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결제조사자료
2008-4

유럽의 지급결제제도 대변혁과
향후 전망

2008. 5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유럽의 지급결제제도 대변혁과
향후 전망

2008. 5

이 자료는 유럽지역 지급결제제도의 대변혁과 향후 전망에

대한 내용을 금융결제국 직원(작성 : 최진만․오석은․권용훈
과장 및 김선임 조사역)이 각각 작성한 것으로 그 내용은 집필
자들의 개인의견이며 한국은행의 공식견해와는 무관합니다.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차

◆ 개

례

황  1

◆ SEPA(단일유로지급결제지역)  3
◆ TARGET2  37
◆ TARGET2-Securities(역내 단일증권결제시스템)  87

◆ CCBM2(新 중앙은행 국외담보수용시스템)  109

<참고> 주요국 중앙은행의 국외담보수용제도 운용 현황  121

개

황

□ EU는 2002년 유로화 사용 이후 역내 국경간 투자증대와 금융
시장 통합을 촉진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여 왔으며, 이의
일환으로 최근에는 지급결제제도 전반에 대한 광범위한 개혁을
추진중
― 역내 국가간 소액지급결제의 효율성 및 편의성 증진을 도모
하기 위해 국가간 자금이체 및 카드사용 등 지급거래와 관련한
처리절차 및 제도 등을 표준화하는 SEPA(Single Euro Payments
Area) 프로젝트를 추진중
― 거액결제시스템 부문에서는 각국의 거액결제시스템을 단순
연계한

기존의

TARGET

대신

단일

공유플랫폼(Single

Shared Platform)을 사용하는 통합시스템인 TARGET2를 구축
하여 2007년 11월부터 운영
― 역내 국가별로 상이한 증권결제 관행 및 제도를 통일시키고
역내 단일증권결제시스템인 TARGET2-Securities(T2S) 시스
템의 도입을 추진
― 역내 중앙은행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국외담보 수용방식인
‘중앙은행간 거래대행방식’(CCBM)에 T2S를 이용하는 CCBM2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중

SEPA(단일유로지급결제지역)

작성 : 금융결제국 결제정책팀 권용훈 과장
문의 : (02) 750-6618
E-mail : yh.kwon@bo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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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SEPA의 추진 배경 및 경과
□ 유로지역에서는 2002년 유로화 도입을 전후하여 비효율적인 국가간
비현금 지급거래 방식도 개선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
― 국가간 송금시 처리절차가 국내 송금에 비해 복잡하고 수수료도
상대적으로 높은 데다
카드사용(신용카드 및 직불카드)에 있어서도 국가별로 사용가능 금액
및 수수료가 다르고 일부 국가에서는 사용이 제한
□ 이에 따라 유럽지역 은행들이 중심이 되어 SEPA(Single Euro
Payments Area)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EU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C) 및 ECB가 이를 지원
― EBF(European Banking Federation) 워크숍(2002. 3)에 참가했던 유럽
지역 은행 및 금융기관 협회들은 2002년 5월 SEPA 구상안을 담은
백서*를 발표
* “Euroland: Our Single Payment Area!” White Paper, 2002. 5

― 2002년 6월에는 SEPA 프로젝트 추진을 전담하는 조직으로 유럽
지역

은행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EPC(European

Payment

Council)*를 설립
* 65개의 유럽지역 은행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3개의 유로지역 금융기관협회
및 유로은행협회(EBA) 포함

― 2004년 EPC는 SEPA 추진을 위한 향후일정 등을 포함하고 있는
“2004-2010 SEPA Roadmap”을 발표하고 이에 따라 SEPA 시스템
및 지급수단에 대한 설계작업 등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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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집행위는 2001년 12월 역내 은행들의 국가간 송금 수수료를 국
내 수준으로 인하를 의무화한 Regulation No. 2560/2001*을 제정
* Regulation No. 2560/2001, Regulation on cross-border payments in
euro

o 2002. 7월부터 12,500유로 이하의 전자방식 지급거래(카드결제 및
CD/ATM 현금인출), 2003. 7월부터 12,500유로 이하의 송금에 적용

되며, 2006 .1월부터는 대상금액을 50,000유로까지 확대
o 2005년에는 SEPA로의 이행을 위한 지급거래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담고

있는

「지급서비스지침(Payment

Services

Directive; PSD)」을 제정
- 각국은 늦어도 2009. 11. 1일까지 지급서비스지침을 자국의 법에
반영*할 의무가 있음
* 규정(regulation)은 국내법에의 반영 없이 회원국에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반면, 지침(directive)은 각국이 정한 방법으로 국내법에 반영하여야 함

― ECB는 SEPA 프로젝트의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진행 및 개발상
황에 대한 전반적인 모니터링을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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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PA 프로젝트를 전담하고 있는 EPC는 SEPA 프로젝트를 설계단계,
실행단계, 이행단계의 3단계로 구분하여 추진중
― 설계단계(Design phase, 2004. 1월~2006. 6월)
o 새로운 입금이체‧출금이체 제도(scheme)와 카드 및 청산‧결제
하부구조의 기본구조(framework)에 대한 설계를 완료
― 실행단계(Implementation phase, 2006. 7월~2007. 12월)
o SEPA 지급수단, 표준 및 하부구조의 실행을 준비하고 각 참가
국은 자국내 SEPA의 실행 및 이행을 위한 조직을 구성
― 이행단계(Migration phase, 2008. 1월~2010. 12월)
o SEPA 시스템과 기존의 국내 지급시스템을 병행
- SEPA 입금이체 : 2008. 1. 28일 서비스 개시
- SEPA 출금이체 : 2009. 11. 1일 서비스 개시 예정
- SEPA 카드 : 2008. 1. 1일부터 EMV칩 장착 카드 발급
o 2010년말까지 EU 역내 자금이체 및 카드지급 거래를 SEPA
시스템으로 이행하고 2011년부터 국가별로 독자적 시스템의
사용 중단을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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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SEPA의 주요 내용
1. 기본 개념
□ SEPA(Single Euro Payments Area)는 개인, 기업 및 기타 경제주체가
모든 역내 국가에서 국내 거래와 동일한 조건, 권리, 의무를 갖고
유로화 지급행위를 할 수 있는 지역을 의미
― SEPA는 유럽지역에 새로운 물리적 지급결제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역내 국가들의 소액지급관련 처리절차 및 제도 등의
표준화에 중점
□ 대상 지급수단은 현재 널리 사용되고 향후 이용이 더욱 증가할 것
으로 예상되는 입금이체, 출금이체 및 카드(신용카드 및 직불카드)로
한정
EU-27개국의 지급수단별 거래 규모
(단위 : 십억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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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국가는 EU 27개국과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및
스위스를 포함
― 유로를 통화로 사용하고 있는 유로지역(Euro-area)*에 대해서 우선
적으로 실시
* 오스트리아, 벨기에,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
부르크, 네덜란드, 포르투갈 , 슬로베니아, 스페인 등 13개국과 2008년 1월
부터 추가된 사이프러스, 몰타를 포함

― 유로지역에 속하지 않은 유럽 국가는 유로화 지급거래와 관련하여
SEPA에 참가하며, 자국통화 지급거래에도 SEPA의 표준과 관행을
채택 가능

□ EPC는 SEPA 지급수단 도입을 3가지 원칙하에서 추진
― SEPA 입금이체 및 출금이체 : 대체(replacement)
o 새로운 입금이체 및 출금이체 표준과 절차를 마련
― SEPA 카드 : 수정적용(adaptation)
o 기존의 시스템 및 운영방식을 일부 수정하여 새로운 표준 및
절차에 적용
― 지급수단과 관련한 제도(scheme) 및 하부구조(infrastructure)를
분리
o 제도(scheme)는 지급서비스 제공기관간 합의된 규정, 관행 및
표준들의 집합, 하부구조(infrastructure)는 지급서비스 제공의
기초가 되는 물리적인 결제시스템 및 관련 프로그램을 의미
- 11 -

o 그동안에는 하부구조 제공기관이 자국내 지급거래 규정 및 표준
등을 개발함에 따라 국가별로 다른 시스템이 운영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나
이들의 분리를 통해 은행 및 하부구조 제공기관들간 선택의
폭을 넓히고 경쟁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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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EPA 지급수단
가. SEPA 입금 및 출금이체

SEPA 입금이체
(개요)
□ SEPA 입금이체(SEPA Credit Transfers; SCT)는 SEPA 전지역에서 이루
어지는 고객 은행계좌간 유로화 입금이체 지급수단(표준 및 절차)
― 입금이체는 지급인의 지시에 의해 수취인 계좌로의 입금이 이루어
지는 지급거래를 의미
SEPA 입금이체의 주요 참가자 및 역할

* 지급인 거래은행 및 수취인 거래은행은 동일할 수 있으며, 동 거래
은행이 청산 및 결제기구에의 직접 참가자가 아닐 경우 중개은행
(Intermediary Banks)이 중개 서비스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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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특징)
□ 개인이나 기업은 SEPA 지역 내에 있는 모든 수취인 계좌로 유로
화에 대한 SEPA 입금이체를 실행할 수 있으며, 건별지급(single
payments)과 대량지급(bulk payments)*이 모두 가능
* 지급인 계좌에서 한 번의 출금으로 여러 개의 수취인 계좌로 이체

□ 이체금액에 대한 차감 없이 전액이 수취인 계좌로 입금되며 지급
인과 수취인은 각각의 수수료*를 부담
* 지급인은 지급인 거래은행, 수취인은 수취인 거래은행에 대한 각각의 수수
료를 부담하며 수수료 기준 및 금액은 개별 참가은행과 고객들간의 약정에
의해 자율적으로 결정

□ 이체금액의 제한은 없으나 지급인 거래은행이 리스크관리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고객에 대한 이체금액 한도를 설정 가능
□ 입금이체의 최대 결제기간은 이체 승인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로
하되 은행들은 자발적으로 동 결제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
* 2012년까지 1영업일 이내의 이체를 목표

― 동일날짜에 최종 결제까지 완료되는 우선입금이체(priority credit
transfer) 서비스도 개발중
□ 지급거절, 지급반환 등 예외적 거래 처리절차에 대해 포괄적으로
규정
― 지급거절(Reject)은 은행간 결제가 이루어지기 전 지급거래에 대한
승인 거절시 발생하며 거절메시지는 거절사유*와 함께 당일 전송
* 거래코드 오류, 은행‧계좌식별코드 오류, 마감시간 후 전송, 규정상 이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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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반환(Return)은 은행간 결제가 이루어진 후 지급거래에 대한
승인 거절로 발생하며 반환메시지는 반환사유*와 함께 결제일로
부터 3일 이내에 전송
* 계좌식별코드 오류, 계좌 폐쇄, 이체불가능 계좌형태, 수취인 사망, 수취
인의 요청, 규정상 이유 등

□ 계좌식별 수단으로 국제표준코드인 IBAN과 BIC 이용
― IBAN(international bank account number) :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금융기관 고객계좌에 대한 식별코드로서 기존의 BBAN(basic
bank account number)의 확장된 코드
― BIC(bank identifier code) : SWIFT에 의해 부여된 8~11자리의
ISO 코드로서 금융거래에 있어서의 금융기관 식별 코드

(진행상황)
□ 2008년 1월 28일부터 서비스를 개시
― 대형은행들은 SEPA 입금이체의 송금과 수취업무를 모두 수행
― 소형은행들의 경우 수취업무만 우선 시행하고 2008년중 송금업무
까지 수행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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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A 출금이체
(개요)
□ SEPA 출금이체(SEPA Direct Debit: SDD)는 SEPA 전지역에서 이루어
지는 고객 은행계좌간 유로화 출금이체 지급수단(표준 및 절차)
― 출금이체는 지급인(Debtor)과 수취인(Creditor)간의 사전약정에
의해 수취인에 의한 지급지시가 이루어지며 공공요금 납부 등의
반복적인 지급거래에 주로 이용
― 수취인이 지급인으로부터 출금이체를 개시하는 집금(Collections)
권한을 위임받아 지급인 거래은행에 있는 지급인의 계좌로부터
자금을 수취
SEPA 출금이체의 주요 참가자 및 역할

1. 지급인은 수취인에게 서명이 되어있는 위임장을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
으로 송부
2. 수취인은 지급인에게 출금이체 사실을 사전통보(Pre-notification)
3. 위임관련 정보는 출금이체에 대한 집금지시와 함께 수취인은행으로 전송
4. 수취인 거래은행은 지정된 청산 및 결제기구를 통해 지급인 거래은행으로
집금 및 위임관련 정보를 전송하고 해당 청산 및 결제기구는 결제에 필요한
준비절차를 수행
5. 지급인 거래은행은 계좌상태를 확인 후 지급인의 계좌에서 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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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특징)
□ 개인이나 기업 등의 SEPA 지역 내 모든 계좌에 대해 유로화로의
SEPA 출금이체가 가능하며 일회성(one-off) 또는 반복적인(recurrent)
출금이 모두 가능
□ 이체금액에 대한 차감없이 전액이 수취인 계좌로 입금되며 지급인과
수취인은 각각의 거래은행에 대한 수수료를 부담
□ 출금이체의 최대 결제기간은 일회성 출금이체 및 최초의 반복적
출금이체는 5영업일, 이후의 반복적인 출금이체의 경우는 2영업일
이내로 보장
□ 지급거절, 지급반환, 지급환불 등 예외적 거래 처리절차에 대해
포괄적으로 규정
― 지급거절(Reject)은 은행간 결제가 이루어지기 전 특정 사유*로
인해 집금지시가 정상적으로 승인되지 못한 경우 발생
* 거래코드 오류, BIC 또는 IBAN코드 오류, 계좌 폐쇄, 자금부족, 중복된
집금지시 등

― 지급반환(Return)은 은행간 결제가 이루어진 후 특정 사유*로 인해
집금지시가 정상적으로 승인되지 못한 경우 발생
* IBAN코드 오류, 계좌 폐쇄, 자금부족, 중복된 집금지시 등

― 지급환불(Refund)은 지급인과 지급인 거래은행과의 약정에 의거
하여 지급인이 출금이체에 대한 변상을 요구*하는 경우 발생
* 승인되지 않은 거래, 승인된 거래에 대한 이의제기 등의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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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거부(Refusal), 반대거래(Reversal), 지급철회(Revocation) 등
기타의 예외적 거래*는 각 당사자간 약정에 의해 처리
* 지급거부는 지급인의 거래은행에 대한 집금 거부 요청, 반대거래는 수취
인의 청산‧결제 후 잘못된 거래에 대한 배상 요청, 지급철회는 수취인의
거래은행 승인 이전의 집금지시 철회 요청에 의해 발생

□ 계좌식별 수단은 SEPA 입금이체와 동일하게 국제표준코드인 IBAN과
BIC 이용

<참고 1>

SEPA 입‧출금이체의 은행간 정보송신 목록

SEPA 입금이체
SEPA 출금이체
SEPA시스템 식별코드
지급인 계좌 IBAN코드
지급인 성명
거래유형
지급인 주소
수취인의 집금 참조번호
입금이체 금액
수취인 성명
송금정보
수취인 식별코드
지급인 거래은행 BIC코드
수취인 계좌 IBAN코드
지급인 식별코드
수취인 거래은행 BIC코드
수취인 계좌 IBAN코드
지급인 성명
수취인 성명
지급인 계좌 IBAN코드
수취인 주소
지급인 거래은행 BIC코드
수취인 거래은행 BIC코드
위임장 고유참조번호
수취인 식별코드
위임장 서명일
1)
SEPA 입금이체시스템 식별코드
출금금액
지급인 입금이체거래 참조번호
출금이체 지급기일(Due Date)2)
입금이체 결제일
출금이체 결제일(Settlement Date)2)
지급인 거래은행 입금이체 참조번호 수취인 거래은행의 수금 참조번호
주 : 1) SEPA 입금이체 지시를 동일 논리모델을 공유하는 다른 시스템과 구별하기
위한 코드
2) 지급기일과 결제일은 일반적으로 동일하지만 집금 지연 또는 영업일 차이 등
으로 인해 다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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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SEPA 출금이체 Time-Cycle
‧ 수취인은 늦어도 D(결제일)-14일까지 지급인 앞 사전통보(pre-notification)
‧ 수취인은 사전통보가 완료되면 D-14일까지 거래은행에 집금지시를 송부 가능
‧ 일회성 출금이체 및 최초의 반복적 출금이체의 경우 수취인 거래은행은
청산‧결제기구를 통해 늦어도 D-5일까지 지급인 거래은행으로 집금지시를 전송
‧ 이후의 반복적 출금이체의 경우 수취인 거래은행은 청산‧결제기구를 통해
늦어도 D-2일까지 지급인 거래은행으로 집금지시를 전송
‧ 지급반환(Return)의 최대 결제일은 출금이체 결제일로부터 5일 이내
‧ 지급환불(Refund) 요청기한은 결제일로부터 6주 이내이며 환불에 대한 결
제는 이로부터 2일 이내

