어 많은 비효율성이 발생
(청산소 설립과 다자간 차액결제)
□ 은행들은 청산 및 결제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동 업무만
전담하는 청산소를 설립하고 다자간 차액결제방식을 도입함으로
써 결제비용을 크게 감축
― 청산소 설립에 따라 거래 상대은행마다 상이하였던 교환절차가
통일되어 청산에 소요되던 시간과 노력이 줄어들고 지급준비금
규모가 감소하는 등 비용절감 효과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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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 은행들은 지급준비금을 여러 은행에 분산 예치하는 대신
청산소에 일괄 예치함으로써 지급준비금 보유비용을 절감하고
대출재원을 확충
○ 청산소는 초기에는 효율적인 청산 및 결제를 위해 조직되었으
나 설립이후에는 부수적인 업무를 추가로 수행함으로써 은행
의 비용을 절감시킴
- 거래 상대은행의 신용도에 대한 모니터링을 청산소가 대신
수행하게 되어 정보수집비용을 줄임
- 결제자금을 개별은행에 보유하지 않고 청산소의 금고에 예치
함으로써 자금수송비용이 절감되고 도난의 위험 방지
― 또한 다자간 차액결제방식은 양자간 차액결제방식에 비해 결제
유동성도 크게 절감
□ 한편 청산소는 청산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했으나 최종결
제를 담당하는데 있어 한계를 노출
― 청산소는 법정화폐의 발권력이 없기 때문에 금융위기시에 효과
적인 대응이 불가능
○ 뉴욕청산소의 경우 금융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담보부 대출증
서를 발행하여 유동성이 부족한 회원은행에 제공하는 등 부분
적으로 최종대부자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였으나 기능에 한계
― 청산소가 결제자산으로 사용하는 은행권은 발행기관의 파산위험
이 내재되어 있어 최종결제자산으로서 한계를 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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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결제기능을 수행하는 은행 또는 청산소가 거래상대 은행들
을 경쟁상대로 간주함에 따라 이익상충 발생으로 결제비용의 절
감은 제한적
○ 청산소는 회원은행의 이익만 우선시하고 비회원은행에 대해서
는 긴급유동성을 지원하지 않음
○ 경쟁관계에 있는 은행을 결제기관으로 이용할 경우 해당은행
에 자금을 예치함으로써 자산이 늘어나게 되는 것을 꺼리고
민감한 영업정보의 노출도 우려
○ 또한 청산 및 결제가 청산소로 집중됨에 따라 시스템리스크
증가문제도 발생
(중앙은행의 출현과 결제의 집중)
□ 경제규모의 증대로 상업은행화폐가 주요 거래수단으로 사용되면
서 여러 상업은행들이 은행권을 발행하게 됨에 따라 거래비용과
정보비용이 증가
― 은행권은 정화와 1:1교환을 전제로 발행되었으나 실제로는 발행
은행의 명성이나 도심과의 거리 등에 따라 할인되는 경우가 많
아 높은 거래비용이 발생
― 또한 은행권은 발행은행의 파산시 가치를 상실하는 위험자산이
기 때문에 발행은행의 신용상태 등에 대한 모니터링 비용(정보
비용)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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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단일화폐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각
국 정부는 중앙은행을 설립하여 독점적 발권력을 부여
― 또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금융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
해서는 독점적 발권력을 기반으로 한 최종대부자 기능이 필요
― 화폐의 양과 질을 규제․감독해야할 정부의 입장에서도 은행권
의 단일화가 바람직
□ 중앙은행의 설립으로 중앙은행에 지급준비금이 집중되고 효율적
으로 최종결제를 수행하게 됨에 따라 중앙은행을 중심으로 전국
규모의 지급결제제도가 발전
― 상업은행들은 지급결제에 대비하여 국가로부터 발권력을 보장받
은 중앙은행에 지급준비금을 집중 예치
― 중앙은행은 결제과정의 정점에 위치하여 예치된 지급준비금으로
상업은행간 청산결제서비스를 제공
― 또한 통일된 은행간 결제서비스 제공 및 표준화 등으로 비용절
감뿐만 아니라 전국을 포괄하는 지급결제시스템을 구축

나. 1990년대 이후 : 안전성의 추구
□ 1980년대 이후 차액결제규모가 크게 늘어나면서 시스템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차액결제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실
시간총액결제방식을 도입하는 등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을 높이
기 위한 활동이 중앙은행을 중심으로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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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과정에서 지급결제제도와 관련한 중앙은행의 역할이 보다 확
대되고 책무도 명확해짐
(시스템리스크에 대한 인식 제고)
□ 1980년대 금융혁신, 금융시장의 복잡성 및 상호연계 증대로 시스
템리스크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짐
― 경제규모의 확대 및 국가간 자금이동의 폭발적인 증대로 국내외
지급결제규모가 급격히 증가
○ 특히 금융규제완화로 금융시장이 발달하고 상호의존성이 높아
짐에 따라 금융기관간 거액의 지급결제가 크게 증가
― 이에 따라 금융기관간 연쇄적인 결제불이행이 발생하여 지급결
제제도와 금융시스템 전체에 혼란을 가져오는 시스템리스크에
대해 인식하기 시작
― 또한 일련의 결제불이행 사건*이 발생하면서 금융기관간 결제에
대한 우려가 증가
* 1974.6월 헤르스타트(Herstatt)은행 사건, 1985.11월 뉴욕은행 사건, 1991.7
월 BCCI 사건, 1995.2월 베어링 사건 등

