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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간 개인송금방식의 유형 및 시사점
▣

이 자료는 미 캔자스시티연준이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Payments
system research briefing 중 “International Remittances”(2008.12)를
중심으로 요약 정리한 것임

Ⅰ 조사배경
.

□ 최근 세계화의 진전 및 국외거주인구의 증가 등으로 국가간 개인
송금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
― World Bank는 2007년중 국가간 개인송금규모를 약 3,400억 달러로
추산한 가운데 이중 약 2,500억 달러는 약 2억명에 달하는 국외
거주자의 본국송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
― Aite Group 은 국가간 개인송금규모가 2010년중 4,500억 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
*

*

미국에 소재한 금융분야 전문 리서치&컨설팅 社

□ 미국내 국제 개인송금서비스의 다양한 방식과 장 단점 등 특징을
파악하여 향후 동 서비스의 효율성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한 정책
수립시 참고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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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국가간 개인송금방식의 종류
.

비공식 네트워크
□ 수세기 전부터 원거리 교역을 위한 금융거래 등에 이용된 국가간
개인송금 방식으로서 “하왈라 (hawala)”라 불리며 비공식 중개업자
(broker)간 네트워크를 통해 송금
1.

(I nf ormal

Network )

*

*

(

아랍어로 “이체(transfer)”를 의미하며 인도에서는 “hundi”로 지칭

송금절차

)

― 의뢰인이 하왈라 중개업자에게 송금할 자금을 전달하면 중개
업자는 수취인이 소재한 국가의 중개업자에 연락하여 수취인
앞으로의 입금을 요청
― 중개업자들은 추후 다양한 방식으로 양자간 채무를 정산하며
송금수수료 및 환차익을 통해 수익을 추구
하왈라를 통한 송금방식 예시
(

B국

A국

A 중개업자

)

② B국통화
이체의뢰

① A국통화 전달･
B국통화 송금의뢰

B 중개업자
③ B국통화
송금완료

의뢰인

수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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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징

)

― 하왈라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본국으로 송금시 가장 많이 이용
하는 방식 으로서 송금처리가 비교적 신속하고 타 방식에 비해
수수료가 저렴하며 신분확인을 요구하지 않아 불법체류자 등도
이용가능
*

및 Western Union이 조사(2006. 10)한 바에 따르면 하왈라가
전체 국가간 개인송금시장의 약 40%를 점유

* Citigroup

― 그러나 하왈라는 중개업자간 신뢰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비공식적
네트워크 방식으로서 일부 국가에서는 불법이며 안전한 송금이
보장되지 않는 데다 불법자금 전달통로 등으로도 이용될 수 있어
정책당국은 권장하지 않는 방식임
2.

송금전문업체

□ 송금전문업체는 자사 지점망 및 금융기관과의 제휴를 통해 국가간
개인송금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로 “Western Union” 및
“MoneyGram”이 대표적이며 "Paypal", "UPS" 및 “iKobo” 등도
동 범주에 해당
― Western Union과 MoneyGram의 동 시장 점유율은 약 20%정도에
불과하나 200여개국에 약 50만개 대리점(agent location)을 보유
(

송금절차

)

― 의뢰인은 온라인이나 전화로 송금서비스를 요청하고 현금, 비자
마스터 카드 또는 계좌이체 등을 이용하여 송금업체앞으로 자금을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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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취인은 수분에서 수일내 에 가까운 대리점에서 자금을 수취
하거나 금융기관계좌로 이체된 자금을 인출가능
*

*

송금소요기간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부과

의 경우 비자카드사와 제휴한 ATM기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선불카드를 수취인 앞으로 배송

o iKobo

― 송금수수료는 송금액, 송금 및 수취 국가, 송금옵션 등에 따라
결정
의 경우 계좌이체 이용시 5달러의 거래수수료를, 신용카드
이용시 거래수수료 외에 송금액의 3%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추가 징구하며 선불카드 배송비용(배송지 및 배송방식에 따라
1.99∼24.95달러)은 별도로 부과

o iKobo

송금전문업체를 통한 송금방식 예시
(

B국

A국

의뢰인

)

