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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및 독일의 지급수단 이용실태 설문조사 결과
▣ 이 자료는 독일연방은행 및 Hitachi Consulting이 2008년중 실시한
Payment behavior in Germany 및 2008 Study of Consumer Payment
Preferences 를 발췌 및 요약한 자료임

Ⅰ 독일의 지급수단 이용현황 설문조사 결과
.

□ 독일연방은행은 2008년 4～6월에 걸쳐 지급수단 선택 및 이용과
관련한 독일인들의 인식을 파악하고 향후 지급수단 이용 행태를
전망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
― 조사대상은 18세 이상 독일인 2,272명
□ 이용자들은 지급수단의 선택 및 이용시 고려사항의 중요도에 대
해 손실의 예방, 판매처에서의 수용성, 낮은 거래비용, 이용의 편
의성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할인 마일리지 적립, 인터넷 거
래시 이용 가능 여부 등은 중요하지 않다고 응답
― 이용자들은 손실예방이라는 기준에 가장 부합하는 지급수단으
로 PIN 방식의 직불카드를 선택
― 수용성, 거래비용, 편의성 등의 여타 중요 기준들을 가장 충족
하는 지급수단은 현금이라고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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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실제 물품 서비스 구매시점에서 지급수단을 선택할 때는 소
지한 현금 규모 및 지급액 규모를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조사

□ 독일연방은행은 전자방식 지급수단에 대한 선호가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독일 국민들은 현금을 가장 선호하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현금선호가 크게 낮아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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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미국의 지급수단 이용현황 설문조사 결과
.

□ Hitachi Consulting은 2008년 6월 지급결제환경 변화를 전망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
― 조사대상은 미국인 3,308명
□ 설문조사 결과 미국인들은 상점 이용시 가장 선호하는 지급수단
으로 체크카드(37%)를 꼽았으며, 현금(32%), 신용카드(25%), 수표
(4%), 선불지급수단(1%)이 뒤를 이음
― 체크카드를 선호하는 이유로는 과소비의 억제, 수표나 신용카
드에 비해 낮은 수수료, 캐쉬백서비스 제공 등을 제시
*

*

상품 서비스 구매 후 구매금액에 현금인출을 원하는 금액을 합한 금
액을 체크카드로 결제하고 현금을 되돌려받는 서비스로 체크카드 이
용시에만 제공

― 상품별로는 일상생활에 주로 사용되는 식료품 등 구매시에는
체크카드를, 필수적이지 않은 고가 제품의 구매에는 신용카드를
선호하고 대중교통, 패스트푸드 등 소액 지출은 현금을 선호
상점 종류별 선호 지급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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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구매시에는 전자방식 지급수단을 이용한 결제가 대부분
― 온라인 거래시에는 신용카드(53%), 체크카드(21%), 인터넷지급서
비스 (19%), 선불카드(4%)의 순으로 선호되고 있으며, 장표방식
지불수단에 대한 선호는 2%에 불과
*

의 대부분(93%)은 Paypal을 이용한다고 응답

* Internet Payment Service(IPS)

ㅇ 2003년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신용카드의 비중이 11%p 감소한
반면 인터넷지급서비스의 비중이 12%p 상승
온라인 구매시 선호 지급수단
선불카드

수표/송금환
IPS
체크카드

신용카드

― 한편 대부분(97%)의 응답자들이 온라인 거래시 개인정보유출, 사
기 등에 따른 금전적 피해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응답
ㅇ 거의 또는 전혀 우려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0%
☏ 자료문의: 결제정책팀 조사역 권용오(02-750-6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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