□ 주요국의 중앙은행은 시스템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을 높이고자 함
― 중앙은행은 최종대부자로서 심각한 결제불이행 발생에 따른 금
융시장의 붕괴를 막기 위해 개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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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중앙은행자체도 지급결제규모가 증가하면서 같이 늘어나는
일중 유동성 지원으로 인해 신용리스크 노출이 증가
(차액결제리스크 관리 강화)
□ 1980년대 이전까지 지급결제제도는 소액결제와 거액결제의 구분
이 없이 무담보부 이연차액결제(unprotected DNS)방식이 주류
― 당시 차액결제시스템에서 리스크 관리는 주로 회칙에 명시하거
나 개별 참가기관의 건전성 규제 또는 감독에 의존하는 형태
○ 대부분의 시스템이 결제불이행 참가자의 지급지시를 취소하는
재교환(unwind) 규정 정도만 구비
□ 결제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노력은 기존의 이연방식 차액결제에
각종 리스크관리 장치를 도입하거나 실시간총액결제방식을 도입
하는 두 가지로 나타남
□ 1980년대 이후 시스템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각국
은 차액결제시스템에 리스크 통제 메커니즘을 도입
― G-10국 중앙은행들은 차액결제리스크 관리를 위한 최소기준
(Lamfalussy 기준)*을 설정(1991년)
* 동 원칙은 원래 국가간 외환차액결제에 적용하기 위한 기준이었으나 일
반적인 차액결제시스템이 충족해야 할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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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지급결제제도가 다른 경제부문에 미
치는 영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동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1985년부터 지급결제시스템 리스크관리정책(Payment System

Risk Policy)을 수립․시행

○ 이에 따라 미국의 민간 거액결제시스템인 CHIPS는 1986년 순
채무 한도, 1987년 양자간 신용한도(bilateral credit limits),
1990년 담보계약에 의해 보장된 손실분담협약 등을 도입
○ 또한 1996년에는 순채무한도를 줄이고 최소담보필요액을 증액
하였으며 결제실패발생시 유동성담보에 대한 규정을 명확화
―

캐나다는

1999년

이연차액결제(DNS)방식의

거액결제시스템

(LVTS)에 손실분담협약을 도입
(거액결제시스템에 RTGS방식 도입)
□ 각국 중앙은행은 차액결제리스크 관리장치로 상당한 리스크관리
가 가능하나 이연방식 차액결제가 내생적으로 시스템리스크에 취
약함을 인식
― 참가기관간 손실공동분담이 일정 한도내에서만 이루어짐에 따라
두 개 이상의 참가기관이 동시에 결제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심각한 리스크 발생으로 결제이행을 보증하지 못함
― 또한 차액결제방식을 규율하는 협약이 법적인 이행강제력을 갖
지 못할 경우 한 은행이 거액의 금융기관간 지급채무를 이행하
지 못한채 파산하면 여타 참가기관에 연쇄적으로 그 영향이 파
급될 가능성이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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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시스템리스크를 보다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금융기관
간 거액결제에 대해 실시간총액결제방식(RTGS: Real-Time Gross
Settlement)을 도입
― RTGS방식은 각 은행간 지급이 건별 총액기준으로 즉시 결제되
기 때문에 즉각적인 결제완결성이 확보되어 시스템리스크의 방
지가 가능
― 이에 따라 1990년대에 모든 EU국가들이 거액결제시스템을 이연
차액결제방식에서 RTGS방식으로 변경
― 일부 중앙은행(독일 EAF2 및 프랑스 PNS)은 거액결제에 대해
기본적으로 차액결제방식을 적용하면서 긴급한 지급에 대해서
는 RTGS방식을 도입
주요국의 RTGS 도입시기

국명

명칭

도입시기

국명

명칭

도입시기

일본

BOJ-NET

1988

프랑스

PNS

1999

싱가포르

MEPS

1998

벨기에

ELLIPS

1996

미국

Fedwire

1918

네덜란드

TOP

1997

1996/2001

스위스

SIC

1987

1)

PLUS

독일

EAF2/RTGS

이탈리아

BIREL

1997

스웨덴

RIX

1990

영국

CHAPS

1984

호주

RITS

1998

주: 1) 혼합형결제방식의 EAF2와 실시간총액결제방식의 ELS를 결합하여
2001년 RTGSPLUS를 개발

□ 그러나 금융기관들은 유동성조달 비용측면에서 차액결제방식을
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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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TGS방식은 결제자금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지급이 거절되거나
충분한 자금이 확보될 때까지 지급지시가 대기상태에 놓이게 되
므로 차액결제에 비해 많은 양의 유동성이 필요
― 중앙은행을 통해 일중유동성을 지원받더라도 수수료 또는 담보
제공에 따른 비용 등이 발생
(중앙은행의 감시기능 강화)
□ 각국 중앙은행은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감시기
능을 강화하기 시작
― 각국 중앙은행은 1990년대 초반까지는 금융감독기능에 의존하여
암묵적으로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감시기능을 수행하였으나 1990
년대 중반이후 금융감독기능이 분리됨에 따라 중앙은행법 등을
개정하여 본격적으로 감시기능을 강화
□ 한편 중앙은행들은 지급결제제도의 감시목표로 안전성과 효율성
증진을 명시하고 있으나 시스템리스크가 현실화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결과 때문에 특히 안전성에 우선순위를 둠
― 대부분의 중앙은행에서 주요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해서는 안전성
목표를 우선순위에 두고 정책을 수행
― 또한 일부 국가에서는 지급결제제도를 감시함에 있어 안전성에
우선순위를 두도록 법률에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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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는 「지급 청산 및 결제법」(Payment Clearing and
Settlement Act)에서 시스템리스크에 근거하여 청산결제시스
템을 지정하고 감시하도록 함
○ 스위스는 「스위스 국립은행법」(National Bank Act)에서 금융
시스템에 리스크를 전파하는(emanate) 지급결제시스템 및 증
권결제시스템에 대하여 최소기준을 설정하고 감시하도록 함
― 영국은 리스크에 기반하여 감시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리스크
기반 감시체계*를 개발하여 운영
* <참고 1> 「영란은행의 리스크기반 감시체계」참조

