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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결제정보 제2009-3호
2009. 3. 3.

금융결제국

소액결제제도에서 미연준의 역할
▣ 이 자료는 미연준이 발간한 “The Federal Reserve's role in retail
payments : adapting to a new environment"(2008. 12월) 등 소액결제
제도와 관련한 미연준의 역할을 검토한 자료를 종합․정리한 것임

Ⅰ 논의 배경
.

□ 최근 전자지급수단이 급속히 증가하고 소액결제의 기술 의존도가
높아지는 등 지급결제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각국 중앙은행들은
소액결제제도와 관련한 역할을 점검하고 재설정
□ 또한 중앙은행의 금융안정 및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역할이 강조
됨에 따라 소액결제제도 관련 정책 수행시 명백한 논리를 세워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대두
⇒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미연준은 1980년대 White Paper 및
1990년대 Rivlin 위원회 보고서 등을 통해 공표한 바 있는 소액결
제제도 관련 정책을 재평가하고 새로운 환경에 맞는 역할을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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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중앙은행의 소액결제제도 관련 정책수행 논거
.

(

일반적인 정책목표
□ BIS 및 주요국 중앙은행에서 제시하고 있는 소액결제제도 관련
정책목표는 안전성(safety) 및 효율성(efficiency) 확보임
)

― 그밖에 미연준은 접근가능성(accessibility)을, 호주중앙은행은 공
정경쟁(level playing field) 등을 강조
(

정책수행의 경제논리
□ 중앙은행이 소액결제제도 관련 정책을 수립․집행하는 경제적 논
리는 범위의 경제와 함께 시장실패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
임
)

① 시장실패(market failure)
― 시장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하지 못하여 재화와 서비스가 효
율적으로 생산되지 못하거나 수요를 충족시킬 만큼 충분히 공급
되지 못하는 상황 발생
― 지급결제서비스 시장에서는 다음의 세 가지 범주에서 시장실패
가 나타날 수 있음
ⅰ) 부(-)의 외부성(externality) : 지급결제시스템의 개별 참가기관
이 리스크를 관리함에 있어 자신의 결제지연이나 결제자금
부족이 시스템 전체에 미칠 영향에 대해 고려하지 않아 시스
템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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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안전장치가 필요 수준보다 적게 확보되어 지급결제시
스템에 참여하고 있는 많은 주체들(네트워크, 은행, 전자금융업
자, 가맹점, 보안회사 등) 중 하나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경
우 모두에게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
ⅱ) 자연독점(non-contestable monopolies) : 지급결제시스템은 구
축 초기에는 거액의 투자비용이 소요되는 반면 구축 이후에
는 개별 자금이체 처리를 위한 한계비용이 낮은 규모의 경제
가 발생하므로 자연독점화 될 가능성
ⅲ) 정보비대칭(asymmetric information) : 지급수단 및 지급서비
스 시장은 거래구조가 복잡한 반면 투명성은 낮아 이용자들
은 자신이 처한 리스크와 그 정도를 식별하기 어려움
② 범위의 경제(economies of scope)
― 중앙은행은 주요 금융기관들의 지준 또는 결제계좌를 가지고
있으므로 자금이체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범위의 경제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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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주요국 중앙은행의 소액결제제도 관련 정책
.

감시자

1.

(overseer)

로서의 역할

□ 각국 중앙은행은 감시근거를 법제화하고 소액결제제도 부문에서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확대
감시의 법적 근거 명확화 및 권한 확대
― 영국(2008), 스웨덴(2004), 스위스(2004), 프랑스(2001) 등이 중앙은행
법 또는 은행법을 개정하여 감시권한을 구체적으로 규정

(

)

― 캐나다(1996), 호주(1998), 노르웨이(1999), 홍콩(2004), 싱가포르(2006)
등이 지급결제제도 관련 법률을 제정하여 감시근거를 규정
― 또한 ECB, 이탈리아 중앙은행 및 영란은행 등은 감시를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
감시범위 확대
― 소액결제시스템을 ‘핵심(systemically important)’ 지급결제시스템
으로 지정하거나 시스템리스크가 적다고 판단되더라도 ‘중요
(prominently important)’ 또는 ‘시스템 전반(system-wide) 리스크’
가 있는 시스템으로 분류하여 감시

(

)

― 결제규모가 ‘핵심’ 또는 ‘중요’ 지급결제시스템에 미치지 못하더
라도 화폐에 대한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개별 지급수단에 대해
적극적으로 감시
○ 프랑스 중앙은행은 수표, 온라인 자금이체, 전자화폐 등의 지
급수단에 대하여 직접 감시(200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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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CB는 카드거래 증가에 따라 「카드결제시스템 감시기준」
을 마련(2008.1월)한데 이어 일반적인 「지급수단에 대한 감
시기준」을 마련(2009.2월)하여 감시
― 소액지급결제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하여 소액결제시스템의
참가기준 및 수수료 설정 등에 직․간접으로 관여
○ 호주 중앙은행은 카드결제시스템(2003년)과 ATM시스템(2008
년)을 지급결제시스템 규제법에 의한 지정시스템으로 지정하
여 참가기준, 수수료 설정 방식 및 불공정 관행 등을 개선
2.

