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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연준의 2019년 비현금지급수단 보고서 주요 내용
*

*

연준이 비현금 지급수단의 이용추이를 조사하기 위해 2001년 이후 3년 단위로 발간

요약
□ 주요 비현금지급수단 (직불·선불카드, 신용카드, 자동이체 및 수표)의 지급건
수는 2015년 1,436억 건에서 2018년 1,742억 건으로 증가(+306억건)
o 주요 비현금지급수단의 지급금액은 2015년 86.78조 달러에서 2018년
97.04조 달러로 증가(+10.25조 달러)
□ 주요 비현금지급수단의 지급건수는 2015~2018년중 연평균 6.7% 증가
하여 2012~2015년중(연평균 증가율 5.1%)보다 증가율이 확대
o 주요 비현금지급수단 지급금액의 2015~2018년중 연평균 증가율은
3.8%로 2012~2015년중 연평균 증가율(+3.6%)보다 소폭 확대
□ 2018년중 카드 (직불·선불·신용)가 주요 비현금지급수단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급건수의 경우 75.3%, 지급금액의 경우 7.3%
o 카드 지급건수의 연평균 증가율은 2012~2015년중 6.8%에서 2015~2018
년중 8.9%로 확대
o 2018년중 직불·선불카드 지급건수는 신용카드의 약 2배에 달하였으나,
지급금액의 경우 신용카드가 직불·선불카드보다 30% 정도 많은 수준
□ 전자상거래 및 카드를 이용한 자동요금납부 증가 등으로 2018년중
범용카드의 비대면 방식(remote general-purpose card) 지급금액은 대면
방식(in-person general-purpose card)과 비슷한 3.29조 달러를 기록
o 범용카드의 대면 방식 지급거래 중 보안강화를 위한 전자칩 인증
방식의 비중이 2015년 약 2%에서 2018년에는 절반 수준까지 증가
□ 자동이체 (ACH) 지급 건수 및 금액은 2015~2018년중 연평균 각각
6.0%, 7.2% 증가
o 2018년중 처음으로 자동출금이체(ACH debit transfers) 지급건수(166억
건)가 수표 지급건수(145억 건)를 초과(2000년중 자동출금이체 지급건수는
21억 건인 반면 수표 지급건수는 426억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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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 지급건수는 2015~2018년중 연평균 7.2% 감소
o 수표 지급금액은 2012~2015년중 증가하였으나, 2015~2018년중에는
연평균 4.0% 감소
□ 2018년중 자동현금인출기를 통한 현금인출 건수는 51억건으로 2015년
보다 1억건 감소하였으나, 평균 인출금액의 경우 2015년 146달러에서
2018년 156달러로 소폭 증가
□

비현금 지급수단 지급 건수 및 금액(2012, 2015 및 2018년)

비현금 지급수단 지급 건수 및 금액 증가율(2012~2015년, 2015~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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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관

년중 주요 비현금지급수단의 지급건수를 보면 직불카드(non-prepaid
debit cards)와 신용카드가 여타 지급수단을 압도
o 지급금액의 경우에는 자동출금이체 , 수표 및 자동입금이체 (ACH credit
transfers)가 여타 지급수단보다 압도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남

□ 2018

주요 비현금지급수단 지급 건수 및 금액 추이
(지급건수 기준)
(지급금액 기준)

주요 비현금지급수단의 평균 지급금액은 2015년 604달러에서 2018년
557달러로 감소하였는데, 이는 소액 카드사용이 늘어난 데 주로 기인
o 지급수단별로 보면 자동입금이체(15년 $3,253 → 18년 $3,441) 및 수표($1,609 →
$1,779)의 평균 지급금액은 증가했지만, 자동출금이체($1,406 → $1,399)는 감소
o 직불카드($38 → $38), 선불카드($26 → $25) 및 신용카드($91 → $89)의 평균
지급금액은 큰 변화 없었음