― EU는 중요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하여 운영리스크 및 업무지속계
획(BCP)을 더욱 강화하는 내용의 「중요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업무지속성 감시 필요항목」을 발표

○ 동 보고서는 ECB가 역내 중요지급결제시스템 운영자들로 하
여금 시스템 복원력을 견고하게 유지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요
건을 제시하기 위하여 작성(2006.6월)하였으며
업무지속의 목적 설정, 업무지속계획의 개발, 의사소통 및 위

기관리, 업무지속계획의 보완․유지 등으로 구성
(국제기준의 제정․권고)

□ BIS 등 국제기구는 지급결제제도와 관련한 각종 국제기준을 마련
하여 각국이 준수토록 권고함으로써 안전성 강화를 위해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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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영란은행의 리스크기반 감시체계

― 영란은행은 리스크에 기반한 감시체계를 수립하여 결제시스템의 리스크를 파악
하고 감시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체계화된 방법을 마련
○ 동 체계는 일관성 있고 구조적인 접근을 통해 리스크를 계량화하여 위험수
준이 가장 큰 부분에 자원과 관심을 집중하도록 함
― 영란은행은 개별 리스크 사건이 중복 또는 누락 방지를 위하여 기존의 분류
방식과 달리 리스크를 「결제/사업/운영리스크」로 분류

○ 결제리스크(Settlement Risk)란 참가기관 또는 결제처리기관의 결제과정에서
파생되는 재정적 의무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어 손실이 발생할 리스크
○ 사업리스크(Business Risk)란 지급결제시스템 운영기관 또는 시스템 기반설
비 운영기관의 파산 등으로 청산․결제 처리가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손실

이 발생할 리스크
○ 운영리스크(Operational Risk)란 지급거래의 원활한 청산․결제를 곤란하게
하는 운영상의 장애 발생으로 손실이 발생할 리스크
― 리스크기반 감시체계는 리스크 사건으로 인한「손실」수준과 그러한 손실 수
준의 발생「확률」을 통해 리스크 효과를 계량적으로 파악

○ 결제리스크는 참가기관간의 상호 순지급액(exposure)에 대한 과거 자료로부
터 지급불능에 따른 손실분포를 추정
○ 사업리스크 및 운영리스크는 손실분포가 ‘로그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가정

- 18 -

― BIS 지급결제제도위원회(CPSS)가 2001년 발표한 “중요지급결제
시스템의 핵심원칙*”은 안전성 및 효율성을 정책목표로 하고 있
지만 시스템리스크 측면에서 안전성을 보다 강조
* 핵심원칙의 제정 배경은 <참고 2> 참조

○ 핵심원칙Ⅰ~Ⅵ는 시스템리스크로 연결될 수 있는 신용리스크
와 유동성리스크를 인지하고 관리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으며
핵심원칙 Ⅶ는 운영리스크 관리에 초점

○ 효율성을 강조한 핵심원칙 Ⅷ에서도 ‘시스템 설계 및 기술 선
택시에는 안전성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효율
성을 추구하도록 권고
― 또한 BIS/IOSCO가 공동으로 증권결제와 관련하여 발표한 일련
의 보고서에서도 안전성과 효율성을 정책목표로 제시하고 있지
만 안전성을 강조
○ “증권결제시스템에 대한 권고”(2001년)에서는 증권결제와 관련
한 결제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법률 정비의 필요성과 함께 원
본리스크*를 피하기 위한 DVP(Delivery Versus Payment)방식
의 도입을 제시
* 대금을 지급하고 증권을 교부받지 않은 동안에 중개업자가 파산하는 등
의 이유에 의해 원본의 전부가 손실되는 리스크

○ “중앙결제기구에 대한 권고”(2004년)에서는 증권결제에서 핵심
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중앙결제기구(CCP: Central Counter
Party)의 리스크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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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핵심원칙의 제정 배경
― 1990년 IMF와 WorldBank가 중심이 되어 구성한 금융안정포럼(Financial
Stability Forum)은 금융제도 전반의 기준 및 모범관행을 정립하고 정책적
조언을 제공하고자 하였으며 그 일환으로 지급결제분야의 기준마련에 관여
○ 주요 관심분야는 투명성 및 공개 제고, 건전성 규제 및 감독 강화, 금융하
부구조와 기능 강화, 위기예방 및 관리 개선 등임
― 이 가운데 지급결제분야의 기준은 BIS의 지급결제제도위원회(CPSS)*가 담당
하게 되었으며 1998년 ‘Task force on Payment System Principles and
Practices’를