송금전문업체
① 송금의뢰

A국 대리점

B국 대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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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송금완료

수취인

(

특징

)

― 송금전문업체 방식은 송금대상지역의 범위가 넓고 송금옵션이
다양하여 편리하며 관련법에 저촉되거나 송금이 제대로 완료되지
않을 리스크가 적음
― 송금전문업체 방식은 비공식 네트워크 방식과는 달리 익명성이
없음
o

o

송금전문업체는 미연방법에 따라 재무부에 송금서비스업자
(money services business)로 등록하여야 하며 영업지역에
따라 주(州) 정부로부터 인 허가를 취득해야 할 필요
송금전문업체는 자금세탁방지법 등 관련법률에 따라 고객
신원을 확인 하고 거래내역을 기록 보관하여야 하며 필요시
관련기관에 이를 보고할 의무가 있음
*

*

3.

송금의뢰인은 송금전문업체 이용시 신분증과 기타 개인정보를 제공
하여야 하며 수취인도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PIN번호 입력 후 자금을
수취

금융기관

□ 최근 대형 상업은행 및 신용협동조합 등 예금수취기관들도 국가간
개인송금서비스를 확대하는 추세
―

는 2002년 멕시코내 4,500여개 지급대행
사와 제휴를 통해 자행고객에게 무료송금서비스(“SafeSend”)를
제공
Bank of America(B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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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2004년부터 송금의뢰인이
본인의 송금계좌와 연동된 가치저장카드(stored value card)를
수취인 앞으로 송부하고 수취인이 동 계좌잔액내에서 자금을
인출할 수 있는 송금서비스(“EasySend”)를 제공
Branch Banking and Trust(BB&T)

― Wells Fargo는 1994년 ATM을 이용한 필리핀으로의 송금서비스를,
1995년에는 멕시코로의 송금서비스(“InterCuenta Express")를 개시
한데 이어 최근에는 송금대상국을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중국,
인도, 베트남 등으로까지 확대한 서비스(”ExpressSend Service")를
제공
― 국제신용협동조합협의회(World Council of Credit Unions)도 현재
85개국 38,000여개 신용협동조합간 네트워크 및 주요 송금전문
업체와의 제휴 등을 통해 국가간 개인송금서비스를 제공
(

송금절차

)

― 송금의뢰인은 거래은행 지점을 직접 내방하거나 전화 또는 온라인
으로 송금을 요청하고 동 은행 지정계좌에 자금을 입금
― 수취인은 신분증과 송금의뢰인으로부터 받은 인증코드를 대행사에
제시하거나 송금의뢰인으로부터 사전에 전달받은 가치저장카드
등을 이용하여 자금을 인출
― 일부 서비스의 경우 해당은행에 당좌계좌, 저축예금계좌 또는
급여계좌 등을 보유한 고객에 대해 송금수수료를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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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을 통한 송금방식 예시
(

B국

A국

A 은행

② B국통화
이체의뢰

의뢰인

특징

B 은행 또는
대행사
③ B국통화 입금
(송금완료)

① A국통화 입금･
B국통화 송금의뢰

(

)

수취인

)

―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이러한 국가간 개인송금서비스는 송금전문
업체의 서비스에 비해 대체로 비용이 저렴
― 대부분 금융기관들은 계좌를 개설한 고객에게만 송금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송금전문업체에 비해 송금가능지역의 범위 및
부가옵션 등이 제한적임
4.

신종 송금방식

□ 최근 국가간 자동청산소(ACH)의 연계, 이동통신서비스의 발전 및
신용카드사의 송금서비스 확대 등으로 새로운 국가간 개인송금
방식이 지속적으로 등장
― 현재 미국은 멕시코 및 캐나다 등과 자동청산소를 연계하여 개인
송금서비스를 제공중

- 7 -

o

자동청산소간 연계를 위해서는 양국간 시스템 운영환경의
표준 및 결제방식 등에 관한 합의가 필요
국가간 연계지급결제시스템을 통한 송금방식 예시
(

B국

A국
A국
지급결제시스템

)

② 지급지시

A국 은행

B국
지급결제시스템

B국 은행

① 송금의뢰

③ 송금완료

수취인

의뢰인

― 전세계 35개 이동통신서비스업체와 Western Union 등은 휴대폰을
이용한 국가간 개인송금서비스인 “GSMA 모바일자금이체”를
개발중
― 비자카드(유럽)사는 고객이 카드대금결제계좌 자금을 여타 비자
카드 고객 앞으로 송금할 수 있는 서비스(“Visa Money Transfer”)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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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시사점
.