(진행상황)
□ SEPA 출금이체 서비스는 2009. 11. 1일부터 개시할 예정
― 당초 입금이체와 함께 2008년 1월부터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
었으나 상대적으로 처리절차가 복잡하고 국가간 관련 규정 등의
차이가 커서 지급서비스지침(PSD)의 유럽 각국의 국내법 반영
이후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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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A 입금 및 출금이체의 청산‧결제 하부구조
□ 현재 유로지역 내에서 제공되고 있는 청산‧결제 하부구조를 수용
하되 모든 청산 및 결제기구(Clearing and Settlement Mechanism;
CSM)는 SEPA와 관련한 규정 및 표준* 등을 준수(SEPA scheme
compliant)해야 함
* SEPA 청산 및 결제 기본구조(Framework for the evolution of the
clearing and settlement of payments in SEPA (PE-ACH/CSM
Framework), EPC, 2007. 1

― PE-ACH(Pan-European Automated Clearing House) : 어느 한
나라에 종속되지 않은 중립적 ACH로서, SEPA 전지역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SEPA 시스템의 모든 은행들이 접근 가능
o 현재 유로존에서 서비스중인 EBA Clearing의 STEP2가 이에
해당
PE-ACH의 이체지시 흐름

― ACH(Automated Clearing House) : 특정 시장 내에서만 SEPA
거래를 처리할 수 있는 지역 ACH

- 20 -

― 다자간(multilateral) 시스템 : 특정 시장 내에서만 SEPA 거래를
처리할 수 있고 ACH 기구를 사용하지 않는 다자간 청산결제의
형태
― 양자간(bilateral) 시스템 : 코레스뱅크 등과 같은 양자간 청산결제의
형태
― 은행그룹내(Intra-Bank/Intra-Group) 협정 : 은행내 또는 그룹내
에서의 청산 및 결제와 관련한 협정으로 , 수취인과 지급인이
동일한 은행 또는 그룹내에 계좌를 가지고 있는 경우 적용
□ 이러한 청산 및 결제기구들을 통한 소액지급거래에 대한 최종적인
정산금액 결제는 주로 TARGET2 시스템 내의 각국 중앙은행 계좌를
통해 이루어짐
□ EPC는 PE-ACH를 SEPA 목표 달성을 위한 가장 이상적인 방안으로
판단하고 PE-ACH가 갖추어야할 조건을 다음과 같이 제시
― 지배구조, 규정등과 관련하여 한 나라에 속하지 않고 중립적
― 모든 SEPA 은행들에게 투명하고 공개된 접속기준(access criteria)을
보장
― 모든 SEPA 은행들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SEPA 전 지역에의
접근성(SEPA-wide reachability) 제공
― SEPA 입금이체 및 출금이체의 청산결제에 대한 서비스 제공
― 서비스 내용에 대해 명시해야 하며, 진입장벽이 없을 것
― 개방된 지배구조(governance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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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하고 투명한 가격책정, 국내 및 SEPA 거래에 대한 동일요금
부과
― 위험관리, 청산, 결제, 보안 등에 대한 모범적인 영업규정
□ 한편 SEPA가 도입되면 소액지급결제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기존 ACH들의 통합 등을 통해 3~5개 정도의 PE-ACH가 설립될
것으로 예상
― 이미 운영중인 STEP2 외에도 현재 EU 지역내 주요 ACH 시스템
중 영국의 VOCA, 네덜란드의 Interpay 및 프랑스의 STET 등이
PE-ACH로의 전환을 추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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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SEPA 카드
(개요)
□ SEPA 카드는 SEPA 전지역에서 지급거래, 현금인출 등 서비스의
이용이 가능한 카드(표준 및 절차)
― SEPA 카드는 직불카드(debit card)와 신용카드(credit card)로 구분
되며, EPC는 국가별로 별도의 시스템 *을 운영하고 있는 직불
카드의 표준화에 중점
* 영국의 Link, 덴마크의 Dankort, 네덜란드의 PIN, 독일의 electronic
cash, 프랑스의 Cartes Bancaires, 포르투갈의 Multibanco, 이탈리아의
PagoBancomat 등 각국 고유의 직불카드 시스템이 존재

□ EPC는 2006년 카드발행기관, 매입기관, 카드시스템 운영기관, 처리
기관 등이 준수해야 할 기본원칙을 포함하고 있는 “SEPA 카드지급
기본구조(SEPA card framework; SCF)”를 발표
― 2008년말까지 이를 보다 구체화시킨 카드표준(SEPA card standards)을
마련할 예정

(주요 특징)
□ 각국은 SEPA 카드지급 기본구조에 부합하는(SCF-compliant) 카드시
스템을 3가지 방안 중에서 채택 가능
― 1안 : 현재의 국내시스템을 폐쇄하고 국제시스템(Visa, MasterCard
등)으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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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안 : 국내시스템을 수정하여 다른 카드시스템과 제휴하거나, 유럽
지역 전체로 업무영역을 확대
― 3안 : 국내 카드시스템을 존속시키되 국제 카드시스템과의 공동
브랜드(co-brand)를 사용
□ SEPA 카드 및 단말기에는 카드 보안수준의 향상을 위해서 EMV칩*
사용을 의무화
* EMV(Europay-MasterCard-VISA)는 IC 카드, POS 단말기 및 ATM에서의
상호호환을 위한 카드지급거래의 표준으로, 기존 마그네틱 방식에 비해 위
변조 등 각종 카드 사기에 대한 보안수준이 향상

― 2007년말 현재 EU 지역 카드시장의 EMV로의 전환작업은 카드의
경우 56%, POS(point-of-sale) 단말기는 59%, ATM이 72%가 완료
되었으며, 2008년 1월 이후 발급되는 카드에 대해서는 EMV칩
장착이 의무화

(진행상황)
□ EPC가 제안한 3가지 카드시스템 이행방안의 채택과 관련한 논쟁이
지속되고 있어 SEPA 카드로의 조속한 이행 여부가 불투명
― 1안(국제시스템으로의 대체)이 선택될 경우 점차적으로 유럽지역내
카드지급 서비스 제공기관이 두 개의 국제시스템(Visa, MasterCard)만
남게 될 가능성
o 상대적으로 높은 Visa와 MasterCard의 정산수수료(interchange
fee) 부담으로 상점들의 취급 비용이 늘어나 카드사용의 효율
성이 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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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안(기존 시스템의 수정)의 경우 시스템간 제휴 또는 타 국가로의
업무영역 확대에 따른 절차가 복잡하고 관련 비용도 높을 것으로
우려
o 2007년 11월에는 유럽지역의 6개의 카드회사들*이 EAPS (Euro
Alliance of Payment Schemes)를 설립하고 시스템 연계를 통한
카드지급 서비스 제공에 합의
* 이태리의 COGEBAN, 독일의 electronic cash, 브뤼셀의 EUFISERV,
스페인의 EURO 6000, 영국의 LINK, 포르투갈의 Multibanco 등이 참여
하였으며 네덜란드, 아일랜드 및 슬로베니아의 카드회사도 참여할 예정

― 3안(국제시스템과의 공동브랜드)의 경우 기존 체제를 지속시킴으로써
SEPA에서 추구하는 경쟁촉진을 통한 규모의 경제를 달성이
어려워질 가능성
□ 이밖에 구체적인 카드표준 미비, 정산수수료 관련 각종 분쟁* 등도
불확실성으로 작용
* 2007년 12월 EU집행위는 MasterCard의 정산수수료에 대해서 EC 조약
규정의 위반이라는 결정을 내렸으나, 카드업계는 이러한 결정이 은행들의
SEPA에 대한 투자를 저해할 수 있다며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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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SEPA 도입의 영향
□ EU집행위는 SEPA가 도입되면 지급결제시장에서 이해관계자들이
누릴 수 있는 잠재적 수익이 향후 6년간 1,230억유로에 달하고,
SEPA를 플랫폼으로 사용하는 전자고지(e-invoicing) 서비스의
확산에 따라 2,380억유로의 추가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
* “SEPA: potential benefits at stake”, Capgemini Consulting, 2008

□ 아울러 소비자들에게 보다 편리한 지급서비스 환경과 다양한
부가가치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지고, 지급결제시스템 참가자들
간의 경쟁을 촉진시켜 지급서비스의 질이 향상되고 사회적
비용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

(소비자)
□ 하나의 은행계좌만 보유하더라도 유로 전지역에서 국내 거래와
동일하게 유로화 입금이체 및 출금이체가 가능해짐에 따라 금융
거래의 편의성이 증대
― 예를 들어 해외 유학중인 자녀의 임대료 지급, 유로지역 타국 기업
들이 제공하는 이동통신 서비스, 보험, 공과금 납부 등이 가능
□ 국가에 관계없이 전자고지(e-invoicing)*, 모바일/인터넷 지급지시,
전자항공권 등의 부가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져 궁극적으로 지급
거래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
* 전자고지(e-invoicing) : 지급인에게 전자적인 청구서가 전송되며, 지급인의
전자적 승인시 청구대금에 대한 지급지시가 자동으로 생성되어 전송

- 26 -

□ 하나의 카드로 유로 전역에서 국내와 동일한 수준의 편의성으로
지급거래 및 현금인출거래가 가능

(상점)
□ 상점들의 카드지급거래 취급과 관련한 비용 절감
― 카드 매입기관이 국가간 거래에서도 모든 SEPA 카드지급을 처리할
수 있게 되고 상점들은 유로지역내 모든 매입기관을 선택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매입기관간 경쟁촉진으로 인한 비용절감의 혜택을
누리게 됨
― 유로지역내 POS 단말기의 표준화에 따라 단말기 공급업체에 대한
선택폭이 확대
□ 소비자들의 카드사용 기회가 확대되어 상점들의 매출도 증가

(기업)
□ 하나의 은행계좌를 가지고 유로지역내 유로화 자금이체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어 금융거래의 편의성이 증가
― 특히 유로전역에 영업소가 산재한 기업들의 경우 자금지급 및
유동성관리를 한 곳에서 통합할 수 있게 되어 자금관리비용을
크게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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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간 지급거래의 결제에 소요되던 기간이 단축됨에 따라 기업들의
경제활동 비용 및 시간이 크게 절감
□ 은행들이 제공하는 전자고지, 전자환대사(e-reconciliation)* 등과 같은
부가서비스 이용기회의 확대로 기업들의 지급거래 취급절차를 보다
최적화할 수 있음
* 전자환대사(e-reconciliation) : 청구서와 지급거래에 대한 환대사가 전자적
으로 이루어지고, 수취인의 기록을 자동으로 업데이트

(은행)
□ 은행들은 유로지역내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지급거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됨에 따라 유로전역까지 서비스제공지역을 확대할
수 있음
― 아울러 SEPA 도입으로 개인 및 기업고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와 관련한 새로운 수익기회를 창출 가능
□ 규정의 단일화, 동일하고 공정한 진입여건, 투명성 및 호환성의 진전
등으로 청산 및 결제 하부구조 제공기관의 경쟁 촉진으로 청산 및
결제 관련 비용의 절감 가능

(하부구조 제공기관)
□ 청산 및 결제 하부구조 제공기관은 공통의 기술표준을 적용함에
따라 하부구조 제공기관간의 상호 호환성 및 상호 연계성이 확보
되어 유로 전지역을 대상으로 서비스 제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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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전망
□ SEPA 지급수단 중 상대적으로 단순한 입금이체는 이미 서비스를
개시하였으나, 출금이체 및 카드의 경우 각국의 표준 및 규정 등의
차이가 커서 조속한 도입에는 시일이 걸릴 전망
― 특히 기존의 지급수단과 SEPA 지급수단을 병행 사용할 수 있는
이행기간(migration period)이 장기화됨에 따라 금융기관 및 관련
민간기업의 SEPA 관련 투자가 더욱 지체
□ 따라서 SEPA의 조속한 이행을 위해서는 여러 현안사항들이 해결
되어야 할 것임
― 많은 기업 및 소비자들이 여전히 SEPA로 인해 누릴 수 있는
편익에 대해서 완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 국가적 차원에서
보다 효과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할 필요
o 고객들이 기존의 지급수단에서 SEPA 지급수단으로 자연스럽게
이행해 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
― 은행들에 대해서는 시장경쟁 확대의 상황 하에서 다양한 부가
서비스 제공 등으로 SEPA와 관련한 새로운 수익 창출의 기회를
적극 발굴할 수 있도록 장려
o 유럽지역 지급결제시장에서 국가간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은 데다, 특히 소형은행들의 경우 초기 단계에서 시스템
변경에 따른 투자비용 부담 등의 이유로 도입에 소극적일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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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서비스지침(PSD)이 늦어도 2009년 11월까지는 모든 EU 국가
들의 국내법에 반영되어 SEPA 출금이체 서비스 개시 등 추후
이행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
― SEPA 카드지급과 관련하여 모든 카드거래 처리영역*에 적용되고
상호호환성이 확보되는 구체적인 카드표준 개발을 조속히 완료
하고 카드시스템 채택, 정산수수료 등과 관련된 논쟁에 대해서
보다 면밀한 조사 및 정책방향을 공표
* 카드-단말기간, 단말기-매입기관간, 매입기관-발급기관간, 인증․승인절차
등의 4가지 처리영역

― SEPA 이행에 있어서 기존 자국내 지급수단의 사용이 중지되는
최종시한을 명시하여 SEPA에의 투자를 활성화시키고 기업과
공공기관들의 높은 참여를 이끌어 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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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SEPA의 법체계 및 지급서비스지침
□ 현재 유럽지역의 각 나라들은 지급거래와 관련하여 모두 다른 자국내 고유의
법과 규정을 가지고 있어 서비스 제공기관들이 EU 전역에 서비스를 제공
하고 서로 경쟁하는 데 있어서의 법적 불확실성에 의한 장애물로 작용
□ 이에 EU집행위는 지급시장에서의 공통된 법적 근거 확립을 목표로 2005년말
지급서비스지침(Payment Services Directive; PSD)을 제정
― 동 지침은 2007. 4월 유럽의회의 승인을 받고 2007. 10월 유럽이사회에 의해
채택되었음
□ EU집행위에 의해 제안된 지급서비스지침은 다음의 두 부문에 중점을 두고
있음
― 지급거래 관련 특정 영역*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확립함으로써 2010년
까지 SEPA를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지원
* 지급거래의 시기, 서비스제공기관의 수수료 및 책임 등

― 예금을 취급하지 않는 비은행금융기관에게 지급거래 관련 서비스 제공
권한을 보장(passporting)
o 이와 관련하여 동 지침의 적용을 받는 지급서비스 제공기관(payment
service providers)을 6개 종류로 분류
- 예금취급기관(credit institurions)
- 전자화폐 발행기관(electronic money institutions)
- 우체국(post office giro institutions)
- 지급기관(payment institutions)
- ECB 및 각국 중앙은행
- 회원국 및 회원국의 지방단체(regional or local author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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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서비스지침은 세가지의 주요한 기본원칙으로 구성
― 첫째, 공공에게 지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권리 (2장)
o 비은행 지급서비스 제공기관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요건의 조율을
통해 시장에서의 경쟁을 촉진시키고 공정한 시장여건을 조성
― 둘째, 투명성 및 정보 요구사항(3장)
o 명확하고 간결한 정보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이를 SEPA 서비스뿐만
아니라 기존의 국내 지급거래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기관에게 적용함에
따라 고객에 대한 투명성을 향상시키고 EU 국가들의 각기 다른 국내
법들을 통합하는 효과
― 셋째, 사용자와 지급 서비스 제공자의 권리 및 의무(4장)
o 지급서비스의 사용자 및 서비스제공자 모두에 대한 중요한 권리 의무를
명시함으로써 각국의 다양한 법적 요구사항들을 통합
□ 지급서비스지침은 기존의 자국내 지급거래에도 적용될 예정이며 각국은 동
지침을 늦어도 2009. 11. 1일까지 자국의 법에 반영할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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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SEPA의 표준화(Standardization) 방안
□ 현재에는 각국에서 다양한 표준들을 적용함에 따라 국경간 지급거래에
있어서의 STP(straight-through processing) 적용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작용
― 이에 EPC는 모든 유로화 표시 지급거래의 처리를 자동화하기 위해 공통
적으로 적용될 표준을 개발
□ EPC는 규정설명서(rulebook)*에서 지급거래 처리와 관련하여 금융기관간에
교환되는 지급거래 메시지에 의무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데이터요소(data
elements)들을 규정
* SEPA Credit Transfer Scheme Rulebook, SEPA Direct Debit Scheme
Rulebook

― 이러한 데이터요소들을 논리 데이터요소(logical data elements)에 반영하고
“SEPA Data Model*”을 통해 공표
* SEPA Data Model은 business, logical, physical layer의 3가지 계층을 명시

□ ISO는 논리 데이터요소를 메시지로 구성하는 표준(UNIFI* (ISO 20022)
XML 표준)을 개발하였으며, 이는 SEPA 지급거래 메시지를 구성하는 기초로
적용
* Universal Financial Industry