□

2. 카 드

년중 카드의 지급 건수 및 금액은 각각 1,312억 건 및 7.08조 달러
로 년 대비 297억 건, 1.56조 달러 증가
o 2015~2018년중 카드의 지급 건수 및 금액은 연평균 각각 8.9%, 8.6% 증
가하여 2012~2015년에 비해 증가속도(건수 +6.8%, 금액 +5.9%)가 확대
o 2018년중 주요 비현금 지급수단에서 카드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급건수
의 경우 75.3%, 지급금액의 경우 7.3%(2015년중 각각 70.7%, 6.4%)
□ 2018년중 직불카드 (Non-prepaid debit card)의 지급건수는 727억 건으로
2015년 대비 160억 건 증가하였으나, 전체 카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55.8%에서 2018년 55.4%로 소폭 감소
o 2015~2018년중 직불카드의 지급건수는 연평균 8.7% 증가하였으며, 지급
금액은 연평균 8.1% 증가
□ 2018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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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중 선불카드(Prepaid debit card)의 지급건수는 138억 건으로 2015
년 대비 26억 건 증가하였으나 전체 카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11.1%에서 2018년 10.5%로 감소하였으며, 지급금액은 2018년중 0.35조
달러로 2015년 대비 0.06조 달러 증가
o 2018년중 선불카드 중 범용(general-purpose)카드, 자체브랜드(private-label)
카드 및 복지(EBT)카드의 비중은 지급건수의 경우 각각 43.7%, 40.2%,
16.1%임
□ 신용카드 (Credit card)의 지급건수는 2015년중 337억 건에서 2018년중
447억 건으로 늘어났으며(2015~2018년중 연평균 9.9% 증가), 전체 카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5년 33.2%에서 2018년 34.1%로 확대
o 신용카드의 지급금액은 2015년중 3.05조 달러에서 2018년 중 3.98조 달
러로 증가(2015~2018년중 연평균 9.3% 증가)
o 2018년중 범용 신용카드의 지급건수는 409억 건으로 전체 신용카드의
91.5%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5년 이후 연평균 9.7% 증가
(비대면 (remote) 및 대면 (in-person) 범용카드 사용 )
□ 2018년중 범용카드 의 비대면 방식 지급건수 (remote general-purpose card
payments)는 335억 건으로 범용카드 대면 방식 (in-person general-purpose card
payments, 861억건)의 약 40% 수준
□ 2018

*

*

카드는 신용카드사에서 발급하여 모든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범용
(gneral-purpose) 카드와 백화점 등에서 발급하여 발급 상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자체브랜드(private-label) 카드로 구분 가능

다만 비대면 방식 지급건수는 전자상거래 증대 등으로 2015~2018년중
연평균 20.5% 증가한 데 비해 대면 방식 지급건수는 연평균 5.8% 증가
하면서 비대면 방식의 비중이 2015년 20.9%에서 2018년에는 28.0%로
상승
□ 지급금액의 경우 범용카드 비대면 방식 지급금액의 증가세가 가팔라지
면서 2018년중 비대면 방식 지급금액이 대면 방식의 지급금액(3.30조 달러)
과 비슷한 3.29조 달러를 기록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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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카드 중 비대면(remote) 및 대면(in-person) 지급 건수 및 금액 추이

대면 방식으로 지급된 범용카드 거래중 보안이 강화된 전자칩 인증 지
급건수가 2015년중 14억 건에서 2018년중 488억 건으로 크게 증가하면
서, 2018년 처음으로 전자칩 인증 지급건수가 전자칩 인증이 없는 지급
건수를 능가
o 전자칩 인증 지급금액도 2015년 0.1조 달러에서 2018년 2.15조 달러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전자칩 인증 지급금액은 2017년부터 전자칩 인증
이 없는 지급금액을 능가한 가운데 2018년에는 그 차이가 더욱 확대
o 보안강화를 위해 PIN을 이용한 지급 건수 및 금액도 각각 2015년중
169억 건, 0.65조 달러에서 2018년중 263억 건 , 0.99조 달러로 증가

□

대면 범용카드 거래중 전자칩 또는 PIN을 이용한 지급 건수 및 금액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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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동이체(ACH: Automated Clearinghouse payments)

년중 자동이체 건수 및 금액은 각각 285억 건 및 64.16조 달러로
년 대비 46억 건, 12.08조 달러 증가
o 2015~2018년중 자동이체 건수 및 금액은 각각 연평균 6.0%, 7.2% 증가
하여 2012~2015년(지급 건수 및 금액 증가율은 각각 4.9%, 4.1%)보다 증가세가
확대
o 2018년중 자동이체가 주요 비현금지급수단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건수
의 경우 66.1%, 금액의 경우 16.4%
(자동입금이체 및 자동출금이체 )
□ 2018
2015

*

* ACH credit transfer:
** ACH debit transfer:

**

지급인이 수취인 계좌에 자동으로 자금을 이체(예: 급여)
수취인이 지급인의 계좌로부터 자동으로 자금을 인출(예: 공과금)