구성하여 핵심원칙 마련에 착수

* CPSS(Committee on Payment and Settlement Systems) : “G-10국 지급결제 전문가그룹(the
group of experts on payment systems of G-10 countries)“이 1992년에 지급결제제도위원회
로 전환

○ 동 Task Foce에는 10개국 CPSS회원국뿐 아니라 경제발전단계와 지역성을 고
려하여 사우디아라비아, 중국 등 11개 비회원국 중앙은행 대표를 포함
― 1999.12월 초안을 발표한 후 전세계 중앙은행, 상업은행, 청산결제기구 등의 의
견을 수렴한 후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2001.1월 확정 발표
― 이후 IMF 및 World Bank가 각국의 금융부문 안정성 평가(FSAP : Financial
Sector Assessment Program)*시에 활용하면서 중요한 국제기준의 하나로 정착
* IMF 및 World Bank가 1999.5월 도입하였으며 회원국들이 금융부문과 관련된 국제기준과 규
범을 준수하는지 여부에 대해 평가한 후 국제기준 및 규범준수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

○ 동 평가에 사용되는 지급결제제도 관련 국제기준은 CPSS의 “중요지급결제시
스템의 핵심원칙”, CPSS-IOSCO의 “증권결제시스템에 관한 권고” 및 IMF의
“통화 및 금융정책의 투명성 규범”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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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완결성 보장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
□ 각국에서는 참가기관의 파산으로 인한 시스템리스크 방지를 위하
여 주요 지급결제시스템을 통한 지급결제의 완결성을 법으로 보장
― 금융기관 파산 등으로 지급결제과정이 파산관재인에 의해 무효
화될 경우 동 시스템내에서 타 금융기관의 결제가 연쇄적으로
불이행될 가능성이 내재
― 이에 따라 EU는 역내 지급결제시스템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결제
의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1998년 ｢결제완결성 지침｣

(Settlement Finality Directive)*을 제정하고 이를 회원국들이 법
제화하도록 의무화
* 지침의 주요내용은 <참고 3> 참조

○ 이에 따라 모든 EU국가는 지급결제의 완결성을 보장하기 위해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거나 파산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
― 여타 국가도 관련법률의 제‧개정을 통해 지급결제시스템의 결제
완결성을 보장
○ 캐나다는 1996년「청산결제법」(Payments Clearing & Settlement
Act)을 제정
○ 호주는 1998년 「지급결제시스템 및 차액결제법」(Payment
Systems and Netting Act)을 제정
○ 싱가포르는 2002년 「지급결제시스템법」(Payment and Settlement
Systems (Finality and Netting) Act)을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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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3>
EU의 결제완결성 보장을 위한 지침(EU Directive)｣ 주요 내용
□ 유럽연합 결제완결성지침(EU Settlement Finanlity Directive)의 목적은
지급결제시스템과 증권결제시스템에 존재하는 다양한 형태의 불확실성
을 제거함으로써 시스템리스크를 감축하는 것임
이 지침은 다음 사항을 규정함
- 차액결제는 잠재적으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파산법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함. 따라서 한 시스템 참가자가 영업시간중에 파산할지라도 청산인은 일반
적으로 영업종료시점에 발생하는 차액결제의 효력을 취소시킬 수 없음
- 이체지시는 지정된 시스템에 입력되는 순간부터 파산법의 규정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함. 이체지시가 일단 처리되기 시작한 경우에는 도중에 이
체지시 입력기관이 파산하더라도 이체의 처리가 완료될 수 있어야 함
- 지급결제시스템상의 채권․채무에 대해 파산규정을 소급 적용하는 것은
금지되어야 함. 이는 파산효력을 파산일의 0시나 다른 특정 시각까지
소급시키는 규정을 폐지하기 위한 것임
- 지급결제시스템의 운영규칙과 외국 참가자의 본국 파산법 간의 상충으
로 인한 분쟁을 해소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시스템을 규율하는 법률이
참가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파산절차의 효력을 결정함
- 담보증권은 파산절차의 효력으로부터 제외됨. 이는 담보증권이 파산인
의 시스템관련 채무상환에 사용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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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안전성과 효율성 목표의 상충 및 조화
□ 1990년대 후반부터 비은행금융기관 및 비금융기관의 지급결제서
비스 시장 진입, 새로운 전자지급수단의 확산, 중앙은행의 일중
결제유동성 지원 등과 관련하여 다양한 이슈들이 등장하면서 정
책목표간에 상충이 발생
― 겸업화, 국제화, 금융시장 통합 등 금융환경의 변화와 IT기술의
발달로 지급결제환경이 크게 변화하면서 특히 소액결제분야에서
다시 효율성이 중요한 이슈로 부각
― 또한 거액결제 분야에서도 안전성이 어느 정도 확보*됨에 따라
효율성 등 여타 정책목표를 추구하는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
* 예를 들어 2003년 ESCB의 주도로 유럽 19개국의 거액결제시스템을 BIS
핵심원칙에 따라 평가(Assessment of euro large-value payment systems
against the core principles, BIS 2004.5월)한 결과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
로 나타남