― EPC는 UNIFI 메시지 표준의 적합한 사용을 위한 SEPA 실행지침*을 작성
하였으며, 동 표준에 대해 은행간 업무영역에의 도입은 의무화하고 고객은행간 업무영역에는 도입을 권고
* SEPA Credit Transfer Implementation Guidelines, SEPA Direct Debit
Implementation Guidel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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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TARGET2의 개요
1. 개 황
□ TARGET2는 EU역내의 차세대 유로화 RTGS시스템으로 지난 2007.
11.19일부터 종전의 TARGET*을 대체하여 가동을 시작
* Trans-european Automated Real-time Gross settlement Express Transfer system

― TARGET2 가동으로 해당 참가국의 RTGS시스템은 가동을 중단
□ TARGET2는 TARGET과 달리 단일의 공유플랫폼*(SSP: Single
Shared Platform)을 기반으로 한 통합시스템으로 표준화된 결제
기능과 서비스, 단일 수수료 체계를 제공
* 플랫폼은 전산시스템의 기반이 되는 컴퓨터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지칭

― 종전 TARGET이 EU역내 16개 국가의 개별 RTGS시스템과 ECB의
결제시스템을 SWIFT로 단순 연계(interlinking)한 분산형 시스템
이지만 TARGET2는 기술적으로 단일시스템으로서 EU역내의 보다
효율적인 자금운용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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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RGET2의 가동은 단일유로지급결제지역(SEPA)* 출범과 함께
유로화 도입이후 EU역내 금융통합(financial integration)의 중추로서
그 의미가 큼
* SEPA(Single Euro Payments Area)는 소액지급결제와 관련하여 유럽 31개국
경제주체(개인, 기업)들에게 유로화의 비현금결제를 국내거래와 동일한 조건
으로 제공하기 위해 구축되었으며 2008.1.28일 입금이체서비스를 시작으로
공식 출범

□ 한편 TARGET2 가동으로 EU역내 유로화 거액결제시스템은 총액
결제시스템인 TARGET2와 차액결제시스템인 EURO1으로 재편
― 종전 유로지역의 차액결제시스템이었던 PNS(프랑스)는 TARGET2
도입과 함께 가동을 중지하였고 POPS(핀란드)는 계속 가동중이나
결제규모가 상대적으로 매우 미미

2. 도입배경
□ TARGET은 유럽경제통화동맹(EMU) 출범과 함께 RTGS 기반의
안전한 유로화 결제와 유로지역*(Euro area)의 단일 통화정책 수행을
위해 1999년 1월부터 가동을 시작
* 유로지역: 유로화를 도입한 EU국가들을 지칭하며 현재 15개국으로 구성
(스페인,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핀란드, 룩셈부르크, 프랑
스, 오스트리아, 포르투갈, 네덜란드, 독일, 벨기에, 그리스, 슬로
베니아, 사이프러스, 몰타)

― TARGET에는 16개국 중앙은행과 ECB가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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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RGET 가입(17): 덴마크, 스웨덴, 스페인,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
아, 핀란드, 룩셈부르크, 폴란드, 프랑스, 오스트리아, 포르투갈, 네덜란
드, ECB, 독일, 영국, 벨기에 (밑줄표시는 EMU 미가입국임)

― TARGET의 직접참가기관은 1,058개(2006년 기준), 간접참가기관은
9,317개이며 전세계적으로 총 52,114개의 기관(지점, 자회사 포함)이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거래가 가능
□ TARGET은 유로지역 금융시스템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하며 일평균
326천건, 2조 923억 유로(2006년기준)를 결제하여 유로지역 거액결제
시스템의 전체결제액중 약 90%(금액기준)를 차지
유로화 거액결제시스템 결제규모(2006년)
(일평균, 십억유로, 천건, %)

금 액
건 수

TARGET
2,092.3
(89.3)
326.2
(60.2)

EURO1
189.2
(8.1)
187.2
(34.6)

PNS
58.3
(2.5)
25.9
(4.8)

POPS
1.8
(0.1)
2.3
(0.4)

계
2,341.6
(100.0)
541.6
(100.0)

* 주 : ( )내는 비중
** 자료: ECB

― 이와 같은 TARGET의 결제규모(금액기준)는 CLS 다음으로 세계
최대 규모임
주요 거액결제시스템 결제규모(2006년 기준)
(연중, 십억미달러, 백만건)

TARGET

CLS

Fedwire

금 액

676,602

714,323

572,646

218,128

107,297

건 수

83.33

61.53

133.6

5.55

33.02

* 자료: B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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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J-NET CHAPS Sterling

□ 그러나 TARGET이 EMU출범에 맞춰 각국의 RTGS시스템을 단순
연결한 결과 기술적 차이와 분산구조로 인해 비용이나 안정성 측면
에서 비효율적이며 EU역내 금융통합에 있어 역할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
― EU확대 등으로 신규 회원국의 RTGS시스템을 TARGET에 연결할
경우 기술적인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고 업그레이드시 국별
RTGS시스템에 맞게 적용해야 하는 등 TARGET이 점점 더 복잡
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시스템이 되었음
― EU확대와 금융시장 통합에 따라 유럽전역을 대상으로 한 유동성
관리나 증권결제 기능 등 보다 향상되고 통일된 결제서비스에
대한 사용자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였음
□ 이에 따라 2002년 10월 유럽중앙은행(ECB) 정책위원회(Governing
Council)는 TARGET을 대체할 차세대 결제시스템인 TARGET2의
개발을 추진하기로 결정

3. 시스템 구축 경과
□ 유럽중앙은행은 TARGET2 개발을 다음 4가지 원칙하에서 추진
① 최적화된 서비스(harmonization) : 표준화된 결제기능과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함과 아울러 각 국의 결제시스템(증권․소액결제

시스템 등)별 특성을 감안하여 결제모드를 다양화하고 이용자가

결제서비스를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의 유연성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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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단일 수수료 체계(single price structure) : 국내 및 국가간 거래에
관계없이 동일한 서비스에 동일 수수료를 부과
③ 비용대비 효율성(cost effectiveness) : 각국의 시스템을 통합하여
규모의 경제를 실현
④ 구성시스템간 비경쟁(no competition among its components) :
기존 TARGET 시스템에서는 구성 RTGS 시스템들간에 서로 경쟁
하는 측면이 있었으나 새로운 시스템에서는 이를 지양하고 특정
국가나 기관에 유․불리하지 않도록 개발

□ 이후 유럽중앙은행협의회 (ESCB)*에서 이러한 원칙을 실현하는
방안에 대해 연구하고 업계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각국의 시스템을
통일하여 모든 참가국이 공유할 수 있는 단일의 전산플랫폼을 구축
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
* ESCB(European System of Central Banks): EU회원국 중앙은행과 ECB로
구성된 중앙은행 협의체 (유로화 도입여부와 관계없음)

□ 이러한 배경하에 2003년 7월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3개국 중앙
은행이 TARGET2 공동개발과 운영을 제안하고 2004년 12월 유럽
중앙은행 정책위원회에서 이를 승인
□ 3개국 중앙은행은 기능설계(functional specifications), 프로그램 개발
(application development), 기술 인프라(technical infrastructure),
시스템 전환(migration) 등 4개 분야에 대한 공동작업을 거쳐 2005년
11월 세부기능명세서(User Detailed Functional Specification)를
최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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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 2006년 9월까지 전산개발을 완료하고 내부테스트(2006.10~
2007.4) 및 사용자 테스트(2007.5~2008.4)를 실시
□ 2007.11월~2008.5월중 21개 참가국을 3개 그룹으로 나눠 TARGET
에서 TARGET2로 순차적으로 전환 완료
ㅇ 제 1차 전환(2007.11.19) : 독일, 오스트리아 등 8개국
ㅇ 제 2차 전환(2008.2.18) : 프랑스, 벨기에 등 7개국
ㅇ 제 3차 전환(2008.5.19) : 이탈리아, ECB 등 6개국

4. 참가 현황
□ EU 회원국(27개국)중 유로화를 도입한 15개국 중앙은행과 유럽중앙
은행(ECB) 등 16개 중앙은행은 TARGET2에 당연 참가
― EU회원국으로 유로화를 도입하지 않은 국가중 덴마크, 폴란드
등 5개국 중앙은행은 연계중앙은행(connected CBs)으로서 유로화
도입 중앙은행과 약정을 체결한 후 TARGET2 시스템에 참가
EU회원국의 TARGET2 참가 현황

유로화
도입
(15)

TARGET2 참가(20)

TARGET2 미참가(7)

스페인,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핀란드, 룩셈부르크, 프랑스, 오스트
리아, 포르투갈, 네덜란드, 독일, 벨기
에, 사이프러스, 몰타, 슬로베니아(15)

－

덴마크, 폴란드, 라트비아, 리투아니 영국, 스웨덴, 체코,
유로화
아, 에스토니아(5)
헝가리,
슬로바키아,
미도입(12)
불가리아, 루마니아(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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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로 스위스의 경우 EU회원국은 아니나 자체적으로 euroSIC
시스템(RTGS시스템)을 구축하여 프랑크푸르트에 설립한 SECB
(Swiss Euro Clearing Bank)를 통해 TARGET2에 연결
□ 한편 종전 TARGET 참가국과 비교하면 17개 TARGET 참가국중
영국과 스웨덴이 TARGET2에 불참하고 사이프러스, 라트비아 등
6개국이 신규 참가
― 영국과 스웨덴의 경우 종전 유로화 결제를 위해 각각 CHAPS-Euro,
E-RIX를 TARGET에 연결하여 운영하였으나 TARGET2 불참으로
동 시스템의 가동을 중지
TARGET과 TARGET2 참가 현황
TARGET 참가(15)

TARGET 미참가(6)

사이프러스, 라트비아,
TARGET2 덴마크, 스페인,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핀란드, 룩셈부르크, 폴 리투아니아, 몰타, 슬
참가 (21)
란드, 프랑스, 오스트리아, 포르투 로베니아, 에스토니아
갈, 네덜란드, 독일, 벨기에, EC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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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TARGET2 시스템(단일 공유플랫폼) 구조
□ TARGET2의 단일 공유플랫폼(Single Shared Platform)은 지급결제와
관련된 각각의 업무 또는 기능별 모듈(Module)*구조로 구축
* 모듈: 한가지 일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전체 시스템내의 논리적 일부분

― 새로운 기능이 필요한 경우 그 목적에 맞는 모듈을 공유플랫폼에
추가하고 필요 없는 기능은 해당 모듈만 삭제
□ 공유플랫폼(SSP)은 크게 “지급결제 및 회계처리 시스템”(PAPSS*)와
“고객서비스 시스템”(CRSS*)으로 구분
* PAPSS : Payment and Accounting Processing Service System
CRSS : Customer Related Service System

□ PAPSS는 자금이체, 결제정보관리, 모니터링, 비상대응, 신용공여
등 TARGET2의 지급결제와 관련된 대부분의 업무를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필수 모듈과 참가국 중앙은행이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선택 모듈로 구성
[필수 모듈]
― 지급결제 모듈(PM; Payment Module)

․참가기관 및 연계시스템(Ancillary System)의 자금이체 및
결제업무 처리

― 비상대책 모듈(CM; Contingency Module)

․정상적인 결제업무 수행이 어려운 위기상황시 비상대응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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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니터링(Monitoring)

․참가기관 결제 및 유동성 상황에 대한 중앙은행의 모니터링

― 상시운영정보 관리(SD; Static Data Management)

․참가기관 및 연계시스템(AS) 관련 일반정보 및 계정정보

․SSP 운영관련 정보(TARGET2 영업일, 담당자)

․참가기관 관련 특정정보(default limit, standing order)

― 결제정보 모듈(ICM; Information and Control Module)
․각 모듈의 결제정보 조회

․대기관리, 지급한도 설정, 유동성 유보 등 유동성 관리

[선택 모듈]
― 대기성 여수신(SF; Standing facilities)

․중앙은행앞 일일예치(overnight deposit), 중앙은행의 유동성
지원, 일일여신(marginal lending facility) 업무 수행

― 고유계정 모듈(HAM; Home Accounting Module)
․고유계정(Home Account)의 관리

― 지급준비금관리(RM; Reserve Management)
․지급준비금 관련 정보 제공

□ CRSS는 결제데이터 저장 및 용도별 데이터 생성(CROSS 모듈),
시계열 자료 및 회계보고서 생성(CRAKS 모듈), 참가기관 수수료
징수(CRISP 모듈) 등의 업무를 처리
* CRISP와 CRAKS는 중앙은행만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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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RGET2의 공유플랫폼(SSP)은 EEA*내에 소재한 증권결제시스템,
소액결제시스템 등과 연계하여 동 연계시스템(Ancillary System)에서
교환, 청산된 지급지시에 대하여 중앙은행 계정을 통한 최종 결제
서비스를 제공
* EEA(European Economic Area) : 상품, 인력, 서비스,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기 위한 유럽의 경제블록으로 EU회원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EEFTA) 회원국중 스위스를 제외한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으로 구성

□ 중앙은행, 참가기관, 연계시스템의 공유플랫폼(SSP) 접속은 SWIFTNet을
이용
― 지급결제 관련 정보 교환에는 SWIFTNet FIN 서비스를, 정보통제
서비스 제공 등에는 SWIFTNet InterAct, FileAct, 및 Browse
서비스를 이용
TARGET2 공동 플랫폼(SSP) 모듈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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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TARGET2의 법적 기반
□ TARGET2의 법적 기반은 유럽중앙은행(ECB)의 정책위원회(Governing
Council)가 2007.4.26일 채택한 「TARGET2에 관한 ECB의 가이드

라인」(Guideline of the ECB on a TATGET2)으로 모든 유로시스템
중앙은행*에 적용
* TARGET2 참가국중 유로화를 도입한 국가의 중앙은행과 ECB를 의미

― 총 4장(Section), 16개 조항(Article)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TARGET2
의사결정구조, 시스템 참가조건, 일중신용공여, 연계시스템, 비용
배분, 보안 및 감사, 분쟁 해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 이중 시스템 참가조건(Harmonized Conditions)에서는 시스템 참가
및 탈퇴기준, 참가기관 의무, 계정관리, 지급지시 처리, 수수료,

유동성 관리, 비상대책 등을 부록(Annex Ⅱ)에 상술

□ 유로시스템중앙은행은 「가이드라인」상의 참가조건 중 자국 법률
여건상 수용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적용 면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정책위원회는 이를 사안별로 허용
□ 유로시스템중앙은행은 「가이드라인」상의 참가조건 실행을 위한
규정을

제정하고

동

규정을

통해

중앙은행과

참가기관간의

TARGET2 이용에 관한 모든 사항을 규율
□ 「가이드라인」은 각국의 법률체계와 충돌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각국 중앙은행의 법률규정을 최대한 조화롭게 수용하는 방향으로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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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가이드라인」에서 TARGET2는 법적으로 참가국 중앙은행
들의 개별시스템(TARGET2 components)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개별 중앙은행시스템들은 기본적으로 참가국 법률
체계하에 있음
□ 「가이드라인」과 관련한 유로시스템중앙은행간의 분쟁은「ESCB

내 분쟁해결절차에 관한 양해각서」(MOU on an Intra-ESCB
Dispute Settlement Procedure)에 따라 원칙적으로 관련 당사자간에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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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TARGET2 Guideline(ECB/ 2007/ 2) 체계
■ SECTION Ⅰ (GENERAL PROVISIONS)
․ Article 1 : Subject matter and scope
․ Article 2 : Definitions

․ Article 3 : TARGET2 components

․ Article 4 : Connection of NCBs of non-participating
Member States
■ SECTION Ⅱ (GOVERNANCE)
․ Article 5

: Governance levels

■ SECTION Ⅲ (OPERATION OF TARGET2)
․ Article 6
․ Article 7
․ Article 8
․ Article 9

: Harmonised conditions for participation in
TARGET2
: Intraday credit
: Ancillary system
: Cost methodology

․ Article 10 : Security provisions
․ Article 11 : Audit rules
■ SECTION Ⅳ (TRANSITIONAL AND FINAL PROVISIONS)
․ Article 12 : Dispute resolution and applicable law
․ Article 13 : Migration to the SSP

․ Article 14 : Entry into force and application
․ Article 15 : Miscellaneous and transitional provisions
․ Article 16 : Addressees, implementing measures and
annual re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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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TARGET2 운영구조
1. 중앙은행의 역할
□ TARGET2가 기술적으로는 단일시스템이지만 법적으로는 참가국 중앙
은행이 운영하는 개별 TARGET2 시스템(TARGET2 components)들로
구성된 분산시스템으로 각 참가국 중앙은행의 역할은 종전과 동일
― 참가국 중앙은행은 TARGET2의 직접참가기관으로서 자신 또는
참가기관을 위하여 RTGS방식으로 자금결제업무를 수행
― 또한 참가국 중앙은행은 참가기관 가입 및 탈퇴, 결제 모니터링,
일중 신용공여, 수수료 징수 등 참가기관의 TARGET2 이용과
관련된 업무에 대한 모든 책임을 보유
□ TARGET2의 참가국별 개별 중앙은행시스템(TARGET2 components)
을 구분하기 위해 TARGET2-BBk(독일), TARGET2-Banque de France
(프랑스) 등으로 지칭

