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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만불을 입금하면… 
 

현금 만불은 신비의 금액과 같다. 현금 만불을 은행에 입금할때는 조심해야한다고들 한다. 그 

이유는 정확히 모르지만, 만약 만불이상 현금으로 입금하면 FBI 의 조사를 받을수도 있다는 

정도로 알고 있다. 한인사회와 현금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집고 넘어가야하는 

이슈이다. 사업체에서 현금 거래가 많다 보니, 현금으로 입금하는 경우도 잦고, 사업체 

매매계약시에도 큰돈의 현금이 오고가기도 한다. 따라서, 현금 입금과 관련된 미 연방법을 

몰라서 불이익을 당하는 케이스가 종종 일어나기에 주의가 요망된다. 

 

김모씨는 은행에 만불이상 현금으로 입금하면 안된다는 말을 듣고 $9,000 불씩 매달 입금 

시켰다. 그가 사업체를 팔고 받은 계약금 $80,000 현금을 여러차례 나눠서 은행에 입금한 

것이다. 김모씨는 자신이 만불 미만으로 입금했으니, 아무일이 없을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게 왠일인가. 약 3 달간 입금한 뒤에 FBI 수사요원이 찾아온것이다. FBI 요원은 “최근 은행에 

돈을 입금했습니까?” “돈은 어디서 났습니까?” “돈의 출처를 아는사람은 또 누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였다. 그리고 FBI 는 김모씨의 돈 조정행위 (Money Structuring) 혐의 수사를 

위해 은행에 있는돈을 압수하였다.  

 

결국 김모씨는 형사전문 변호사를 통해 협상한 결과 대부분의 돈을 압수당하고 대신 

형사처벌만은 면하였다. 만약 $80,000 전액을 은행에 입금하고 돈의 출처를 밝히고 세금 

문제를 해결했더라면 이러한 연방법의 저촉을 받지 않았을 것이다. 또 다른 예로, 박모씨는 

사업체에서 생긴 수입을 세금보고하지 않은채, 매달 현금 $9,500 씩 은행에 입금하였다가 

똑같은 처벌을 받았다. 

 

은행 비밀법 (Bank Secrecy Act)과 미 애국법 (USA Patriot Act)에 의하면 금융기관은 

만불이상의 현금거래를 연방 정부에 보고하도록 하고있다. 이법안의 주목적은 돈 세탁, 

마약거래나 테러리스트의 현금거래, 이동을 막기 위함이다.  김모씨의 경우 비록 합법적인 

돈이라 할지라도 의도적으로 은행의 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을 사용한 경우로 돈 조정행위 

(Money Structuring)에 해당되어 처벌 받을수 있다. 즉, 비록 만불 미만으로 입금 하였다 

하더라도 짧은 기간안에 연속적인 입금행위의 패턴을 하나의 행위로 간주한다는 뜻이다. 

 

형사처벌은 심각하다. 이 법에 저촉되면 벌금과 함께 5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수 있다. 만약 

12 개월 안에 십만불 이상의 현금 거래가 있을경우, 두배의 벌금과 10 년이하의 징역형을 

받을수 있다.  민사상으로 정부가 이길경우, 현금 전액을 몰수 당하고, 몰수 당한 금액의 10% 

혹은 오천불 미만까지 벌금형을 받을수 있다.  

 

중요한것은, 현금 입금이 법을 피하기 위해서 한것인가 하는것이다. 그리고 누가 그렇게 하라고 

했는지, 왜 했는가에 따라 법의 저촉여부가 저울질 된다. 따라서 돈의 합법성 여부와 관계없이 

많은 현금을 법망을 피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입금할경우에는 형사및 민사상 처벌을 받을수 

있다는것을 꼭 명심하여야 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