□ 최근의 지급결제제도 발전방향은 효율성을 적극 추구하면서 다양
한 리스크관리 제도를 개편하여 안전성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전
환되는 추세
― 지급결제제도 참가기관인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한 민간부분에서
는 경쟁이 심화되면서 효율성을 높여 고객의 편의를 향상시키려
는 노력을 지속
― 반면 중앙은행은 급변하는 지급결제환경하에서 지급결제제도의
안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성에 더욱 초점을 맞추어 다양한
리스크관리 장치를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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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액결제시스템 참가기관의 확대
□ 참가기관 확대와 관련하여 국제적인 합의는 없는 상태이며 해당
국의 법률구조 및 금융산업의 구조 등 고유한 상황에 따라 참가
기준 및 정책방향이 상이
― 그러나 각국에서 공통적으로 증권사, 보험사, 비거주은행, 비금
융기관, 전문지급서비스 제공기관 등에 대한 소액결제시스템의
참가허용과 관련한 논의가 확대
○ 많은 국가에서 비은행금융기관이 은행과 제휴하여 소액결제서
비스를 간접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캐나다는 생명보험회사,
증권회사 및 MMMF에 대해 소액청산결제시스템에 참가할 수
있도록 제한을 완화
(효율성 측면에서의 접근)
□ 효율성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참가기관 확대를 통해 지급결
제서비스 제공기관간 경쟁을 촉진시켜 최저비용으로 적시에 서비
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은행과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고 기능적으로도 유사한 상품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참가제한은 공정경쟁 원칙에도 저촉
○ BIS 핵심원칙 Ⅸ에서도 시스템은 공정하고 개방적인 참가를
허용하는 객관적이고 공개된 참가기준을 운용해야 하며 금융
기관간 경쟁이 일반적으로 지급결제서비스 부문의 효율성을
제고시킨다고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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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측면에서 비은행금융기관들이 소액결제서비스를 은행을
통해 간접적으로 제공하는데 따른 불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경우 소액결제시스템에 참가하여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
는지를 고려할 필요
□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시스템 참가기관이 확대될 경우에 여타
참가기관 및 이용자에게 거래상대방에 대한 모니터링, 리스크 통
제비용 등을 증대시켜 오히려 효율성을 악화시킬 가능성도 있음
(안전성 측면에서의 접근)
□ 안전성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으로 인해 참
가대상을 엄격히 제한할 필요
― 참가기관인 은행 등 예금수취기관은 금융감독당국의 엄격한 건
전성 및 유동성 규제를 받고 있는데 반해, 비예금수취기관 등
잠재적인 참가기관들은 취급업무의 특성상 결제리스크를 높일
가능성이 큼
― 참가기관의 영업활동을 규율하는 법체계가 차액결제이행의 보장
을 위한 장치인 결제이행용 증권담보 예치 및 손실공동분담제
등을 뒷받침하지 못함
― 비은행금융기관의 지급결제시스템 참가기관 확대는 결제유동성
을 지원하는 중앙은행에 신용리스크를 전이시킬 가능성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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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기관 확대에 따른 안전성 보완사례)
① 캐나다의 비예금수취기관에 대한 소액결제시스템 참가 허용
□ 캐나다는 생명보험회사, 증권회사 및 M M M F 가 지급결제협회(C P A )
의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산 및 결제네트워크에 직접
또는 간접 참가를 허용
― 허용 당시 보험사는 지급카드의 발급 및 지급카드시스템 참가가
법으로 허용되어 있으며 배당금, 수익금 및 연금 지급 등과 관
련하여 고객명의의 계좌를 보유
― 증권사는 고객으로부터 증권투자에 이용될 자금을 예탁받으며
고객명의의 증권거래계좌에 투자금액을 초과하거나 배당으로
발생한 잔고를 보유
― MMMF는 증권소지인의 요구에 따라 즉시 또는 일정기간 이내
에 해당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동 펀드 소지자는 일종의 지
급수단을 보유한 것으로 판단
□ 그러나 캐나다는 참가대상을 확대하면서도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참가방식을 다원화하고 참가방식별 자격요건을 구분
― ACSS의 직접청산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① CPA의 회원자격기
관 ② 전체 지급처리규모중 최소 0.5% 수준을 유지 ③ 캐나다

은행에 결제계좌를 보유 ④ ACSS 참가를 위한 기술 및 운영상
의 능력 등을 충족하도록 엄격히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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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관련하여 생명보험회사는 파산시 계약자 우선의 채무상환
권리라는 법적 문제로, MMMF는 환매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고려하여 간접 참가만 할 수 있도록 제한
② EU의 비예금수취기관에 대한 지급서비스 허용
□ EU는 소액지급서비스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하여 2007년 ｢지