2. 의사결정구조
□ TARGET2의 운영 , 관리, 개발과 관련된 모든 권한과 책임은 ECB 정책
위원회(Governing Council), 유로시스템중앙은행(Eurosystem CBs),
시스템운영기관(SSP-providing CBs)이 중요도에 따라 3개 단계별로
나누어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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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위원회는 TARGET2의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 시스템에 대한
지시, 관리 및 통제 등에 관한 최종 권한과 책임(Level 1)을 보유
― 정책위원회는 ESCB 지급결제제도위원회(PSSC)로부터 TARGET2
관련 모든 사항에 대한 자문 등의 지원을 받음
― 정책위원회는 공동비용 및 단일수수료 체계, 핵심서비스 제공,
리스크 관리기준, 소유 및 의사결정구조, 시스템 개발방향, 위기
상황관리 등 전반적인 정책 및 기준에 관한 사항 등을 결정
□ 유로시스템중앙은행은 정책위원회가 규정한 범위내에서 세부방안
수립 및 실행에 관한 권한과 책임(Level 2)을 보유
― 유로시스템중앙은행은 유로화를 도입한 15개 중앙은행과 ECB로
구성되며 각 중앙은행은 1개의 표결권을 갖고 과반수 찬성으로
의사결정
o 유로화를 도입하지 않은 채 TARGET2에 참가하는 연계중앙은행
(connected CB)*은 Level 2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표결권이 없음
* 덴마크, 폴란드,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5개국

― 유로시스템중앙은행은 추가서비스 제공 및 수수료 결정, 리스크
관리 및 분석업무 수행, 예산 수립 및 집행, 시스템 세부설계 및
개발, 시스템운영기관 결정 등을 담당
□ 시스템운영기관은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3개 중앙은행이 담당하며
정책위원회가 규정한 범위내에서 시스템의 실제 운영관련 권한과
책임(Level 3)을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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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운영기관은 시스템의 일일운영 , 참가 중앙은행에 대한
결제서비스 제공, 시스템 개발 세부설계안 작성, 정책위원회와
유로시스템중앙은행에 의사결정에 필요한 자료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

3. 참가기준
□ TARGET2 참가방식에는 직접참가와 간접참가 두가지가 있으며 이외
복수접근방식(multi-addressee access)과 결제대상BIC기관(addressable
BIC holder) 허용 등을 통해 이용기관을 확대
(1) 직접참가기관
□ 직접참가기관(direct participant)은 TARGET2 시스템에 직접 접속이
가능하고 해당국 중앙은행에 TARGET2 결제계정인 RTGS 계정을
보유하여 지급지시를 직접 제출 및 수취할 수 있음
― 예금기관(credit institution)인 직접참가기관에 대하여는 EEA에
소재한 지점이나 본점에 대해서도 해당 직접참가기관의 RTGS

계정을 통해 지급지시를 직접 제출․수취할 수 있는 복수접근방식
(multi-addressee access)을 허용
□ TARGET2에 직접참가할 수 있는 기관으로는 ⓛ EEA내에 소재한
예금기관(credit institution)의 본 ․지점, ② EEA내에 소재하지

않으나 EEA내에 소재한 지점을 통하여 결제업무를 처리하는 예금

기관, ③ EU회원국 중앙은행 및 ECB가 지정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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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밖에 다음 기관에 대하여는 해당국 중앙은행의 승인을 받아
직접참가가 가능
o 금융시장에 참가하는 EU회원국 중앙 및 지방정부의 재무부서
o 고객계정을 보유하는 EU회원국 공공기관
o 유럽경제지역(EEA)내에 소재한 투자회사
o EEA내에 소재하고 관련 당국의 감시를 받는 청산결제기관 등
□ 직접참가 대상 기관이 TARGET2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 해당국 중앙은행의 승인을 받아야 함
― 해당국 중앙은행에 최소한 한 개의 RTGS계정을 보유하여야 함
― 기술적 운영 능력이 충분해야 하며 해당국 중앙은행의 기술적
요건 관련 테스트를 통과해야 함
― TARGET2의 결제관련 규정 및 절차 등이 해당국의 파산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적유효성 및 실행력이 확보되어야 함
□ 해당국 중앙은행은 참가요건을 충족하더라도 TARGET2의 안정성,
건전성 및 안전성을 해치거나 중앙은행의 직무 수행을 위태롭게
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참가를 거절할 수 있음
(2) 간접참가기관
□ 간접참가기관(indirect participant)은 TARGET2 시스템에 직접 접속할
수 없고 RTGS계정을 보유하지 않기 때문에 자금이체를 위한 지급
지시를 직접참가기관에 발송하며 직접참가기관 명의의 RTGS계정을
통해 자금결제를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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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접참가기관은 EEA내에 소재한 예금기관(credit institution)에
한하며 하나의 직접참가기관과 사전약정을 맺어야 함
□ 간접참가기관이 아니지만 BIC(Bank Identifier Code)*를 보유한 기관의
경우 직접참가기관의 지정을 조건으로 결제가능BIC기관(addressable
BICs)으로서 지역에 관계없이 TARGET2 이용이 가능
*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가 승인
(ISO 9362)한 은행인식코드로 금융기관간 자금이체 등에 이용되며 SWIFT가
등록업무를 담당

― 결제가능BIC기관은 직접참가기관의 거래은행이나 고객 또는
직접․간접참가기관의 지점에게 허용

― 결제가능BIC기관은 간접참가기관처럼 TARGET2에 직접 접속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급지시를 직접참가기관에 발송하여 직접참가
기관의 RTGS 계정을 통해 간접적으로 자금결제를 수행
― 간접참가기관은 EU의 「결제완결성지침」*(Settlement Finality
Directive)에 의거 결제완결성에 대한 법적 보장을 받는 반면 결제
대상BIC기관은 동 보장을 받지 못함
* EU는 1998년 지급결제 및 증권결제시스템을 통한 결제완결성 및 차액

결제의 법적유효성 확보를 위해 「결제완결성지침」을 제정하여 EU

국가들이 이를 이행하도록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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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수료 구조
□ 지급지시 결제수수료를 월별로 산정하며 직접참가기관은 월 거래
건수를 감안하여 다음 두가지 방식중 하나를 선택 가능
① 매월 고정수수료 100유로와 거래건당 0.8유로 지불
② 매월 고정수수료 1,250유로와 월 거래규모에 따른 건당 차등수수
료율 적용
월 거래건수

건당 수수료

1~10,000

0.6유로

10,001~25,000
25,001~50,000
50,001~100,000
100,000~

0.5유로
0.4유로
0.2유로
0.125유로

□ 지급지시 결제수수료 이외에 복수접근방식 이용(BIC별로 매월 80
유로 ), 간접참가기관 등록 (20유로 ), 유동성풀링 이용 (그룹내 각
계정당 100~200유로) 등 제공서비스별로 별도의 수수료가 책정
□ 참가기관은 중앙은행에 TARGET2 결제실패에 대한 보상을 청구
할 수 있음
― 지급기관 또는 수취기관은 TARGET2의 기술적 장애 등으로 지급
지시가 제출된 영업일에 결제되지 못하거나 예정일에 자금을 수취
하지 못한 경우 중앙은행에 관리비용 및 이자비용을 청구 가능
― 관리비용(administration fee)은 미결제된 첫 번째 지급지시에 대
하여 50유로, 다음 4개 미결제지급지시에 대하여 건당 25유로,
다음 미결제 지급지시에 대하여는 건당 12.5유로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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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비용(interest fee)은 EONIA금리*와 중앙은행 일일여신금리
(marginal lending rate)**중 낮은 금리를 적용하여 미결제지급지시
금액에 대하여 일일 산정
* EONIA(Euro Overnight Index Average) 금리는 유로 단기금융시장에서
우량은행간 익일물 무담보대출거래의 가중평균금리
** 일일여신금리(marginal lending rate)는 EU회원국 중앙은행이 금융기관
에게 제공하는 담보부 1일물 대출 또는 1일물 RP 금리

5. 시스템 운영․관리
□ TARGET2 전산시스템은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3개국 중앙은행이
운영․관리

― 독일(region2)과 이탈리아(region1)의 경우 서로 동일한 시스템을
갖추고 한 지역은 시스템 운영을, 다른 한 지역은 비상시에 대비
하면서 테스트 및 훈련을 하되 일정기간(예: 6개월)마다 두 지역간
임무를 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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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지역간에는 비동기식 백업(Asynchronous remote copy)을 실시
하고 각 지역별로 동기식 백업을 실시하는 백업센터를 근거리에
가동
― 프랑스의 경우 클라이언트 서버로서 데이터 보관, 중앙은행 관련
서비스 제공 등의 업무 수행
□ TARGET2 시스템 가동시간은 전일 18:45~당일 18:30
― 단, 22:00~01:00중에는 전산시스템 점검으로 중지
TARGET2 시스템 일일 가동 일정
시 간

내

용

18:45*~19:00*

일일 영업개시절차 수행

19:00*~19:30*

PM 계정(RTGS 계정)에 유동성 공급

19:30*~22:00

AS 야간결제를 위한 유동성 이체 및 야간결제

22:00~01:00

전산시스템 점검

01:00~00:45

AS 야간결제

06:45~07:00

주간 가동준비

07:00~17:00

고객이체거래 수행

07:00~18:00

은행간 이체거래 수행

18:15*

대기성 여수신(Standing Facility) 마감

18:30*

중앙은행 회계처리

* 지준마감일에는 15분 연장

□

TARGET2은

토․일요일,

1월

1일,

부활절

직전

금요일(Good

Friday), 부활절 직후 월요일(Easter Monday), 5월 1일, 12월 25,
26일을 제외한 날에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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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TARGET2의 결제구조
1. 참가기관 계정
(1) RTGS 계정 및 고유계정(Home Account)
□ RTGS계정은 TARGET2 직접참가기관의 지급지시를 결제하기 위한
기본적인 결제계정으로 참가국 중앙은행에 개설되며 직접 참가
기관은 1개의 RTGS계정을 보유하여야 함
□ 참가국 중앙은행은 RTGS계정과는 별도로 TARGET2 결제 이외의
거래를 위하여 고유계정(Home Account)을 개설할 수 있음
― 고유계정은 TARGET2에 직접참가하지 않는 금융기관이 최저지급
준비금 예치, 현금인출 등의 업무에 이용하거나 직접참가기관이
참가국 금융정책 등에 따른 특정 업무 등에 이용하기 위해
RTGS계정 이외의 별도의 계정이 필요할 때 개설 가능
― 중앙은행은 고유계정을 TARGET2 공유플랫폼(SSP)에 설치하여
금융기관에게 표준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자체 고유시스템에
설치하여 TARGET2 시스템과는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음
― 직접참가기관의 RTGS계정과 고유계정간 자금이체는 상시 가능
□ 일일 마감시점에 RTGS계정 잔액은 참가국 중앙은행의 결정에 따라
동일기관의 고유계정으로 자동이체되거나 RTGS계정에 그대로 계속
남아 있을 수 있음
― RTGS계정에 잔액이 유지되는 경우 지준계정으로서의 기능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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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중 신용공여는 참가국 중앙은행이 RTGS계정이나 고유계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수행
(2) 서브계정(Sub Account)
□ 서브계정은 특정 연계시스템(Ancillary System)의 결제처리를 위한
유동성을 유보하는 데 이용되는 계정
(3) 계정그룹(Group of Accounts)
□ 유동성 풀링(pooling) 등의 목적을 위해 동일 금융그룹내 참가기관
들의 계정을 그룹화한 것으로 가상계정을 통해 하나의 계정처럼
사용할 수 있음
(4) 대기성여수신계정(Standing facility account)
□ 참가기관의 중앙은행 일일예치, 중앙은행의 유동성 지원 일일여신
(marginal lending facility)을 처리하는 계정

2. 지급지시
(1) 지급지시 방식
□ 직접참가기관은 TARGET2 지급결제모듈(PM)에 입력되는 지급지시에
대하여 최긴급(highly urgent), 긴급(urgent), 또는 보통(normal)으로
결제처리 우선등급(priority)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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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긴급등급 부여의 경우 중앙은행은 용도구분없이 가능하나 참가
기관은 CLS 지급지시와 연계시스템앞 지급지시에만 가능
― 긴급등급은 상대적으로 시급한 거래에, 보통등급은 주로 유동성
절약 목적을 위하여 사용
― 상위등급의 지급지시는 원칙적으로 입력시간에 관계없이 하위
등급의 지급지시보다 먼저 처리
― 동일등급내에서는 최긴급, 긴급 지급지시에 대하여는 선입선출법
(FIFO), 보통 지급지시에 대하여는 우회 선입선출법(By-pass
FIFO)이 적용
지급지시 유형별 내역

결제우선순위

제출자

최긴급

긴급

보통

0

1

2

- 연계시스템(AS)

- 연계시스템

- 연계시스템

- 중앙은행

- 중앙은행

- 중앙은행

- AS앞 유동성이체를

- 직접참가기관

- 직접참가기관

- 긴급한 거래

- 실시간결제보다

위한 직접참가기관
- CLS 자금납입을
위한 직접참가기관
- AS 참가기관간
거래의 결제

특징

유동성 절약이
필요한 거래

- 중앙은행 거래
- CLS 자금납입 및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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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RGET2에서는 일반적인 입금이체(credit transfer) 이외에 상대기관
과의 사전합의에 따라 수취자금을 지급기관의 계정에서 직접 출금
하는 직접출금(direct debit)도 가능
― 직접출금기능은 은행간 거액거래에 한하여 지원되며 중앙은행,
예금은행, 연계시스템만이 이용 가능
□ 직접참가기관은 지급지시의 결제를 일중 특정시점 이후로 지정
(Earliest Debit Time Indicator)하거나 특정시점 이내로 지정
(Latest Debit Time Indicator)할 수 있으며 지급지시에 특정시점
이후와 이내를 결합한 조건을 부여할 수도 있음
― 특정시점 이후 결제 조건이 부여된 지급지시는 지정시점까지
시스템에 저장되었다가 지정시점에 결제를 시도하며 결제되지
못하면 지급지시 마감시간까지 대기
― 특정시점 이전 결제 조건이 부여된 지급지시는 지정시점까지 여타
지급지시와 동일하게 취급되며 지정시점까지 결제되지 못하면
반환되거나 대기될 수 있도록 선택 가능
□ 이밖에 직접참가기관은 최대 5영업일전에 자금이체를 예약할 수
있으며 예약된 지급지시는 해당일 주간결제가 시작되는 07:00에
처리

(2) 지급지시 처리 흐름
□ TARGET2 시스템의 참가기관간 지급지시 관련 메시지 처리는
SWIFTNET FIN의 Y-copy 서비스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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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WIFT는 이체기관의 지급지시 전문을 일시 저장한 후 중앙은행에
지급지시 정보를 전송하고 중앙은행의 결제처리가 완료되면 수취
기관으로 저장해 둔 지급지시를 전송
□ 모든 직접참가기관의 RTGS계정은 TARGET2의 단일 공유플랫폼상에
개설되어 있기 때문에 이체기관은 수취기관 RTGS계정이 타국의
중앙은행에 개설되어 있더라도 수취기관의 BIC를 입력함으로써
자금을 직접 이체 가능
― 중앙은행의 참가기관 계정간 자금입출금 처리는 동시에 이루어
지며 지급은 최종적이고 취소불가능
□ TARGET2에서 가장 기본적인 지급형태인 직접참가기관간 입금이체
(credit transfer) 절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지급지시 처리 흐름(SWIFTNet Y-copy)
A 은행

B 은행

①

(지급인)

②

⑧

⑥

⑦

SWIFTNET
③

⑤

SWIFT 인터페이스
TARGET2
(Payment Module)
④

RTGS계정

A은행 → B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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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취인)

① 직접참가기관인 A은행은 직접참가기관인 B은행을 수취인으로 한
지급지시를 SWIFT로 송신
② 지급지시는 SWIFT에 일시 저장
③ SWIFT는 모든 결제정보가 수록된 결제요청 메시지를 TARGET2
시스템(Payment Module)에 송신
④ TARGET2 시스템은 결제요청에 대해 결제인증절차(계정잔액, 한도,
기술적 요건 등의 유효성 확인)를 거친 후 A은행의 RTGS계정
출금과 B은행의 RTGS계정 입금을 동시에 처리
⑤ TARTGET2 시스템은 결제확인(settlement confirmation) 메시지를
SWIFT로 송신
⑥ SWIFT는 결제확인메시지와 원래의 지급지시를 대사한 후 결제
시각을 원래의 지급지시에 부가
⑦ SWIFT는 지급완료메시지를 B은행에 송신
⑧ SWIFT는 결제시각이 표시된 지급완료메시지를 A은행에 송신
(선택사항)

(3) 자금이체 계정처리
(국내간 자금이체)
□ 동일 중앙은행에 참가하는 기관간 자금이체는 해당 중앙은행에
개설된 이체기관 RTGS계정에 출금처리(차기)되고 수취기관 RTGS
계정에 입금처리(대기)되는 방식으로 계정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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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TARGET2 프랑스 시스템에 직접참가하는 A은행이 동일 시스
템에 직접참가하는 B은행에게 €100 이체

<프랑스 중앙은행>
A은행 RTGS계정

B은행 RTGS계정

€100
(차기)