운영자 및 촉진자로서의 역할

□ 각국 중앙은행들은 운영자(operator) 및 촉진자(facilitator)로서의
역할에 큰 변화 없이 지속적으로 수행
― 대부분의 중앙은행이 거액결제시스템 운영자로서 주요 소액결제
시스템에 대해 결제서비스(settlement service)를 제공하고 있으
며 일부 중앙은행은 청산서비스(clearing service)도 제공
○ 이밖에 미국, 독일, 이탈리아, 벨기에의 중앙은행은 수표 추심
및 이체서비스 등을 제공
― 또한 촉진자로서 민간부문과 지급결제제도의 발전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유지
○ 아울러 지급결제 인프라의 표준을 확립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높은 연구․분석능력 등을 바탕으로 소액결제시
장의 발전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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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미연준의 소액결제제도와 관련한 정책적 역할
.

1.

법적 근거

□ 미연준의 소액결제제도 관련 정책수행의 법적근거는 연방준비법,
자금결제촉진법, 전자자금이체법 등을 포함하여 여러 법령에 걸쳐
있음
― 연방준비법(the Federal Reserve Act of 1913)은 지역 연준이 어
음․수표의 추심을 위한 수납 및 교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규정
―「자금결제촉진법」(the Expedited Funds Availability Act of 1987)
및 Regulation CC는 연준에 수표결제제도와 관련된 규정제정
권한을 부여
―「전자자금이체법」(the Electronic Funds Transfer Act of 1978) 및
Regulation E는 연준에 ACH*, ATM, 직불카드 등을 통한 전자
자금이체시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정제정 권한을 부여
는 예금계좌간 이체를 일괄(Batch)처리
하는 전자자금이체시스템으로 급여이체, 요금납부 등에 주로 이용

* ACH(Automated Clearing House)

―「통화관리법」(the Monetary Control Act of 1980)은 연준의 지급
결제서비스 범위 및 수수료 수취근거를 규정함으로써 지급결제
제도의 효율성 촉진을 위한 연준의 역할을 명시
―「은행서비스회사법」(Bank Service Company Act)은 연준에 주법
은행, 대외거래 전문은행, 은행지주회사 및 청산소에 대한 감독
뿐만 아니라 금융서비스 관련 아웃소싱을 제공하는 비은행 지급
결제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감독 근거를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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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액결제제도와 관련한 미연준의 역할 변화
년대

(1) 1980

*

: White

paper*

에 기반한 역할

정식 명칭은 “The Federal Reserve in the Payment System"으로 1984년 제
정되고 1990년 수정

□ 동 보고서는 지급결제시스템에서의 연준의 역할에 대한 일반적인
정책을 표명
― 미연준 이사회의 지급결제정책 목표는 지급결제시스템의 무결성
(integrity)*, 효율성(efficiency) 및 접근가능성(accessibility)을 증
진시키는 것임
*

무결성은 개별적인 시스템의 안전성 및 건전성에 더하여 시스템이 작동
하는 모든 단계에서 결함 없이 운영되는 상태를 나타내는 용어로 안전성
(safety)에 비해 신뢰성(reliability), 보안성(security) 및 복원성(resilience)
을 강조하는 개념

□ 미연준은 지급결제시스템에 있어 운영자(operator) 및 규제권자
(regulator)로서의 역할을 수행
― 미의회는 1907년 경제공황시 수표추심시스템의 붕괴가 경제위기
를 증폭시킨 경험에 기초하여 미연준 설립시(1913년) 지급결제
시스템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책임과 권한을 부여
○ 이에 따라 미연준은 거액결제시스템(Fedwire)뿐만 아니라 장
표 및 전자방식의 소액결제시스템(수표추심시스템 및 FedACH)
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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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소액결제시스템 운영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으로써
민간 지급서비스 제공자가 미연준과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ⅰ)「통화관리법」에 따라 지급결제시스템을 직접 운영할 경우
장기적으로 총비용을 회수하도록 함
ⅱ) 지급서비스 제공에 따른 명백한 공공 이득(public benefits)이
있어야 함
ⅲ) 민간 지급서비스 공급자가 단독으로 제공하는 서비스가 필요
수준의 효율성 및 공정성을 달성할 수 없어 개입이 불가피해
야함
ⅳ) 민간 지급서비스 공급자와 미연준간 법적 차이가 미연준의
시장지배력을 강화시키는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되어야 함
년대