급서비스지침｣(Payment Services Directive)을 제정하여 비예금수

취기관(지급기관, payment institution)에 대해 제한된 범위내에서
대고객 지급서비스 제공을 허용
― 지급기관은 지침에 명시된 지급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개별
소액결제시스템의 참가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스템에
참가도 가능
□ 그러나 EU는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지급기관에 대
해 다음과 같이 설립요건, 감독기준, 수취자금 관리기준 등 규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중요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참가를
제한
― 건당 5만유로 이하 전자방식 지급서비스만 제공 가능
― 고객으로부터 수취한 자금은 지급용도로만 사용이 제한되고 수
취자금을 재원으로 한 대출행위 금지
― 결제완결성 보장대상 지급결제시스템 및 중앙은행 운영 지급결
제시스템에 대해서는 지급기관의 참가를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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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새로운 소액지급수단 확산
□ IT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새로운 전자방식 지급수단이 생성되고
그 이용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음
― 전자자금이체, 전자화폐, 지급카드 등의 등장과 함께 인터넷 뱅
킹, 모바일 뱅킹, PayPal 등 인터넷에 기반한 소액지급 등과 같
은 새로운 지급메커니즘이 개발․보급
(효율성 측면에서의 접근)
□ 새로운 지급수단 및 지급메커니즘의 출현은 소비자의 선택범위를
확대시키고 지급수단 이용시 시간 및 장소 제약의 최소화로 효율
성을 증진
□ 그러나 지급카드 정산수수료에서와 같이 수수료가 경쟁제한적으
로 책정되는 등 시장에 비효율을 초래할 경우 오히려 사회후생을
감소시킬 수도 있음
(안전성 측면에서의 접근)
□ 신종 지급수단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을 통한 금융사
고 및 금융범죄가 증가
― 지급수단은 화폐적 가치를 이전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지급수단
에 대한 불신은 통화에 대한 신뢰성(confidence)을 약화시킬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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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개발된 지급메커니즘은 안전성이 충분
히 확보되지 못함으로써 각종 전자금융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음
(새로운 지급수단에 대한 안전성 확보사례)
① 법적 측면: 지급수단에 대한 안전성 강화
― 각국 정책당국은 법체계를 정비하여 각종 전자지급수단의 이용
에 따른 소비자보호 및 법률관계 등을 명확히 하고 있음
○ 미국은 「전자자금이체법」과 연준의 「Regulation E」에서
전자자금이체와 관련한 법률관계를, 그리고 「소비자신용보호

법」과 연준의 「Regulation Z」에서 신용카드 관련 소비자보

호 등을 강화
○ 유럽위원회 및 의회는 「전자화폐 지침(2000/46/EC)」 및

「지급서비스 지침(2007/64/EC)」 제정을 통해 새로운 지급
수단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고
「비현금지급수단의 사기 및 위조에 대한 결정(2001/413/JHA)*」
을 제정하여 지급수단과 관련된 범죄를 명시
* 자세한 내용은 <참고 4> 참조

○ 우리나라는 2006년「전자금융거래법」을 제정하였으며 일본은
「전자화폐법」 제정을 추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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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도적 측면 : 지급수단에 대한 감시 강화
― 각국은 지급카드의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감시 강화
를 위하여 감시준칙 등을 제정
○ 유럽은 소액결제에서 카드 사용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2008년
「카드결제시스템에 대한 감시준칙*」을 제정하여 지급카드결
제의 안전성을 확보
* 유로시스템은 카드결제시스템의 안전성, 카드결제에 대한 공적 신뢰,
유로지역에서의 공정한 경쟁기반 증진을 위하여 공통의 감시정책을 수
립하고 감시에 관한 최소한의 기준을 수립

○ 미국의 연준, 연방예금보험공사, 통화감독청 등 정책당국은 선
불카드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선불카드도 규제대상에 포함
― 한편 주요국의 중앙은행은 지급수단의 안전성에 관한 사항을 감
시의 범위에 명시적으로 포함
○ 프랑스 중앙은행은 「통화금융법전(CoMF; The Financial and
Monetary Code)」에서 지급수단에 대한 안전성 목표를 정립

하는 한편 「보안법(Everyday Security Act)」에서는 지급수단
의 보안성에 대한 중앙은행의 감시역할을 강화
○ 이탈리아 중앙은행은 「법률 39호(Law 29 of 1 March 2002)」
에서 전자화폐의 보안요건을 수립할 권한을 가짐

○ 호주 중앙은행은 「지급결제시스템 규제법(Payment Systems
Regulation Act 1998)」에서 가치저장 지급수단(purchased
payment facility)에 대해 직접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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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시스템적 측면 : 보안 및 인증 등 강화
― 전자지급수단 이용시 두개 이상의 인증수단을 통하여 사용자가 정
당한 본인임을 증명하는 이중요소인증(Two-Factor Authentication)
을 도입하는 등 보안요소를 강화
○ 싱가포르, 홍콩 등에서는 OTP(One Time Password)와 공인인
증서를 동시에 사용하는 방식을 도입하였으며 미국은 OTP와
생체인식 또는 위치기반인증을 동시에 사용하는 방식을 도입
○ 유럽은 카드의 분실, 도난 및 위조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하
여 보안성이 높은 EMV* 도입
* Europay, MasterCard, VISA가 주도하여 제정한 표준으로 IC카드 POS
단말기 및 ATM에서의 지급카드 거래에 있어 기존 마그네틱 방식에
비해 위변조 등 각종 사기에 대한 보안수준이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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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
「EU의 비현금지급수단의 사기 및 위조에 대한 결정」 주요 내용
□ EU 비현금지급수단의 사기 및 위조에 대한 결정(Framework Decision on
combating fraud and counterfeiting of non-cash means of payment)의 제정
목적은 비현금지급수단과 관련한 범죄행위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처
벌을 강화하기 위한 것임
□ 여기에서 지급수단은 법정통화 이외의 물질적 수단으로 단독 또는 다른 수단
과 결합하여 보유자 또는 이용자가 화폐적 가치를 이전할 수 있는 수단으로
정의
― 예를 들어 신용카드, 유로체크카드, 금융기관이 발행한 기타 카드, 여행자수
표, 유로수표, 도안, 코딩 또는 서명 등의 위변조 또는 사기적 이용에 대해
보호받는 기타 수표 및 어음 등을 들고 있음
□ 범죄행위 유형으로 다음을 규정함
― 지급수단과 관련된 범죄