€100
(대기)

(국가간 자금이체)
□ 국가간 자금이체의 경우에도 국내거래와 동일하게 이체기관 RTGS
계정에 차기(출금처리)됨과 동시에 수취기관 RTGS계정에 대기(입금
처리)되며 각 중앙은행은 이를 ECB와의 거래로 인식
― 이체기관 중앙은행 및 수취기관 중앙은행은 각각 영업마감시점에
국가간 자금거래를 집계하여 차액을 계산한 후 ECB에 대한
자산/부채로 동 차액을 정산
― ECB에서도 마감시점에 국가간 자금거래 차액을 각 중앙은행에
대한 부채/자산으로 처리
(예) ․거래 i)

A은행(프랑스) → B은행(독일)

․거래 ii) C은행(독일)

€40 이체

→ D은행(프랑스) €100 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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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은행별 계정처리>
․프랑스

중앙은행

:

일중

A은행에

€40

차기(출금),

D은행에

€100 대기(입금)한 후 마감시점에 국가간 거래로 인한 차액
(순대기액) €60에 대해 ECB계정에 동일금액 차기(자산처리)

․독일 중앙은행 : 일중 B은행에 €40 대기(입금), C은행에 €100
차기(출금)한 후 마감시점에 국가간 거래로 인한 차액(순차
기액) €60에 대해 ECB계정에 동일금액 대기(부채처리)
[일중 국가간 거래 계정처리]
<프랑스 중앙은행>

<독일 중앙은행>

A은행 RTGS계정
€40
(차기)

B은행 RTGS계정
€40
(대기)

D은행 RTGS계정

C은행 RTGS계정

€100
(대기)

€100
(차기)

[일일마감시 계정처리]
<프랑스 중앙은행>

<독일 중앙은행>

ECB계정

ECB계정

€60
(대기)

€60
(차기)

․ECB : 마감시점에 프랑스 중앙은행 계정에 €60를 대기(부채처리)하고
독일 중앙은행 계정에 €60 차기(자산처리)

* 프랑스, 독일중앙은행 및 ECB간에 ECB계정(내부거래계정) 처리에 따른
정산은 별도로 이루어지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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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TARGET에서의 국가간 자금이체 계정처리
― 종전 TARGET에서는 국가간 자금이체시 각 중앙은행별로 내부
환거래 성격의 중앙은행간 상대계정(inter-NCB account)을 설정
하여 처리
― A은행→B은행으로 €100를 국가간 자금이체시 아래순서로 처리
① A은행의 중앙은행(NCB A)은 €100를 A은행 결제계정에서 출금
(차기)하고 inter-NCB B계정(상대계정)에 입금(대기)
② NCB B에서는 inter-NCB A계정(상대계정)에서 출금(차기)하여 B
은행에 입금(대기)
* 중앙은행간 상대계정은 별도로 정산되지 않으며 그 잔액이 무한히
커져도 상관없음

<NCB A의 RTGS시스템>
A은행 결제계정
€100
(차기)

inter-NCB B

€100
(대기)

①

<NCB B의 RTGS시스템>
B은행 결제계정

€100
(대기)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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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CB A

€100
(차기)

3. 결제방식
□ TARGET2는 혼합형결제시스템으로 총액결제방식 이외에 양자간
및 다자간동시처리방식을 적용함으로써 실시간 결제완결성 확보는
물론 결제유동성을 절약할 수 있도록 설계
□ 지급지시는 기본적으로 상대기관의 대기지급지시와 동시처리를 시도
하고 동시처리대상 대기지급지시가 없을 경우에는 총액결제 처리
― 동시처리는 원칙적으로 FIFO원칙(우선등급, 입력시간순)을 적용
하나 상대기관과의 동시처리로 유동성이 증가하거나 선순위에
보통지급지시만 존재할 경우 Bypass-FIFO 허용
(1) 신규지급지시 처리 절차
□ 신규 지급지시 입력시 자신의 대기파일에 최긴급 또는 긴급 지급
지시의 존재여부를 확인하고 없을 경우 다음의 알고리즘에 따라
처리
① 상대기관의 자신앞 대기지급지시가 1순위에 있으면 1차 동시처리
시도 (실패시 대기처리)
② 위 1번에서 상대기관의 자신앞 대기지급지시가 1순위에 없을 경우
총액결제 시도
③ 위 2번의 총액결제가 실패한 경우 상대기관의 자신앞 모든 대기
지급지시를 검색하여 2차 동시처리 시도 (실패시 대기처리)
* 2차 동시처리시 상대기관의 선순위에 여타기관앞 대기자금이 있을 경우
상대기관의 유동성이 증가해야만 결제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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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지급지시 입력시 자신의 대기파일에 최긴급 또는 긴급 지급
지시가 존재할 경우 상대기관의 자신앞 대기지급지시가 1순위에 있고
동시처리로 자신의 유동성이 증가할 경우에만 결제가 가능
□ 신규 지급지시 결제처리시 지급한도 기준(보통지급지시인 경우),
잔액(유동성 유보액* 포함) 기준을 확인
* 예를 들어 A기관의 잔액이 100이고 최긴급 유동성 유보액이 60이며 신규
지급지시(긴급)가 50일 경우 잔액이 충분하더라도 가용액(40=100-60) 부족
으로 대기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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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TARGET2 신규 지급지시 처리 흐름도

신규지급지시 A
입력

상대기관 1순위

Yes

자신의 대기파일내

최긴급 또는 긴급지급지시
존재여부 확인

대기거래(B) 확인 및

대
No

기
등

금액비교(A<B)

록

No
Yes
Yes

상대기관 1순위
대기거래 존재여부 확인
No

Yes

총액결제 시도
(잔액 및 한도확인)
No

상대기관 전체

Yes

Yes
잔액 및 한도 확인

대기거래 확인

결
제
성

No

No
대기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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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2) 대기 지급지시 처리
□ TARGET2에서 대기 지급지시는 최적화 알고리즘(optimisation
algorithm)이나 대기상황 변동에 따른 자동처리에 의해 해소
― 최적화 알고리즘은 모든 대기 지급지시에 적용되나 대기상황
변동에 따른 자동처리는 최긴급 또는 긴급 지급지시에만 적용
□ TARGET2는 대기 지급지시 처리를 위하여 다음 3가지 최적화
알고리즘을 수행
① 알고리즘 1(전부최적화 all-or-nothing optimisation)
― 대기지급지시를 보유한 모든 참가기관의 예상 포지션을 계산하여
플러스(+)가 되고 지급한도 및 유동성 유보액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모든 지급지시는 결제처리되고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에는 모든 지급지시는 결제실패
② 알고리즘 2(부분 최적화 partial optimisation)
― 대기지급지시를 보유한 모든 참가기관에 대하여 알고리즘 1과
같이 예상 포지션 등을 점검한 후 문제가 없으면 모든 지급지시에
대하여 결제처리
― 한 기관이라도 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예상 포지션 적자
규모가 가장 큰 기관의 후순위 대기거래부터 알고리즘에서 제외
하면서 결제시도하여 예상포지션 기준 등이 충족되면 해당 지급
지시에 대하여 결제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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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알고리즘 3(다중 최적화 multiple optimisation)
― 1단계 : 양자간(1 : 1) 처리
o 두기관중 적어도 한기관이 상대기관에 대해 양자간 지급한도를
설정한 경우 이들 두기관간의 대기거래를 지급한도 및 잔액
범위내에서 동시처리(기관선정은 두기관의 대기거래 차액이 가장
작은 순서부터 진행)

― 2단계: 다자간(1 : n) 처리
o 한 기관이 다자간 한도를 설정한 경우 상대기관들에 대한 전체
출금대기거래와 입금대기거래를 가감한 포지션을 계산하여 잔액
및 지급한도 범위내에서 동시처리
□ 최적화 알고리즘 1이 실패하면 알고리즘 2가 수행되고 알고리즘 2가
실패하면 알고리즘 3이, 알고리즘 3이 실패하면 다시 알고리즘 1이
수행
― 알고리즘 1, 2, 3중 하나가 성공하면 알고리즘 1부터 다시 수행
― 각 알고리즘간에 일정한 시간간격을 두고 수행
□ 최적화 알고리즘 이외에 대기순위 변경 및 결제처리 우선등급 변경
등으로 최상위 대기지급지시가 변동되거나 결제계정 잔액이 증가
하는 등 대기상황이 변경되는 경우 해당 최상위 대기지급지시부터
순차적으로 신규지급지시 처리와 동일한 알고리즘에 따라 즉시
결제를 시도 (단, 대기상황 변동시 처리는 최긴급, 긴급 지급지시에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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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동성 관리
(1) 일중신용(intraday credit) 제공
□ 참가국 중앙은행은 TARGET2 참가기관에 대하여 RTGS계정 잔액이
이체금액에 비해 부족할 경우 일중신용을 제공
― 일중신용은 EEA내 소재 예금기관(유로시스템의 통화정책 운용대상
이외 기관도 포함), EEA 소재 투자기관으로 유로시스템의 통화
정책 운용대상 기관, 중앙 및 지방정부의 재무부서 등에 제공 가능
― 일중신용은 담보부 일중대출이나 일중RP 형태의 무이자 방식으로
제공되며 정책위원회는 중앙은행의 요청에 의거 중앙 및 지방
정부의 재무부서에 대하여는 담보제공을 면제 가능
― 영업마감시까지 일중신용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유로시스템 통화
정책 운영대상 기관에 대하여는 중앙은행 일일여신(marginal
lending facility)으로 전환하고 기타기관에 대하여는 중앙은행 일
일여신금리에 5%p(미상환횟수에 따라 2.5%p씩 추가가산)를 가산한 벌칙
금리를 적용

(2) 지급한도(limit) 설정
□ 직접참가기관은 사전에 한도를 설정하여 RTGS계정의 유동성 유출을
한도 이내로 제한할 수 있으며 양자간 한도(bilateral limit)와 다자간
한도(multilateral limit) 2가지를 설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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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자간 한도 : 특정 상대기관에 대해 1:1 방식으로 적용되는
한도로 상대기관과의 일중 순지급포지션*이 해당 한도를 초과할
경우 잔액이 충분하더라도 상대기관앞 신규 보통(normal) 지급
지시의 처리가 불가
* 상대기관앞 지급총액 － 상대기관으로부터의 수취총액

― 다자간 한도 : 양자간 한도를 정하지 않은 여타 직접참가기관에
대해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한도로 이들 기관과의 일중 순지급
포지션*이 해당 한도를 초과할 경우 잔액이 충분하더라도 이들
기관앞 신규 보통(normal) 지급지시의 처리가 불가
* 여타기관앞 지급총액 － 여타기관으로부터의 수취총액

□ 참가기관이 지급한도는 1백만 유로 이상 설정 가능하며 일중에
수시로 변경 가능
(3) 유동성 유보(liquidity reservation)
□ 직접참가기관은 최긴급 또는 긴급 지급지시를 우선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RTGS계정내 유동성 일부분을 특정 용도(최긴급결제용 또는
긴급결제용)로 제한할 수 있음
― 유보된 유동성으로 결제자금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 유보되지 않은
나머지 유동성을 사용
― 보통(normal) 지급지시는 RTGS계정 잔액중 유보된 자금을 제외한
금액으로만 결제가 가능
□ 한편 참가기관은 연계시스템(Ancillary System)관련 결제를 위해
서브계정(sub account)에 유동성을 미리 이체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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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브계정에서 해당 결제가 완료된 후 나머지 자금은 RTGS계정
으로 자동이체
(4) 유동성 풀링(liquidity pooling)
□ 다국적 금융기관이나 금융그룹의 경우 TARGET2의 유동성 풀링
기능을 통해 국내뿐만 아니라 실시간으로 유로지역내 분산된 유동성
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즉시 조치 가능
― 유로지역내 여러 곳에 산재한 동일그룹내 금융기관들의 RTGS계정
들을 하나의 계정그룹(group of accounts)으로 지정하여 유동성을
관리
― 계정그룹의 지정은 국제회계기준(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제27호에 의거 결합재무제표 공표가 의무화된 금융그룹이나 유로
시스템(Eurosystem)이 실질적으로 이에 상당한다고 판단하는 금융
그룹으로 한정
□ TARGET2는 유동성 풀링기능으로 계정그룹의 전체적인 유동성
상황을 단순히 조회할 수 있는 통합계정정보조회(Consolidated
Account Information) 기능과 가상계정(Virtual Account)을 통해
전체 유동성을 기초로 자금결제까지 수행하는 통합유동성관리
(Aggregated liquidity)기능 두가지를 제공
― 가상계정은 동일 계정그룹에 속한 개별 RTGS계정을 합산한 금액
으로 잔액이 표시되며 특정 RTGS계정에서 해당잔액을 초과하는
지급지시가 입력되더라도 가상계정 잔액이내라면 처리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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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경우 특정 RTGS계정 잔액의 마이너스(-)가 허용되나 참가
기관은 일일 영업마감시까지 계정그룹내 여타 계정으로부터 자금
이체를 통해 잔액을 0이상으로 만들어야 함
□ 참가기관이 유동성 풀링기능을 이용하려면 계정간 자금배분, 모니
터링 수행 등 계정그룹의 관리를 책임지는 계정그룹 관리자(group
of accounts manager)를 지정해야 함
(5) 대기관리(queue management)
□ 직접참가기관은 대기된 지급지시에 대해 우선등급 또는 대기순서
변경, 대기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우선등급 변경은 긴급(urgent)과 보통(normal) 지급지시만 가능
하며 변경된 지급지시는 새로운 우선등급내에서 최초 입력시간을
기준으로 대기순서가 결정
― 대기순서 변경은 동일 우선등급내 1순위 또는 최후순위로의
변경만 가능
□ 한편 TARGET2에서 참가기관은 처리 시간대를 지정하여 지급지시를
입력할 수 있는데 대기상태의 지급지시에 대하여 동 시간대의
변경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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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계시스템
□ EEA내에 설립된 소액결제시스템, 증권결제시스템 등은 유로시스템
중앙은행과 협약을 체결하여 연계시스템(Ancillary System)으로
지정된 경우 TARGET2와 연계하여 해당 시스템에서 교환, 청산된
지급지시를 중앙은행 자금으로 최종 결제할 수 있음
― TARGET2에 연계될 수 있는 연계시스템은 6개 종류*로 유로지역
에서 현재 100여개가 운영되고 있고 TARGET2 가동이후 2011년
까지 약 50여개 시스템이 TARGET2에 연결될 것으로 예상
* 증권결제시스템, 소액결제시스템, 거액결제시스템, 청산기관, 단기자금결제
시스템, 외환결제시스템

□ TARGET2 참가기관은 TARGET2에 연계된 연계시스템에 대하여
장소에 관계없이 자신의 RTGS계정을 통해 결제처리할 수 있어
다양한 연계시스템에 보다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음
― 종전 TARGET의 경우 해당 연계시스템이 위치한 지역의 중앙
은행에 별도의 RTGS계정을 보유하거나 대행기관을 통해 결제
하여야 함
□ TARGET2에서는 연계시스템의 다양한 결제방식(특히 증권결제시스템)을
최대한 수용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연결모델과 결제방식을 제공
― 연결모델로는 자금결제가 해당 연계시스템내의 참가기관 계정에서
이루어지는 통합모델(integrated model)과 TARGET2 지급결제
모듈(PM)상의

RTGS

계정에서

(interfaced model) 등 2가지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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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지는

인터페이스모델

― 결제방식은 아래와 같이 6가지 방식을 제공
① 유동성이체(Liquidity transfer) : 증권대금 등의 최종결제가 AS

상에서 이루어지며 이를 위해 참가기관이 PM→AS로 자금을

미러계정(mirror account)을 경유하여 이체
(통합모델*, 실시간방식 적용)
* 참고 “통합모델에서 미러계정을 경유한 AS 자금결제 예시” 참조

② 실시간 결제(Real-time settlement) : 두 참가기관간 증권대금
등의 결제를 위해 PM상의 RTGS계정간 자금을 이체하는 것
(인터페이스 모델, 실시간방식 적용)

③ 양자간 결제(Bilateral settlement) : AS가 다수의 독립적인 개별
거래내역을 모아 전송하면 PM의 RTGS계정에서 일괄결제
(인터페이스 모델, 일괄처리방식 적용)

④ 다자간 표준결제(Standard multilateral settlement) : 다자간 결제
방식(총차기액=총대기액)으로 일정시간대에 PM의 RTGS계정에서
차기거래(출금)를 먼저 수행하고 대기거래(입금)를 수행
(인터페이스 모델, 일괄처리방식 적용)

⑤ 다자간 동시결제(Simultaneous multilateral settlement) : 다자간
결제방식(총차기액=총대기액)으로 일정시점에 PM의 RTGS계정에서
동시에 차기 및 대기거래 수행
(인터페이스 모델, 일괄처리방식 적용)

⑥ 전용 유동성이체(Dedicated liqudity) : 주로 야간의 자금결제를
위하여 참가기관이 사전에 필요유동성을 PM내 미러계정이나
자신의 서브계정에 이체
(통합 또는 인터페이스 모델, 일괄처리방식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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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RGET2에서는 일반적인 대기지급지시를 위한 3개의 최적화 알고
리즘 이외에 연계시스템의 다자간 동시결제(결제방식 ⑤)를 위해