(2) 1990

*

: R ivlin

위원회 보고서 에 기반한 역할
*

정식 명칭은 “The Federal Reserve in the Payments Mechanism"임

□ 동 보고서는 그린스펀 전 미연준 의장이 위원회를 구성(1996년)하
여 미연준이 제공하는 소액지급결제서비스에 대해 검토하도록 지
시함에 따라 연구결과를 1998년에 발표*
*

그러나 연준 이사회가 동 보고서를 공식적으로 채택하지는 않음

― 미연준이 수표 및 ACH를 계속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에 대해 전국적인 포럼을 개최하여 각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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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연준은 수표추심 및 ACH서비스의 효율성과 편리성을 증진
시키고 모든 예금수취기관의 접근성을 보장한다는 명백한 목
표하에 동 서비스를 계속 공급
○ 미연준은 지급결제시스템의 공급자 및 이용자와 협력하여 수
표 및 ACH서비스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차세대 지급수단으
로의 전환을 돕기 위하여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
― 또한 동 보고서는 연준이 새로운 지급수단의 발전을 위하여 민
간부문의 경쟁을 촉진하고 이용자의 수용 장애를 해소하기 위한
법적 기반과 함께 표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
(3)

최근의 역할

□ 미연준은 White paper 및 Rivlin 위원회 보고서 등에 기반하여
운영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왔으나 최근 민간부문 공급자들의
역할 확대와 지급결제환경의 변화로 소액지급결제시스템 운영자
로서의 역할은 축소되는 추세
―

는 민간부문 공급자로서 지급결제서비스 전분야에
서 실시간 거액결제(CHIPS), 수표 추심(SVPCO), 전자지급시스
템(EPN) 등을 운영
PaymentsCo*

*

미국의 주요 은행들이 설립한 청산협회(The Clearing House Payments
Association L.L.C.)의 자회사로 정식 명칭은 The Clearing House Payments
Company L.L.C.

― 현재 민간부문 ACH 운영자인 EPN이 규모의 경제로 인한 자연
독점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미연준이 ACH를 직접 운영하고 있
으나 그 처리규모는 점차 감소(2000년 88%→2005년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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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표 추심방식이 전자화됨에 따라 미연준은 기존의 교환시설을
지속적으로 감축(전국적으로 2003년 45개→2011년 4개 예정)
□ 반면 촉진자로서는 수표시스템과 관련하여 전자정보교환제도 및
전자수표를 도입하였으며 「수표청산법」(The Check Clearing for
the 21st Century Act)* 입안시에도 상당한 역할을 담당하는 등 적
극적으로 수행
*

동 법은 은행이 원본수표를 전자교환하기 위하여 수표정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동 정보를 수신은행에 수표 대신에 전송하는 양도가능 지급수단
인 대용수표(substitute checks)를 도입함으로써 수표 전자정보교환을 촉진

― 또한 주요 소액결제시스템의 운영자로서 민간부문과의 의견을
조정하고 공동으로 표준을 설정
□ 한편 감시자로서는 각종 법률에 따른 규제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
며 「지급결제시스템 리스크관리 정책」을 수립하고 있으나 소액
결제제도와 관련하여 리스크관리 권한을 직접적으로 행사하고 있
지 않음
―「지급결제시스템 리스크관리 정책」은 결제규모가 큰 지급결제시
스템*에 대해 자체적으로 국제 기준을 적용하여 평가를 실시하
도록 함
*

향후 12개월중 일최고 총액결제규모가 50억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
는 공공 또는 민간부문의 지급결제시스템으로 거액결제시스템, ACH 시
스템, 수표 청산시스템 및 카드시스템 등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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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미연준의 과제
.

□ 미연준은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최근 소액결제제도 관련 정책에
대해 재평가한 사례를 참고하여 관련 정책을 재검토할 필요
□ 이와 관련하여 소액결제제도와 관련한 정책을 일관성 있고 투명
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정책적 개입에 대한 기준(criteria)을 마련할
필요
― 시장실패가 발생한 경우 또는 정책목표인 무결성, 효율성 및 접
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경우 개입 여부를 결정
○ 다만 정책목표간에 상충이 발생할 때에는 순비용과 이익을
계산하여 판단
― 또한 상황에 따라 운영자, 촉진자, 감시자 가운데 어떤 역할을
중점적으로 수행할 것인지 그리고 어느 정도 수준으로 대응할
것인지를 결정
○ 이러한 결정시 구체적인 시장실패의 내용 및 정도, 민간부문
의 반응, 투자의 가역성 여부, 미연준에 미치는 리스크 및 비
용회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
☏ 자료문의: 결제연구반 조사역 조은아(02-750-66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