○ 지급수단의 절도 또는 기타 불법적인 이용

○ 지급수단을 사기적으로 사용할 목적의 위조 또는 변조

○ 도난, 불법이용 또는 위변조된 지급수단을 사기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수취,
획득, 전달, 다른 사람에게 판매․이전 또는 보유
○ 도난당하거나 불법적으로 사용되거나 위변조된 지급수단의 사기적 이용

― 컴퓨터와 관련된 범죄

○ 제3자 또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부당한 경제적 이득을 줄 의도로 자금
또는 화폐적가치의 이전을 수행하거나 유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당한 재산
상의 손실을 입힌 경우

― 특정 장치와 관련된 범죄

○ 지급수단과 관련된 범죄에 이용되는 수단, 물품, 컴퓨터프로그램 및 기타 수
단의 사기적인 조작, 수취, 획득, 판매 또는 이전 또는 소유

○ 컴퓨터 관련 범죄를 저지를 목적의 컴퓨터 프로그램의 사기적인 조작, 수취,
획득, 판매 또는 이전 또는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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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은행금융기관에 대한 결제유동성 공급*
* 중앙은행의 유동성 공급은 원활한 결제를 위한 결제유동성(일중유동성)과
최종대부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긴급유동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여기
서는 결제유동성 공급만 고려

□ 주요국의 중앙은행이 금융기관에 대해 당좌개설은 별 절차없이
허용하는 반면 결제유동성은 은행에 대해서는 모두 허용하고 있
으나 비은행기관에 대해서는 국가마다 상이
― 상당수 국가의 중앙은행*이 증권사에 DVP 결제를 처리할 수 있
도록 당좌계좌 개설 및 일중유동성을 허용하고 있으며 일부 중
앙은행**은 보험사 또는 비은행 ATM운영자 등에 대해서도 허용
* 호주, 스위스, 일본,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등이 해당
** 영국, 캐나다 등이 해당

(효율성 측면에서의 접근)
□ 지급결제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지급결제시스템 직접참
가자에 대해 중앙은행의 일중유동성이 지원될 필요
― EU의 중앙은행들이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서베이에서 대
부분의 대형 금융기관들은 결제계좌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
는 중앙은행 신용에 대한 접근이 필수적이라는 데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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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 측면에서의 접근)
□ 자본규제 및 건전성 규제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약하고 지준규제
등이 없어 리스크관리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기관에 대해서는 중
앙은행의 신용제공을 제한할 필요
― 중앙은행의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공공자금을 리스크에 노출시켜
서는 안됨
― 또한 중앙은행으로부터 신용공급을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결
제자금관리를 소홀히 하는 등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가능성도
있음
(결제유동성 공급에 대한 안전성 보완 사례)
□ 당좌계좌 개설을 허용한 비은행금융기관에 대해 일중유동성을 지
원하고 있는 중앙은행들은 안전성 확보를 위해 엄격한 내부기준
을 설정하고 이를 충족하는 경우에만 제공
― 유로시스템에서 중앙은행들은 거주 증권사에 대해 거주은행에
의해 보증되는 경우에만 일중유동성을 제공
― 영란은행은 “중요지급결제시스템”에 참가하는 비은행금융기관이
중요지급시스템에서 차지하는 지급규모가 상당하여 중대한 직접
참가자로서 금융시스템에 대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경우에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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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중앙은행의 일중유동성 지원 현황1)

비은행

은행2)

호주
캐나다
스위스
영국
한국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홍콩
싱가포르
주: 1) ○ : 허용,

증권사

기타

당좌예금
개설
○

일중유동성
지원
○

당좌예금
개설
△

일중유동성
지원
○

당좌예금
개설
△

일중유동성
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원칙적으로 허용되나 개설 실적은 없음, × : 금지, - : 적용불가

주: 2) 미국의 경우 depository institutions, EU의 경우 credit institutions
자료 : The role of central bank money in payment systems, BIS 2003.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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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지급결제제도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과제
1. 확고한 법적 근거 마련
□ 중앙은행은 지급결제제도를 규율하는 현행 법체계가 안정성을 확
보하는데 있어 미흡한 부분이 없는지 또는 지급결제제도의 안정
을 저해하는 부분이 없는지 수시로 검토하여 미비한 부분을 보완
하는 등 확고한 법체계를 구축할 필요
□ 이와 관련하여 중앙은행의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운영, 관리 및 감시
책무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한국은행법의 보완이 필요
□ 또한 현행 소액결제시스템에 적용되는 다자간 차액결제방식의 법
적 근거도 명확히 할 필요

2. 감시 확대
□ 새로운 지급서비스 및 제공기관 등이 생겨나면서 새로운 형태의
결제리스크가 생겨나거나 기존에 중요하지 않았던 리스크가 중요
해지는 등 지급결제환경이 크게 변화
□ 따라서 중앙은행은 이러한 변화가 결제리스크로 현재화되지 않도
록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감시범위를 확대하고 감시체계를 더욱
고도화할 필요
□ 중장기적으로는 감시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강
구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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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란은행의 리스크기반 감시체계 사례와 같이 리스크를 계량화
하여 리스크가 큰 부분에 감시자원과 관심을 집중하는 방안
― 일관성 있는 리스크관리를 위해 리스크관리정책 또는 감시준칙
등을 체계적으로 문서화하고 정기적으로 공포하는 방안