별도로 최적화 알고리즘 4를 운영
― 알고리즘 4는 연계시스템의 거래내역 뿐만 아니라 대기파일의
여타 지급지시도 함께 결제를 시도하며 세부수행방식은 기본적
으로 알고리즘 2와 동일
― 알고리즘 4는 대기해소를 위한 여타 알고리즘(1, 2, 3)에 우선하여
수행
o 예를 들어 알고리즘 1이 진행중일 때 연계시스템의 결제시간이
도래한 경우 알고리즘 1 완료 후 바로 알고리즘 4가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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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통합모델에서 미러계정을 경유한 AS 자금결제 예시
― 일부 연계시스템(AS)의 경우 사정에 의해 지급결제모듈(PM)상에서 자금
결제를 직접 처리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해 TARGET2에서 통합
모델에 의한 결제방식을 제공
o 통합모델에 의할 경우 자금결제는 AS상에서 이루어지며 참가기관은
미러계정(mirror account)을 경유하여 PM과 AS간 자금이체를 통해 관련
AS 결제를 수행
― PM상의 미러계정은 증권결제와 관련한 중앙은행 보유계정으로 동 계정에서의
차기 또는 대기 금액은 AS상의 또 다른 미러계정(중앙은행 보유계정)에서의
대기 또는 차기 금액과 동일
― 증권대금 결제를 위해 통합모델에서 B기관→A기관으로 €100를 결제해야
하는 경우 자금이체는 아래 순서로 진행
① 먼저 PM상에서 B기관의 신청에 따라 동 금액을 B기관의 RTGS계정에서
€100를 차기하고 미러계정에 대기
② AS상의 또 다른 미러계정에서 €100를 차기하고 AS상 B기관 결제계정에
대기
③ AS상 결제계정에서 B기관 → A기관으로 €100 자금결제
<PM>

<AS>
B계정
③

€100
(credit)

②

미러계정

미러계정

€100
(credit)

€100
(debit)

A계정
€100
* AS상의 A, B기관 결제계정은 중앙은행에 개설된 계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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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B계정

€100
(debit)

Ⅵ. 평가
□ 유로화 도입이후 유로지역의 단일 통화정책수행, 금융시장 통합을
위한 하부구조로서 결제시스템의 개혁이 강조되어 왔음
― 또한 전산 및 통신 기술의 진보 등으로 자금, 증권, 외환 등 각종
금융거래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환경하에서 결제시스템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제고하는 것이 긴요
― 향후 EU 회원국 확대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결제시스템을
정비할 필요성도 증가
□ 이러한 맥락에서 도입된 TARGET2는 각 참가국의 요구를 조화롭게
수용하면서 표준화된 결제시스템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유로
지역의 금융시장 통합에 더욱 기여하고 금융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것으로 기대
― TARGET2가 단일화된 전산시스템으로 구성됨으로써 참가기관의
지역적 위치에 관계없이 유로지역을 대상으로 한 금융거래나
유동성 관리가 종전보다 용이
― 각 참가국내 증권결제시스템, 소액결제시스템등에 대하여 다양한
연계결제방식을 도입함으로써 동 시스템들에 대한 최종결제서비스
제공이 용이
― 현재 시스템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EU지역 중앙은행간 담보관리
제도(CCBM2) 및 증권결제시스템 통합(T2S) 등의 프로젝트에
통합된 결제기반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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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일화된 시스템구조가 종전의 분산구조에 비해 장애발생을 줄일
수 있으며 시스템 개선에도 유리
o 특히 업무지속계획의 핵심으로 2개 지역 4개 장소에 동일
시스템을 갖춤으로써 비상상황시 대응능력을 제고
□ 또한 TARGET2는 다양한 결제서비스와 유동성관리기능을 제공하여
효율성을 크게 높인 것으로 평가
― 혼합형 결제방식을 제공함으로써 참가기관의 일중결제자금 절약을
도모
― 선일자 자금이체, 지급지시의 결제우선순위 부여, 지급지시의
처리시간 예약, 직접출금, 거래량을 감안한 수수료 징수, 결제
실패시 보상 등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여 참가기관의 편의성을
제고
― 직접 및 간접참가 외에 복수접근방식 및 결제대상BIC기관 도입
으로 시스템 접근방식을 다양화하고 EEA지역 이외 소재 기관에
서도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TARGET2의 저변을 확대
□ ECB의 주도로 추진된 TARGET2는 단일통화체제에 걸맞는 단일
결제시스템으로서 종전의 분산된 결제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고
미래 금융환경에 대비한 모범적 개발사례가 될 것으로 판단
□ 최근 선진 중앙은행에서 거액결제시스템의 개선을 완료하거나
추진중에 있고 당행도 신 한은금융망을 구축중인 바, 앞으로도 금융
환경 변화에 대응한 결제인프라 및 서비스 개발에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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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논의 배경 및 경과
□ 1999년 유로화의 도입과 역내 중앙은행들의 RTGS 시스템을 단순
연계한 TARGET의 가동 이후 EU역내 국가간 거액자금결제의 효
율성이 크게 제고
― ECB는 2001년부터 역내 중앙은행들이 단일한 전산시스템을 사용
하는 TARGET2의 개발에 착수하여 2007.11월부터 운영중
□ 그러나 유로화 도입 이후 역내 국가간 증권거래규모는 대폭 증가
하였으나 국가별로 증권결제 관행 및 제도가 상이하여 역내 국가간
증권결제의 효율성은 크게 개선되지 않은 상황
― 역내 개별국내의 증권결제비용은 건당 0.35~3.43 유로인 반면 EU
*

역내 국가간 증권결제비용은 19.5~35 유로에 달함
* TARGET2-Securities: The Blueprint, ECB, 2007.3

□ TARGET2의 개발 논의를 전후하여 EU집행위원회와 ECB를 중심
으로 역내 국가간 증권결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논의가 급
진전
― EU집행위의 금융정책자문단인 Giovannini 그룹은 2001년과 2003년
두 차례에 걸쳐 유럽지역 증권결제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인
(이하 ‘Giovannini 장벽’)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
* <붙임 1> ｢Giovannini 장벽 및 개선노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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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Giovannini 장벽은 각국의 상이한 증권결제시스템 등 기술적 장벽,
국가별 업무처리관행, 각국의 조세제도 및 관련법규로 구분
― 이후 EU집행위는 업무처리관행 및 제도･법규의 개선을 위해 다
각적인 노력을 강구
o 2005년에는 조세제도 및 관련 법규를 정비하기 위해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그룹을 구성
o 2006년에는 국별로 상이한 업무처리관행의 조화를 위해 ｢청산
및 결제 규범｣(Code of Conduct on clearing and settlement)을 채택
하고 관련기관의 자발적인 준수를 촉구
― 한편 2006년 ECB는 역내 단일증권결제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한 연구계획을 발표
o 2007년에는 TARGET2를 기반으로 하는 TARGET2 -Securities
(이하 ‘T2S') 연구보고서(T2S Feasibility Study Documents, 2007.3)와

T2S의 운영 및 기능에 관한 기본내용을 담은 ｢TARGET2
-Securities의 일반원칙｣(General Principles of TARGET2 -Securities,
*

2007.10) 을 발표
* <붙임 2> ｢TARGET2-Securities의 일반원칙｣ 참조

o ECB는 2008.4월까지 관련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스템의 구축
여부를 2008년중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구축이 결정될 경우 2013년
가동을 목표로 개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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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TARGET2-Securities의 주요 특징

1. 참가기관들은 단일한 증권결제 전산시스템을 이용
□ T2S에 참가하는 중앙예탁기관들은 단일한 증권결제 전산시스템을 이용
하여 국내 및 국제 증권결제업무를 수행
□ 시스템의 운영은 ECB와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 4개국
중앙은행이 공동으로 담당

2. 중앙예탁기관들은 T2S에 직접 참가
□ 중앙예탁기관들은 국제증권결제를 위한 옴니버스계좌*를 상호간에
개설하여 T2S에 직접 참가하고 보관기관들은 중앙예탁기관에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T2S에 간접적으로 참가
* 옴니버스계좌(omnibus account)란 중앙예탁기관을 통해 국제증권결제서비
스를 이용하는 투자자들의 증권결제를 위해 중앙예탁기관들이 상대중앙
예탁기관에 상호 개설한 증권계좌

― 일부 보관기관들이 중앙예탁기관과 대등하게 T2S에 참가할 의사를
밝혀 ECB에서 이의 허용 여부를 검토중
□ 현재는 유로지역내 중앙예탁기관간 국제증권결제와 관련하여 전산
시스템이 연계된 경우가 거의 없으나 T2S에 참가시 각국 중앙예탁
기관간 연계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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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각 중앙예탁기관은 T2S의 참가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
― T2S에 참가하지 않는 중앙예탁기관 및 보관기관들은 기존의 증권
결제 전산시스템을 계속 운영
o 현재 유로지역에는 19개의 중앙예탁기관들이 개별적인 증권결제
시스템을 운용중

3. 결제대상은 유로화 표시 또는 대금결제가 유로화로 이루어지는
증권
□ T2S가 유로화 자금결제를 위한 TARGET2를 기반으로 개발･운영
됨에 따라
T2S의 결제대상은 동 시스템에 참가하는 중앙예탁기관에 예탁된
유로화표시 증권과 대금이 유로화로 결제되는 증권임

4. T2S를 이용하여 증권을 결제하고 결제대금은 TARGET2내 T2S
전용결제계좌를 통해 수수
□ T2S에 참가하는 중앙예탁기관들은 상호간 개설한 옴니버스계좌와
T2S를 통해 국제증권결제를 처리
― 현재 유로지역 증권결제는 대부분 국제보관기관* 및 국제중앙
**

예탁기관 을 통해 수행되나
T2S의 도입시 각국 보관기관들은 T2S에 참가하고 자사의 증권
계좌가 개설된 중앙예탁기관을 통해 국제증권결제업무를 수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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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보관기관은 현지 중앙예탁기관에 참가하는 자사 해외지점이나 현지
보관기관과의 업무 제휴를 통해 국제증권결제업무 수행
* 국제중앙예탁기관은 각국 중앙예탁기관 및 현지 보관기관과의 업무 제휴를
통해 국제증권결제업무 수행

□ 대금결제는 TARGET2 결제계좌(RTGS account)중 일부인 T2S 전용
결제계좌(dedicated cash sub-account)를 통해 처리
― 대금결제은행은 TARGET2 결제계좌와 구분되어 운영되는 T2S
전용결제계좌에 증권결제대금을 확보하고 증권대금결제내역을
편리하게 조회
― TARGET2 결제계좌와 T2S 전용결제계좌간에는 실시간 자금입출이
가능
□ T2S는 실시간 총액으로 결제되는 증권대금동시결제(DVP)방식을 기본
결제방식으로 채택
― 필요시 증권결제후 대금을 지급하는 FoP(Free of Payment) 등의 결제
방식 도입을 검토
― 증권대금 결제계좌내 잔액부족으로 결제되지 않은 경우 대기제도
및 상계결제 등을 수행하는 최적화 대기관리프로그램을 운영*
* <붙임 3> ｢T2S의 시스템구조 및 운영시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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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T2S를 통한 증권 및 대금 결제의 예

― A국 투자자와 B국 유가증권 매각자는 B국 중앙예탁기관에 보관된
€100 가치의 증권 매매계약에 따라 자국 보관기관에 해당 증권의
매수와 매도를 지시
― A국 투자자는 증권매수대금으로 €100을 거래은행(A)을 통해 B국
중앙예탁기관이 지정한 거래은행(B)에 지급
→ 증권계좌내 예탁잔량과 결제계좌내 대금이 확인되면 T2S를 통해 증권과
대금을 동시결제(DVP)

T2S
<A국 중앙예탁기관>
A국 보관기관
증권계좌
100
(credit)

<B국 중앙예탁기관>
A국 중앙예탁기관
옴니버스계좌

미러계좌*
②

100
(debit)

100
(credit)

B국 보관기관
증권계좌
①

100

DVP

<A국 중앙은행>

<B국 중앙은행>

거래은행 A

거래은행 B

€100

①

€100
(credit)

TARGET2
* 미러계좌(mirror account)란 중앙예탁기관이 상대 중앙예탁기관에 개설한 옴니버스
계좌내의 증권내역을 관리하기 위해 보유하는 계좌로 옴니버스계좌와 1:1로 대응되며
옴니버스계좌의 대･차변은 동 계좌의 차･대변과 일치

5. T2S에 참가하는 중앙예탁기관들은 기존의 업무를 수행
□ 중앙예탁기관은 T2S 도입 이후에도 발행증권의 인증 및 등록,
증권의 예탁 및 관리, 권리행사대행 등의 기존의 업무를 수행

- 96 -

< 참고 >

증권대금결제구조의 변화(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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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도입의 효과

1. 긍정적 효과
□ DVP 결제방식의 확대에 따라 역내 국가간 증권결제의 안전성이
제고되고 단일 증권결제시스템의 도입을 위한 관련제도의 정비 등
으로 역내 증권결제의 효율성 향상
― 현재는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DVP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나
T2S에서는 중앙은행 결제계좌를 통한 DVP가 기본 결제방식으로
사용되므로 증권결제관련 리스크가 크게 감축될 전망
― 각국의 증권결제 관행 및 제도의 정비와 단일 증권결제시스템의
도입 등으로 증권결제비용이 대폭 감축됨에 따라 역내 증권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
o ECB는 T2S의 거래건당 결제비용을 0.29미달러로 추정하였는데
이는 현재 유럽지역에서 가장 낮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중앙예탁
기관(IT Monte Titoli, 0.4유로(약 0.6미달러))보다도 낮은 수준

유럽지역 DvP 결제비용
Clearstream
F

0.59

OeKB
5.15

Euroclear Euroclear
NL
1.35

FR
1.43+0.0041)
0.50+0.0042)

CIK NBB

BE BOGS

Titoli

1.23 2.701)

0.40

BE
3.3276

2)

단위: 유로 (건당, 2005년 기준)
GR IT Monte
FI
E

주: 1) 채권결제비용
2) 주식결제비용
자료: T2S Economic Feasibility document, ECB, 20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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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erclear APK

1.21

4.001)
0.342)

― 증권예탁 및 여타 서비스부문에서의 중앙예탁기관간의 경쟁심화로
전반적인 증권거래비용도 하락할 전망
o 현재 중앙예탁기관의 결제서비스를 이용하는 보관기관의 T2S
직접 참가가 허용될 경우 증권산업내 경쟁은 더욱 가속화될
가능성
□ 국외담보수용제도(cross-border collateral arrangement) 를 도입한 중앙
*

은행의 경우 T2S의 도입으로 담보증권의 결제절차가 간소화되어
금융기관에 신속한 유동성 공급이 가능
* 중앙은행이 자국내에서 영업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시 해당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해외통화 및 해외통화표시증권, 해외에서 발행되거나 해외에
보관된 증권 등의 자산을 담보로 인정하는 제도

□ 중앙예탁기관과 보관기관은 T2S 구축에 따른 비용을 초과하는
편익을 볼 것으로 예상
― 중앙예탁기관은 개별 증권결제시스템의 운영비용 절감, 보관기관은
중앙예탁기관과의 전산시스템 연계 및 유지 비용절감 등으로
거액의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
중앙예탁기관 및 보관기관의 예상비용･편익 추정결과 요약

(단위: 천만 유로)

투자비용
연간 운영비용 절감효과
인터페이스 운영비용
관련 인적경비
담보 비용

중앙예탁기관
-17.2
8.5
8.5
-

자료: T2S Economic Feasibility document, ECB, 20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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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기관
-3.7
14～33
5～7
6
3～20

2. 부정적 효과

□ T2S는 규모의 경제효과(economy of scale) 및 네트워크 외부효과
*

(network externalities) 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독점적인 결제시스템

으로 진화되어 결제수수료의 결정 등에서 독점력을 행사할 가능성
* 시스템 이용자 수가 증가할수록 전체 참가자의 이익이 커지는 효과

― 각국의 중앙예탁기관도 T2S와 보관기관의 중개기구로 기능한다는
점에서 가격결정력을 행사할 우려
□ T2S의 도입 이후에도 다수의 중앙예탁기관들이 자체 증권결제전산
시스템을 계속 운영할 경우 오히려 역내 증권결제부문의 비효율성을
심화
― T2S 운영기준이 불명확하거나 국가간 법적문제 발생시 중앙예탁
기관들은 자체 증권결제시스템의 운영을 지속할 가능성
―