□ 세계화의 진전으로 국가간 개인송금서비스 시장이 지속적으로 확대
되는 가운데
송금전문업체 및 금융기관 등 공식적인 경로를 통한 송금서비스의
발전으로 “하왈라” 등 비공식적인 경로를 이용한 송금의 비중은
점차 줄어들 것으로 전망
□ 우리나라에서도 국내 외국인체류자수의 급속한 증가 등으로 동 시장
규모가 대폭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일부 은행 들은 Western Union과 제휴를 통해 해외송금서비스 가능
지역을 대폭 확대하는 등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는 움직임을 보임
*

**

년: 약 75만명 → 2008년: 약 115만명 ( 최신 노동경제 동향, 2009. 2,
노동부 )
** 국민은행, 부산은행, 기업은행, 농협(2009.2월 현재, Western Union 홈페이지)
* 2005

□ 한편 금융기관 및 대규모 송금전문업체의 송금네트워크가 아직 구축
되지 않은 일부 국가의 경우 여전히 국내로부터 송금소요기간이
길고 수수료가 높아 동 국가로부터 이주한 외국인은 본국송금시
비공식적 경로를 선호하는 것으로 파악
― 이는 국내 외국환거래법상 금융기관(“외국환은행”)만 해외송금
업무를 취급할 수 있어 동 국가의 소규모 송금전문업체 등이
국내에 직접 진출할 수 없는 데다 시장규모가 작아 은행과의
제휴도 어렵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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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행을 비롯한 관련기관들은 비공식적 송금경로가 불법자금의
조달에 악용될 소지가 있고 이용현황의 파악이 어려운 점 등을 감안
하여 이를 공식적인 경로 로 흡수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
*

*

공식적 송금경로 확대시 관련기관간 경쟁 제고 및 이에 따른 수수료 인하
등 서비스 개선 효과도 기대

― 관련규제 완화 등을 통해 금융기관의 해외송금서비스를 개선
하거나 송금전문업체의 국내 진출을 허용할 필요성을 검토
― 역내국간 소액결제시스템 연계 등 금융인프라 개선방안도 지속적
으로 연구

☏ 자료문의: 결제정책팀 조사역 김선임(02-750-6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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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BIS /
World B ank

제정 국가간 송금서비스에 관한 일반원칙
“

”

General principles for international remittance services (2007. 1)

□ BIS 지급결제제도위원회(CPSS)와 World Bank는 전세계 송금서비스 제공
기관 및 각국 정책당국이 상호간 협조를 통해 건전하고 투명한 국가간
개인송금서비스 시장을 구축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송금서비스를 제공
하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5가지 일반원칙을 제정
*

자세한 내용은 BIS 홈페이지 참조 (http://www.bis.org/publ/cpss76.htm)

① 투명성 및 소비자 보호
“

송금서비스 시장은 투명해야 하며 적정한 소비자 보호책을 갖추어야 함”

② 지급결제시스템 하부구조
“

송금서비스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급결제시스템 하부구조의 개선을
촉진하여야 함”

③ 법률 및 규제 환경
“

송금서비스와 관련한 법률 및 규제는 안정적이고 일관성 있고 공정
하여야 함”

④ 시장구조 및 경쟁
“

송금서비스 산업내에서 국내 지급결제 하부구조에 대한 적절한 접근성
등 경쟁적 시장여건 조성이 촉진되어야 함”

⑤ 지배구조 및 리스크관리
“

송금서비스 제공기관은 안정적인 지배구조와 리스크관리 체계를 갖추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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