3. 참가기관 확대에 따른 관리 강화
□ 금융의 자유화․겸업화 등에 따라 증권사, 보험사 등 비은행금융
기관들의 지급결제시스템 참가허용 요구 증대
□ 또한 금융과 IT기술의 접목이 확대되면서 기술력을 갖춘 비금융
기관들도 지급결제서비스 시장 진출이 증가
□ 이에 따라 일관성있는 정책 대응을 위해 비은행금융기관에 대한
참가허용 요건, 지급결제시스템 참가기준 등을 사전에 명확히 설
정하여 운영할 필요
― 이는 BIS 핵심원칙이 권고하고 있는 참가기준의 공정성, 개방성,
객관성, 공개성을 충족하기 위해서도 필요
□ 그리고 비금융기관들의 지급결제서비스 시장 진출이 지급결제제
도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파악과 대응책 마련 등을 위해 비금
융기관 등이 발행하는 지급수단 및 결제대행서비스 등에 대한 모
니터링을 강화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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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급결제시스템의 국가간 연계 등에 대비
□ 미주지역의 ACH, EU의 TARGET2 및 SEPA 구축과 함께 아시아
지역에서도 ASEANPay 및 CD/ATM망 연계 추진 등으로 지급결
제시스템의 국가간 통합 또는 연계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
― 이에 대응하여 결제완결성 보장, 결제리스크 관리, 국가간 네트
워크 연결, 담보증권 관리 등의 부문에서 지급결제제도의 안정
성을 더욱 강화할 필요
□ 또한 일부 지급결제시스템에서 국제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부분
에 대한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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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주요국의 중앙은행법상 지급결제 관련 조문

관련법

EU

독일

조문내용

유럽연합조약(Treaty establishing
the European Community)과
유럽중앙은행제도 및
유럽중앙은행의 정관(Statute of the
European System of Central
Banks and European Central
Bank)

지급결제제도의 원활한 운영 도모
... to promote the smooth operation
of payment systems.

대내외 지급결제업무 수행 및 지급결
제제도의 안정성 도모

독일연방은행법
(Bundesbank Act)

... shall contribute to the stability of
payment and clearing systems.
금융기관간 자금결제의 원활화를 도모
하여 신용질서 유지에 기여

일본

일본은행법(1998년 개정)

... to ensure smooth settlement of
funds among banks and other
financial institutions...
지급결제제도의 안정성 유지를 영란은
행의 책임으로 규정

영국

재무부, 영란은행, 금융감독청간에 체 ... will be responsible for the overall
stability of the financial system as a
결된 양해각서(1997)
whole
which
will
involve...(ii)
financial infrastructure, in particular
payment systems...

은행법(Banking Law, 1993),
이탈리아 통합금융중개법(Consolidated Law
on Financial Intermediation, 1998)

지급결제제도의 정상적인 운영 도모
...
shall
promote
the
regular
operation of payment systems...
안전하고 효율적인 지급결제제도 도모

스웨덴

스웨덴릭스은행법
(Sveriges Riksbank Act)

... shall also promote a safe and
efficient payment mechan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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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조문내용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립은행은 지급결제제도 및 증권결제시
스템을 감시

스위스

국립은행법
(National Bank Act)

스페인

스페인은행자치법
(Law of Autonomy of the Banco
de España)

프랑스

핀란드

... shall oversee systems for the
clearing and settlement of payments
and of transactions with financial
instruments,
in
particular
securities(payment systems; securities
settlement systems).
지급결제제도의 원활한 운영 도모
... the promote the smooth functioning
of the payment system.
지급결제제도의 원활한 운영 및 안전성
보장

프랑스은행법
(Bank of France Act)

... shall ensure the smooth operation
and the security of payment systems...

핀란드은행법
(Act on the Bank of Finland)

지급결제제도 및 전반적인 금융시스템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유지하는 업무에 참
여
... shall also participate in maintaining
the reliability and efficiency of the
payment system...
청산결제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보장하고
동 시스템의 효율성 및 건전성 확보

벨기에

벨기에국립은행조직법
(National Bank of Belgium
Organic Law)

...shall supervise the smooth operation
of the clearing and payment systems
and shall satisfy itself that they are
efficient and sound...
네덜란드은행은 지급결제제도의 원활한
운영 도모

네덜란드

네덜란드은행법
(Netherlands Bank Act)

...shall have the task of promoting the
smooth operation of the payment
system...shall ensure that the clearing
and settlement systems which are
used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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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결제제도 관련 법규집

2006. 9
2006.10

노르웨이의 「지급결제시스템법」

2006.11

미국의 선불카드 규제현황 및 시사점

캐나다의 「지급 청산 및 결제법」

2006.12

홍콩의 「청산결제시스템법」

2007. 1

주요국의 지급결제시스템 감시 등에 관한 법률

2007. 6

비은행금융기관의 지급결제서비스 제공 확대와 정책과제
(지급결제제도컨퍼런스 보고서)

2007. 9

지급카드 수수료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주요국의 정책적 대응

2007. 9

지급결제제도 관련 법규집

2008. 1

ECB의 카드결제시스템 감시기준

2008. 2

중앙은행과 지급결제 : 상호관계에 대한 역사적 고찰

2008. 2

지급결제부문에서의 경쟁정책 운용 현황

2008. 4

국내 비금융기관의 지급결제업무 취급 현황

2008. 5

유럽의 지급결제제도 대변혁과 향후 전망

2008. 6

지급결제제도의 안정성 - 의미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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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한국은행 홈페이지(http://www.bok.or.kr내 ‘금융경
제>지급결제제도>조사연구자료’)에도 게재되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