유럽지역

국가간

증권결제부문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Euroclear, Clearstream 등 국제중앙예탁기관의 경우 자체적으로
구축한 네트워크를 통해 광범위한 증권결제서비스를 제공중이며
이로 인해 T2S에 참가하지 않을 가능성
o Euroclear는 각 국에 소재한 동일 계열의 중앙예탁기관들*과의
전산시스템 단일화를 추진중
* Euroclear Belgium, Euroclear France, Euroclear Nederland, Euroclear
UK&Ireland 등 4개의 중앙예탁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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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향후 전망
□ EU집행위는 현재 관련기관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중이며 동 의견
수렴결과를 바탕으로 2008년중 T2S의 구축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
― 각국 중앙은행은 역내 증권결제의 안전성 및 효율성 제고 측면
에서 T2S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다수 금융기관들도 증권
결제관련 비용의 절감 및 결제리스크 감축 등의 이유로 도입을
지지
― 반면 T2S의 도입후 증권결제업무의 축소 및 경쟁심화 등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우려한 일부 중앙예탁기관들은 증권결제산업의
독점화 우려 등을 들어 T2S의 도입에 부정적인 견해를 표명
□ T2S는 ECB가 역내 증권결제의 효율성 제고를 목표로 추진중인 핵심
프로젝트이며 대다수 금융기관의 지지를 얻고 있다는 점에서 개발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큼
― 다만 현 증권결제서비스 제공주체인 중앙예탁기관들의 협조가
미약하여 동 기관들의 설득을 통한 T2S 참여유도가 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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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Giovannini 장벽 및 개선 노력
□ Giovannini 그룹은 유럽지역 증권결제부문의 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국별로 상이한 IT 플랫폼 및 업무관행, 조세제도, 관련 법률의 이질성에서
비롯된 불확실성 등을 지적
Giovannini 장벽
분야

주요 내용
․ 국마다 상이한 IT 플랫폼 및 인터페이스
․ 사용자의 청산･결제기관의 선택 제한
․ 권리행사 대행업무(corporate action)에 관한 규정
․ 일중 결제완결성 기준시점
기술적 장벽 및 ․ 타국 증권결제시스템에의 직접 참가 제한
․ 결제주기
국가별 관행
․ 운영시간대 및 업무마감시점
․ 증권 발행 관행
․ 증권 예탁장소의 제한
․ 국채전문딜러(primary dealer) 및 장내･외시장딜러의
활동영역 제한
․ 증권소득 징수기관의 제한
조세제도
․ 증권거래세 징수기관의 제한
․ EU역내 통합적인 증권관련제도의 부재
법률적 장애
․ 국가간 상계제도의 차이
․ 국가간 관련 법률의 상충
자료: Cross-Border Clearing and Settlement Arrangements in the European
Union, Giovannini Group, 2001

□ EU집행위는 민간부문 및 공공부문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Giovannini
장벽의 제거를 주도
― 2006년 증권결제비용구조의 투명성 및 증권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유럽 증권업계가 마련하여 EU집행위에 제출한 ｢청산 및 결제 규범｣
(Code of Conduct on clearing and settlement)을 채택한 뒤 관련기관들의

자발적인 준수를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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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청산 및 결제 규범｣ 모니터링 그룹(MOG) 을 구성하여 규범에 조인한
*

기관들의 준수여부에 대해 감시하고 동 결과를 EU경제재무장관이
사회(ECOFIN: Economic and Financial Affairs)에 보고
* EU집행위원회, ECB 및 EU역내 중앙은행, 유럽지역 증권규제위원회(CESR:
Committee of European Securities Regulators)의 대표자들로 구성

― 2005년에는 제도와 법률정비를 목적으로 조세분야 자문그룹(FISCO
Group)과 법률분야 자문그룹(Legal Certainty Group)을 조직하여 각 분야

에서의 Giovannini 장벽을 해소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토록 함
o 민간부문 및 학계 전문가 15인으로 구성된 조세분야 자문그룹은 조세
제도의 차이로 인한 증권소득세 원천징수 및 증권거래세 징구문제의
해소방안을 연구
o 법률분야 자문그룹은 각 국마다 상이한 증권의 배당소득처리 및 권리
행사대행 문제 등의 해소방안을 연구
□ 아울러 EU집행위는 ECB 및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추진하는 T2S의 구축
프로젝트가 Giovannini 장애요소 중 기술적 장벽의 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동 프로젝트를 지지
― EU집행위는 T2S의 도입으로 연간 20～50억 유로에 상당하는 비용이

절감되고 EU역내 전체적으로 연 0.2～0.6%의 GDP 상승효과를 볼 것
으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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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TARGET2-Securities의 일반원칙
내
원칙1

용

유로시스템은 T2S의 개발 및 운영을 총괄

원칙2

T2S는 TARGET2의 플랫폼(SSP)을 기반으로 개발‧운영되며 TARGET2와
동일한 수준의 서비스 및 안전성을 보장

원칙3

T2S는 중앙예탁기관에 대해 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일 뿐 중앙
예탁기관의 기능을 수행하지 않음

원칙4

개별 투자자의 증권계좌 개설, 관리 및 해지에 관한 법적책임은 해당
중앙예탁기관에 귀속

원칙5

중앙예탁기관은 T2S를 통해 모든 참가기관에 동일한 수준의 결제서비스
제공 가능

원칙6

증권결제업무(증권계좌간 대체)는 T2S에서 처리

원칙7

T2S에 참가하는 중앙예탁기관들은 ｢결제완결성지침｣(Settlement Finality
Directive)에 따른 지정증권결제시스템으로 지정됨

원칙8

대금결제는 각국 중앙은행의 결제계좌를 통해서 실행

원칙9

증권대금은 원칙적으로 유로화로 결제

원칙10

T2S는 기본적으로 대금결제가 유로화로 처리되는 증권만을 취급하나 향후
수요가 있을 경우 여타 통화로 결제되는 증권도 업무대상으로 포함

원칙11

T2S 참가방식과는 관계없이 T2S에 입력된 결제지시는 모두 동일한 기준에
따라 처리

원칙12

중앙예탁기관의 T2S 참가여부는 의무사항이 아닌 선택사항

원칙13

중앙은행의 당좌계좌를 통해 유로화로 대금결제가 가능하고 결제완결성
지침에 따라 지정증권결제기관으로 정해진 중앙예탁기관이면 유럽지역 외에
소재하는 중앙예탁기관이라도 T2S에 참가가능

원칙14

T2S에 참가하는 모든 중앙예탁기관은 동일한 수수료로 서비스를 이용

원칙15

T2S에 참가하는 모든 중앙예탁기관의 기본이용계약 조건은 동일

원칙16

T2S 운영일은 TARGET2 운영일과 일치하며 각 국 중앙예탁기관은 휴일(해당
국의 국경일 등)인 경우에도 최소한의 업무는 지속할 필요

원칙17

T2S의 결제관련 규정 및 절차는 모든 중앙예탁기관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

원칙18

T2S 운영원칙은 비용회수에 있으며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음

원칙19
원칙20

T2S는 서비스 가격구조의 투명성 등을 규정한 ｢청산 및 결제 규범｣
(European Code of Conduct for Clearing and Settlement)을 준수

T2S에 참가하는 중앙예탁기관은 관할 감독기관의 규제 및 감시기준을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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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T2S의 시스템 구조 및 운영시간
결제과정
관리시스템
①결제지시내역의
확인
②결제지시내역의
대조
③결제가능여부
판단

데이터
시스템
⑦결제지시사항

보관･결제재시도

④결제지시사항을
우선순위대로 정렬

⑥최적화 대기관리
프로그램

증권계좌

⑤증권대금

T2S 전용

동시결제

결제계좌

결제처리
시스템

□ T2S는 TARGET2의 운영시간대에 맞추어 주간(05:15~18:00)은 물론 야간
(19:30~03:00)에도 가동

TARGET2 및 T2S의 야간 운영시간대
TARGET2 야간 운영시간
결제 야간결제 야간

시스템

야간결제

주간결제 주간

마감
준비
결제
정비
준비 결제
18:00 18:45*
19:30 22:00
01:00 03:00 05:00
05:15 06:45
07:00
결제 야간결제
시스템 주간결제
야간결제
주간결제
마감
준비
정비
준비

T2S 야간 운영시간
* 18:45를 기준으로 결제일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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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4>

T2S 프로젝트 추진그룹의 조직도

지원

ECB 집행위원회

지급 및 증권결제제도위원회

(PSSC: Payment and Securities
Settlement Committee)

T2S 자문그룹

참여

유럽지역 중앙예탁기관

(Advisory Group)

및 금융기관

TG 총괄그룹

참여

(Coordination Group)

Technical

Technical

Technical

Technical

Technical

Technical

: 서비스

: 전반적인

: 결제처리

: 데이터

: 인터페이스

: 그 외 기타

제공범위 및

결제과정

시스템의

시스템의

구축

사항에 관한

운영시간대

운영

개발

관리

Group 1

Group 2

조직
ECB 집행위원회
PSSC

Group 3

Group 4

Group 5

Group 6

연구

구성 및 업무
ECB 집행간부 및 유로화를 차용한 15개국 중앙은행 총재들로
구성되며 T2S 프로젝트 최종 의사결정기구로 역할
EU역내 중앙은행의 지급결제관련부서장으로 구성된 ECB산하의
위원회로 ECB 집행위원회의 의사결정을 지원
ECB, 유로화를 차용한 15개국 중앙은행, 유럽지역 중앙예탁기관

T2S 자문그룹

및 주요 금융기관의 대표자로 구성되어 Technical Group의 연구
결과를 ECB 집행위원회에 보고

TG 총괄그룹

6개의 Technical Group의 업무를 조정하고 관리

Technical Group T2S의 기술적인 부분에 관한 연구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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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논의 배경
□ 2007년 12월 현재 EU의 25개 회원국중 15개국* 중앙은행들은 자국
에서 영업하는 금융기관이 다른 국가에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대출
담보로 인정해 주는 국외담보수용제도**를 운용
* 영국, 스웨덴, 벨기에, 독일,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프랑스, 핀란드, 슬로베니아, 포르투갈, 오스트리아 등
** 자세한 내용은 <참고> ｢주요국 중앙은행의 국외담보수용제도 운용 현황｣을
참조

― 2007. 12월 기준으로 유로지역 중앙은행의 대출중 국외담보수용
제도를 이용한 비중은 48.5%를 차지
― 국외담보 대출중에서는 ‘중앙은행간 거래대행방식’(CCBM: Correspondent
Central Banking Model)으로 처리한 비중이 81.7%(2007년말 기준)

□

한편

EU는

ECB를

중심으로

역내

단일

증권결제시스템인

*

(TARGET2-Securities: T2S)의 구축 을 추진하면서

역내 중앙은행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CCBM 방식에 T2S를
이용(이하 ‘CCBM2')한 방안도 논의중
* 자세한 내용은「TARGET2-Securities(역내 단일증권결제시스템)」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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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CCBM2의 내용

1. 현행 CCBM의 구조
□ CCBM이란 본국 중앙은행의 금융기관 앞 대출시 외국 중앙은행이
본국 중앙은행을 대신하여 담보를 수취하고 동 수취 내역을 본국
중앙은행에 통지하는 제도를 말함
□ 예를 들어 A국 소재 은행이 CCBM 방식을 이용하여 B국에 보유하고
있는 적격 증권을 A국 중앙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는
경우의 업무 흐름은 다음과 같음
(1) A국 소재 은행은 B국 현지 보관기관에 해당 증권을 B국 중앙
은행 앞으로 담보 제공할 것을 요청
(2) 현지 보관기관은 B국 중앙예탁기관에게 해당 증권을 B국 중앙
은행 앞으로 담보 제공 지시
(3) B국 중앙예탁기관은 현지 보관기관 명의의 증권계좌에 예탁되어
있는 해당 증권을 B국 중앙은행 명의의 증권계좌로 이체
(4) B국 중앙은행은 동 증권이 B국 중앙은행 앞으로 이체된 것을
확인하고 동 이체사실을 A국 중앙은행에 통보
(5) A국 중앙은행은 이체사실을 확인한 후 은행에 대출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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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BM 방식을 이용한 중앙은행의 대출 메커니즘(예)

( A 국 )
A국 중앙은행

⑦ 담보수취확인

( B 국 )
B국 중앙은행
⑥담보증권
확인

① 대출
신청

⑤담보증권
이체통보

B국 중앙예탁기관

⑧ 대출
실행

④현지 보관기관 증권계좌
→ B국 중앙은행 증권계좌
③증권담보제공지시

은행

현지 보관기관
②담보제공 요청

2. CCBM2의 특징

가. CCBM2의 이용 참가기관들은 단일한 전산시스템을 이용
□ CCBM2에 참가할 국가들은 단일한 CCBM 관련 전산시스템 및
절차를 이용
―

벨기에

중앙은행과

네덜란드

중앙은행간에

사용하고

있는

CCBM 시스템을 기준으로 ECB가 정하는 공통의 IT 표준에 따라
전산시스템을 개발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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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T2S와의 조화
□ CCBM2는 역내 단일 증권결제시스템인 T2S를 기반으로 설계되므로
CCBM2 시스템의 사용자 환경(Interface)은 T2S와 호환되게 구축
― 담보증권은 유로화 표시증권 및 유로화로 대금이 결제되는 증권
으로 제한되고 대출은 TARGET2를 통해 실행
□ 국외 담보증권은 T2S를 통해 국외 중앙예탁기관에 개설된 현지
보관기관 명의의 증권계좌에서 외국 중앙은행 명의의 증권계좌로
이체하고 동 결제내역이 외국 중앙은행, 현지 보관기관 등에 통보
CCBM2 방식
( A 국 )
A국 중앙은행

① 대출
신청

⑦ 담보수취확인

( B 국 )
B국 중앙은행

⑥담보증권
확인

⑤담보증권
이체통보

T2S

⑧ 대출
실행

B국 중앙예탁기관

④현지 보관기관 증권계좌
→ B국 중앙은행 증권계좌
③담보제공지시

은행

현지 보관기관
②담보제공 지시

□ 중앙은행들은 기존 CCBM 시스템과 CCBM2 시스템 중 선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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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실시간 자동전문처리장치의 도입
□ 대출신청, 담보수취, 대출실행에 이르는 전문 메시지 모두를 실시간
일관처리절차(STP: Straight Through processing)를 통해 처리함으로써
중앙은행의 국외담보수용방식의 효율성이 크게 제고
□ 실시간 자동전문처리장치는 SWIFT망을 이용

라. 국내담보와 국외담보를 통합 관리
□ CCBM2에서는 중앙은행 대출시 제공된 국내 담보와 국외 담보를
통합하여 관리 가능

마. 비시장성 자산인 담보도 관리 가능하도록 구축
□ 현재 독일 등의 국가에서 적격담보로 인정하고 있는 기업대출 등
비시장성 자산(Non Marketable Asset: Credit Claim)에 대해서도 담보로
관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시스템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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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도입 효과
□ 유로지역 중앙은행의 국외담보수용방식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CCBM 시스템 및 절차가 단일화됨으로써 중앙은행의 금융기관
대출이 보다 적기에 신속히 실행될 수 있어 금융시장의 안정성이
제고
― CCBM2는 실시간 자동전문처리장치를 적용하므로 국외담보수용과
관련한 운영리스크가 대폭 감소
― 중앙은행은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국외담보 규모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 가능
― 유사시 국외담보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신속한 유동성 공급이 가능
□ CCBM2는 중앙은행의 국･내외 담보관리시스템을 통합･관리하고
국가별로 상이한 CCBM의 시스템도 단일화하므로 유로지역에서
중앙은행의 대출과 관련한 담보관리는 하나의 통합공동담보관리
체제로 전환
□ CCBM2의 사용으로 중앙은행 및 금융기관의 국외담보제도 이용이
활발해지면 유로지역의 증권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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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전망
□ EU 및 ECB는 2008년중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 후
T2S의 구축 추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구축이 결정될 경우
2013년 가동을 목표로 T2S를 개발할 계획
― 이에 따라 CCBM2의 시스템 개발도 T2S의 추진 일정에 맞추어 질
것으로 예상
□ CCBM2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유로지역 국가간 증권결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Euroclear, Clearstream 등 국제증권예탁
결제기관의 참여가 필수적이므로
ECB는 T2S 구축 추진 과정에서 중앙은행, 중앙예탁기관, 금융기관
등의 참가기관 뿐만 아니라 국제증권예탁결제기관의 적극 참여를
유도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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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조사배경
□ 세계화의 진전에 따라 금융기관들의 활동영역이 해외 시장으로
확대되면서 해외에 다수의 지점을 보유한 글로벌 금융기관들은 중앙
은행과의 거래에 있어 해당국 통화로 표시된 담보를 제공하는데
상당한 비용을 부담
□ 또한 실시간총액결제시스템 및 증권대금동시결제방식의 이용확대로
금융기관의 결제 유동성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주요국 중앙은행들도
결제유동성 제공과 관련된 대출담보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증가
― 국･내외 결제시스템에 동시에 참가하는 글로벌 금융기관 수의
증가로 이들 글로벌 금융기관의 유동성 리스크 확대에 따른
결제불이행 위험이 증가
□ 이에 따라 주요국 중앙은행들은 자국에서 영업하는 금융기관이 국
외에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대출담보(cross-border collateral, 이하 ‘국외
담보’)로 인정해주는 국외담보수용제도(cross-border collateral arrangement)