년중 자동입금이체의 건수 및 금액은 각각 119억 건 및 40.87조 달
러로 2015년 대비 19억 건, 8.40조 달러 증가
o 2015~2018년중 자동입금이체 건수 및 금액은 각각 연평균 6.0%, 8.0% 증
가하여 2012~2015년(지급 건수 및 금액 증가율은 각각 5.1%, 5.7%)보다 증가세
가 확대
□ 2018년중 자동출금이체의 건수 및 금액은 각각 166억 건 및 23.28조 달
러로 2015년 대비 27억 건, 3.68조 달러 증가
o 2015~2018년중 자동출금이체 건수 및 금액은 각각 연평균 6.1%, 5.9%
증가하여 2012~2015년(지급 건수 및 금액 증가율은 각각 4.8%, 1.7%)보다 증가
세가 확대
(금융기관간 (Network) 및 금융기관내 (On-Us) 자동이체 )
□ 2018

*

**

를 이용하여 서로 다른 금융기관내 계좌간 자금을 이체하는 것
를 이용하여 동일 금융기관내 계좌간 자금을 이체하는 것

* ACH
** ACH

년중 금융기관간 자동이체 건수 및 금액은 각각 229억 건 및 51.25
조 달러로 2015년 대비 37억 건, 9.61조 달러 증가
o 2015~2018년중 금융기관간 자동이체 건수 및 금액은 각각 연평균 6.0%,
7.2% 증가하여 2012~2015년(지급 건수 및 금액 증가율은 각각 4.9%, 4.1%)보다
증가세가 확대

□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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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중 금융기관내 자동이체 건수 및 금액은 각각 56억 건 및 12.90조
달러로 2015년 대비 9억 건, 2.47조 달러 증가
o 2015~2018년중 금융기관내 자동이체 건수 및 금액은 각각 연평균 6.3%,
7.3% 증가하여 2012~2015년(지급 건수 및 금액 증가율은 각각 5.0%, 4.0%)보다
증가세가 확대

□ 2018

4. 수표

년중 수표를 이용한 지급 건수 및 금액은 각각 145억 건 및 25.80조
달러로 2015년 대비 36억 건, 3.39조 달러 감소

□ 2018

*

*

발급(written)된 수표중 ACH를 통해 결제가 된 수표의 경우 수표를 이용한 지급 건수
및 금액에 포함되지 않음. 2018년중 ACH를 통해 결제가 된 수표를 포함한 전체
발급수표의 건수 및 금액은 각각 160억 건, 26.2조 달러로 2015년 대비 42억 건,
3.48조 달러 감소

년중 수표 지급 건수 및 금액은 각각 연평균 7.2%, 4.0% 감소
o 수표 지급건수는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이는 반면 지급
금액은 2012~2015년중 증가하였다가 2015~2018년에는 감소
o 수표의 평균 지급금액은 2000년 945달러에서 2012년 1,378달러, 2015년
1,609달러, 2018년 1,779달러로 증가
o 2018년중 수표가 주요 비현금지급수단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건수의 경
우 8.3%, 금액의 경우 26.6%로, 2000년중 각각 58.8%, 67.4%보다 크게
하락
o 2018년중 지급인과 수취인의 은행이 다른(interbank) 수표 지급 건수 및 금액
은 각각 110억 건, 18.98조 달러로 2015년 대비 26억 건, 2.31조 달러 감소
― 2015~2018년중 interbank 수표 지급 건수 및 금액은 각각 연평균
6.9%, 3.8% 감소
o 2018년중 지급인과 수취인의 은행이 동일한(On-Us) 수표 지급 건수 및 금액
은 각각 35억 건, 6.82조 달러로 2015년 대비 10억 건, 1.07조 달러 감소
― 2015~2018년중 On-Us 수표 지급 건수 및 금액은 각각 연평균 8.2%,
4.8% 감소
o 2015~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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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 발급(written) 건수 및 금액 추이

5. 자동현금인출기(ATM)를 통한 현금인출

년중 자동현금인출기를 이용한 현금인출 건수 및 금액은 각각 51억
건 및 0.80조 달러로, 2015년 대비 인출건수는 1억 건 감소한 반면 인출
금액은 0.03조 달러 증가
o 2015~2018년중 현금인출 건수는 연평균 0.9% 감소한 반면 금액은 1.5%
증가하면서 평균 인출금액은 2015년 146달러에서 2018년 156달러로 증가
o 2018년중 자행 (On-us) ATM을 이용한 현금인출 건수 및 금액은 각각 34억
건, 0.58조 달러로, 인출건수는 큰 변화가 없는 반면 인출금액은
2015~2018년중 연평균 3.0% 증가
o 2018년중 타행 (Foreign) ATM을 이용한 현금인출 건수 및 금액은 각각
17억 건 , 0.21조 달러로, 2015년보다 2억 건, 0.02조 달러 감소

□ 2018

ATM을 통한 현금인출 건수 및 금액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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