를 운용중이거나 도입을 검토중
□ G10 중앙은행들이 BIS에 동 제도의 영향 및 의의에 관한 연구를
의뢰함에 따라 BIS CPSS는 2006. 1월에 본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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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국외담보수용제도의 도입 현황 및 유형

1. 도입 현황
□ 국외담보수용제도란 중앙은행이 자국내에서 영업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시 해당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해외통화 및 해외통화표시
증권, 해외에서 발행되거나 해외에 보관된 증권 등의 자산을 담보로
인정하는 제도
― 영국, 스웨덴, 스위스 및 유로지역 중앙은행들은 거액결제시스템
(TARGET*) 참가 금융기관들의 원활한 결제를 위해 해당 금융기관

들이 보유한 국외담보를 수용
* 현재 TARGET2로 이행중

o 2006. 12월 기준으로 유로지역 중앙은행들의 대출담보 중 국외
담보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53%에 달함
― 미국은 자국내 금융기관들이 보유하는 캐나다, 일본, 스웨덴, 스위스,
영국 및 유로지역 국가에서 발행된 증권을 국외담보로 인정
― 한편 G10국 중 캐나다와 일본은 자국 금융시장 여건상 동 제도를
수용하지 않음
□ 중앙은행들이 인정하는 국외담보는 대부분 정부채권이며 일부 중앙
은행들은 국채 외의 우량 유가증권 및 모기지 관련 증권, 타국 통화
등도 담보로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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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제도를 도입한 대부분의 중앙은행들은 국외담보를 평상시 일중
또는 일일물 유동성 공급시 담보로 수용하지만 영국은 금융위기와
같은 긴급한 상황 발생시 미 국채를 추가로 수용

2. 제도 유형
□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국외담보 수용방식은 5가지로 구분
① 중앙은행간 거래대행방식(CCBM: Correspondent Central Banking Model)
② 중앙은행간 보증방식(Guarantee: guarantee model)
③ 증권결제시스템간 연계방식

(Links: links between securities settlement systems)

④ 해외 증권결제시스템 원격이용방식

(RA: Remote Access to a securities settlement system)

⑤ 담보관리시스템 이용방식(CMS: Collateral Management System)
주요국의 국외담보 수용현황 요약
국가
유로지역주)

제도 유형
특 징
CCBM, Guarantee, 대부분 CCBM 방식으로 유로화 표시증권에
Links, RA, CMS 한정하여 수용

미국

RA, CMS

주로 G10국 통화 및 유로화 표시 증권을
수용하나 실제 국외담보가 이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음

영국

CCBM, RA

주로 유로화 표시증권을 수용하며 긴급한
상황에서는 미 국채를 담보로 수용

스웨덴
스위스

CCBM, Guarantee, 유로화 채권, 덴마크, 노르웨이의 정부증권
RA
및 양국의 통화를 담보로 수용
CMS

유로화 표시증권 및 독일모기지증권을 수용

주: 벨기에, 독일,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 이태리,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프랑스, 핀란드,
슬로베니아, 포르투갈, 오스트리아 등 13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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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앙은행간 거래대행방식(CCBM: correspondent central banking model)
□ 소재국(A국) 중앙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고자 하는 금융기관은 국외
담보가 예치된 국가(B국)의 중앙은행 앞으로 담보증권을 이체하고
소재국 중앙은행은 이를 근거로 금융기관에 대출
― 담보와 관련된 모든 리스크는 국외담보를 수용하는 A국 중앙은행이
부담
― B국 중앙은행이 상대국 중앙은행의 대출에 이용되는 금융기관의
담보를 대신 보관하는 등 중앙은행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

CCBM 방식
( A 국 )
A국 중앙은행
①담보정보
제공

③이체통보

( B 국 )
B국 중앙은행
담보이체

④대출

B국 중앙예탁기관

A국 소재 은행(A은행)

현지 보관기관
②이체 지시

① A은행은 이체 예정인 국외담보정보를 A국 중앙은행에 통지

② A은행은 국외 자산이 예치된 B국 소재 보관기관에 국외담보를
B국 중앙은행 앞으로 이체할 것을 요청

③ B국 중앙은행은 담보의 이체사실을 A국 중앙은행에 통보
④ A국 중앙은행은 이를 확인한 뒤 A은행에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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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중앙은행간 보증방식(Guarantee: guarantee model)
□ 기본구조 및 절차는 “중앙은행간 거래대행 방식”과 유사하나 상대국
(B국) 중앙은행에 국외담보의 가치 및 이체사실을 보증할 의무를

추가적으로 부여
― 단순히 중앙은행간의 협력에만 의존하지 않고 상대국(B국) 중앙
은행이 대출담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부담

Guarantee 방식
( A 국 )
A국 중앙은행
①담보정보
제공

④대출

③이체통보

“중앙은행간
보증”

( B 국 )
B국 중앙은행
담보이체

B국 중앙예탁기관

A은행

현지 보관기관
②이체 지시

③ 증권결제시스템간 연계방식
(Links: links between securities settlement systems)

□ 금융기관은 소재국(A국) 중앙예탁기관과 국외담보가 예치된 B국
중앙예탁기관간의 업무 제휴를 위해 연계된 시스템을 이용하여 국외
담보를 소재국 중앙은행 앞으로 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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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담보를 수용하는 A국 중앙은행이 담보의 평가 , 담보증권의
권리행사 등 담보와 관련된 제반 리스크를 부담

Links 방식
( A 국 )

( B 국 )

A국 중앙은행
이체확인
①담보
정보

A국
④대출 중앙예탁기관

A은행

(A은행계좌 →
A국 중앙은행계좌)
③이체지시

담보이체

② 이체지시

B국
중앙예탁기관
(A은행의 보관기관 계좌
→ A국 중앙예탁기관의
옴니버스계좌)

① A은행은 이체 예정인 국외담보에 관한 정보를 A국 중앙은행에 통지
② A은행은 B국 중앙예탁기관에 보관된 국외담보를 B국 중앙예탁기관에
개설된 A국 중앙예탁기관의 옴니버스계좌*로 이체 지시하고 증권의 이체
사실을 확인한 A국 중앙예탁기관은 이를 A은행 명의로 정리
* 옴니버스계좌(omnibus account)란 중앙예탁기관을 통해 국제증권결제서비스를
이용하는 투자자들의 증권결제를 위해 중앙예탁기관들이 상대 중앙예탁기
관에 상호 개설한 증권계좌

③ A국 중앙예탁기관은 A은행의 지시에 따라 동 담보증권을 다시 A국 중앙
은행 계좌로 이체
④ A국 중앙은행은 이체사실을 확인한 뒤 A은행에 대출

- 130 -

④ 해외 증권결제시스템 원격이용방식
(RA: remote access to a securities settlement system)

□ Euroclear, Clearstream 등 국제중앙예탁기관(또는 해외중앙예탁기관)에
개설된 계좌를 통해 담보증권을 이체
― 해당 중앙은행 및 금융기관이 모두 국제중앙예탁기관(또는 해외중앙
예탁기관)에 증권계좌를 갖고 있는 경우에만 가능

― 담보의 이체과정이 간결하며 국외담보를 수용하는 중앙은행은
담보와 관련된 모든 리스크를 부담

RA 방식
( A 국 )
A국 중앙은행
①담보

이체확인

국제(또는 B국)
중앙예탁기관

③대출

정보

A은행

②이체지시

(A은행의 보관기관 계좌
→ A국 중앙은행계좌)

① A은행은 이체예정인 국외담보에 관한 정보를 A국 중앙은행에 통지

② A 은행은 국제 (또는 B국 )중앙예탁기관에 국외 자산을 A 국 중앙
은행의 증권계좌 앞으로 이체할 것을 지시
③ A국 중앙은행은 국제(또는 B국)중앙예탁기관으로부터 이체 사실을
확인한 후 A은행에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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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담보관리시스템 이용방식(CMS: collateral management system)
□ 담보관리시스템(이하 CMS)이란 담보의 보관, 결제, 평가 등과 관련된
*
제반 사무를 처리하는 시스템 으로 이를 통해 개별 투자자는 담보
관리에 따른 운영위험 및 업무 부담을 경감
* 예: Clearsteram Banking Frankfurt이 운영하는 Xemac

□ A국 금융기관이 국외담보가 예치된 B국 중앙예탁기관과 연계를 맺
은 CMS 운영기관에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국외담보를 이체
― Links 방식 및 RA 방식에서는 국외담보의 이체확인, 평가 등과
관련된 책임이 담보를 수용하는 중앙은행에 귀속되는 반면 CMS
방식에서는 CMS 운영기관이 부담
CMS 방식
( A 국 )

( B 국 )

A국 중앙은행
이체확인
① 담보
정보

④대출

A은행

CMS*

(A은행계좌 →
A국 중앙은행계좌)
③이체지시

담보이체
② 이체지시

B국
중앙예탁기관
(A은행의 보관기관계좌
→ CMS의 옴니버스계좌)

* A, B국 또는 제3국에서도 운영 가능
① A은행은 이체예정인 국외담보에 관한 정보를 A국 중앙은행에 통지
② A은행의 이체지시에 따라 B국 중앙예탁기관에 보관된 국외담보는
CMS의 옴니버스계좌로 이체되고 CMS는 이를 A은행 명의로 정리
③ CMS 운영기관은 A은행의 지시에 따라 동 담보증권을 A국 중앙은행
계좌로 이체
④ A국 중앙은행은 이체사실을 확인한 뒤 A은행에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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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제도 도입의 영향

1. 긍정적 영향
□ 중앙은행의 대출담보 범위가 국외자산으로까지 확대됨에 따라 지급
결제시스템의 안전성 및 효율성 제고, 글로벌 금융기관의 수익성
증대 등의 효과가 기대
― 소재국 중앙은행이 자국내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시 해당 금융기관의
담보 부족 가능성이 축소되어 지급결제시스템 참가기관의 유동성
리스크가 감축
― 담보제공시 거래은행(correspondent bank)을 통해 타국의 결제시스
템에 간접 참가하던 금융기관의 직접 참가 유인이 커지고 그에 따른
규모의 경제효과로 지급결제시스템의 이용 수수료가 하락하는 등
지급결제시스템의 효율성이 제고
― 중앙은행 대출담보로 활용되는 증권은 일반적으로 수익성이 낮으
므로 글로벌 금융기관들은 국외담보의 이용을 확대하고 고수익
자산에 대한 투자 확대를 통해 수익성을 제고
□ 한편 중앙은행은 대출담보의 구성이 여러 국가에서 발행된 증권으로
다양화됨에 따라 담보증권과 관련된 국가리스크(country risk)를 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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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정적 영향
□ 국외담보수용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국가에서 발행한 증권이 타국
중앙은행의 국외담보로 집중적으로 이용되는 경우 해당국내 금융
기관들이 대출담보의 부족으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
□ 글로벌 금융기관이 국가별 담보증권 보유규모를 축소함에 따라 유사시
대출담보가 부족할 우려
□ 국외담보 이용의 확대로 세계 금융시장간 상호 연계가 심화되어 한
국가의 금융시장 불안이 다른 나라의 시장 불안으로 확산될 우려
□ 해외 보관기관 및 중앙예탁기관이 참가하는 동 제도의 속성상 국가간
시차, 시스템 불안정 등으로 인한 운영리스크의 발생 가능성
□ 국외담보를 이용하는 데에는 최소 2개 이상 국가의 관련 법규가 적용
되므로 담보 이용과 관련한 국가간 법적 분쟁이 발생할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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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 중앙은행은 자국 금융시장의 상황, 자국내 영업중인 금융기관들의
국외담보 수요 및 잠재적인 위험요소 등을 고려하여 국외담보수용
여부 및 운영방식을 신중히 결정하여야 할 것임
― 국외담보 수용을 위한 시스템 이용 리스크 관리비용과 국외담보
수용에 따른 편익을 비교
□ 국외담보수용제도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국외담보의 이체에 이용
되는 시스템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각국의 결제 및 담보운영에 관한
기준을 정비할 필요
― 각국 감독당국은 자국 증권을 국외담보로 활용하는 상대국 중앙
은행과 관련시스템에 대한 평가결과와 리스크 정보를 공유
― 각국은 증권결제에 관한 국제 표준안을 자국 규정에 반영하는 등
법적 불확실성을 제거하여 국외담보 수용에 따른 리스크 관리를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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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주요국의 국외담보수용제도 도입 현황
(2006. 1월 기준)
1. 유로지역
제도 유형
CCBM
Links
Guarantee model

Remote access

CMS

적격 담보

수용 방식

수용 동기

이용 정도

전체 담보규모 중
35%
유로지역 중앙은행의 대출
국･내외 증권을 담보로 수용
담보
전체 담보규모 중
함으로써 자국내에서 영업중인
5%
모든 유로지역 금융기관간의
일중
및
일일물
대출
유로지역 중앙은행의 대출
공정한 경쟁기반 마련
도입(1999년)된 이래
담보로 활용되는 일부 비시 - 상시 수용
극히 드물게 이용
장성(non-marketable) 유가증권1)
국제중앙예탁기관에
보관된
담보범위를
국제중앙예탁
전체 담보규모 중
유로지역 중앙은행의 대출
기관에 보관된 증권으로까지
1%이하
담보
확장
매우 낮음
독일에서 발행된 유로지역 - 일중 및 일일물 대출
CMS에 담보운영을 위임하여
중앙은행의
대출담보
및 - 상시 수용
관련 비용을 절감하고 국외 (이에 해당하는 국외
Clearstream Banking Frankfurt - 독일 금융기관에 한해
담보 자체가 거의
담보 이용의 편의성 제고
에 보관된 해외 시장성 채권
없음)
수용

주: 1) 유동화가 어렵고 시중에서 유통이 거의 되지 않는 유가증권(예: 기업 대출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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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웨덴
제도 유형

적격 담보

수용 방식

CCBM

유로지역 채권 및 덴마크･ 노르웨이 정부증권
-

Guarantee model2)

덴마크･노르웨이 통화

Remote access

Euroclear 및 Euroclear와
연계된 일부 중앙예탁기관에
예탁된 해외 증권

-

수용 동기
이용 정도
스칸디나비아 국가간 담보
일중 및 일일물 대출 운영체제를 통합하고 스웨덴과 국내 담보보다 적게
유로지역간 경제교류 활성화 이용
상시 수용
도모
일중유동성 제공 금융기관들의 긴급 유동성 국내 담보와 비슷
조달을 지원
하게 이용
상시 수용
일중 및 일일물 대출 금융기관들의 해외 정부증권 국내 담보와 비슷
및 Euroclear에 보관된 증권의
하게 이용
상시 수용
담보 인정 요구 증대

주: 2) Scandinavian Cash Pool: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에 소재한 금융기관들은 해당 중앙은행으로부터 3국의 통화를
담보로 유동성을 제공받음
3. 스위스
제도 유형
CMS

적격 담보
수용 방식
수용 동기
이용 정도
SIS SegaInterSettle의 3자간
- 일중 및 일일물 대출 금융기관의 국외담보 수용 전체 담보규모 중
3)
RP 서비스 를 통해 거래되는
요구 증대 및 RP 시장 육성
60%
4)
상시
수용
국내 및 해외증권
도모

주: 3) 금융기관간 RP 거래를 체결한 후 동 거래에 수반되는 관리 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
4 ) 독일,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프랑스, 벨기에, 스페인에서 발행된 유로화표시 증권 및 일부 독일모기지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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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영국
제도 유형

이용 정도
･전체 일중유동성
영란은행의 공개시장조작 및
신용등급이 AA 및 Aa3
- 일중 및 일일물 대출 지급결제제도 운영의 원활화를 제공 담보규모 중
CCBM
이상인 유로화로 표시된 유로
75%
도모하고 금융기관에 편의를
상시
수용
지역 정부증권
･공개시장조작에 이용
제공
되는 증권 중 45%
5)
발행된
유럽경제지역 에서
파운드화 표시 정부증권 및
해외증권, 신용등급이 AA Euroclear 및 Clearstream을 전체 일중유동성
및 Aa3 이상이고 유로화로 - 일중 및 일일물 대출
통하여 국외담보를 이용하는 제공 담보규모 중
Remote access
표시된 유로지역 중앙은행의 - 상시 수용
금융기관에 편의 제공
5%
대출담보, 유로화･달러화 표시
영국 정부채권 , 영란 은행의
유로화표시 어음･수표
양자간 협정
미 국채
- 비상시 수용
심각한 유동성 부족 사태 대비 이용사례 없음
주: 5) EEA(European Economic Area): EU회원국,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5. 미국
제도 유형
Remote Access
(Euroclear 이용)

CMS
(Clearstream 이용)

적격 담보

수용 방식

수용 동기

적격 담보
수용 방식
수용 동기
이용 정도
투자적격등급이상인 정부증권
전체 담보규모 중
미 연준은 자국에서 영업하는 약 1%
및 미정부가 지급 보증하는
일중
및
일일물
대출
해외 금융기관들의 담보운용
브래디 본드, 신용등급 AAA
비용 절감을 위해 동 제도를 전체 담보규모 중
이상인 독일 모기지 증권
- 상시 수용
(USD, AUD, CAD, CHF, GBP, JPY,
도입
약 0.5%
DKK, SEK, EUR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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