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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1997년 IMF 외환 기 이후 우리나라는 2003년 소  신용카드 란을 겪으면서 가

계소비의 격한 축과 신용불량자의 양산이라는 고통을 다시 한번 겪었음. 본 

연구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신용카드시장의 험을 조기에 인식할 수 있는 요인

을 추출함으로써 신용카드시장에 한 선제  융감독 목 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이를 해 다음과 같이 정의함 

 ◦신용카드사의 험은 개별신용카드사의 부내자산과 유동화자산을 포함한 리자

산으로 산출한 수정조정자기자본비율에 의해 단

 ◦ 험을 결정하는 변수는 카드사의 경 단을 한 재무제표에 한정하던 것을 민

간소비지출, 경상GDP, 개인의 가처분소득 등 거시경제지표와 융부분의 통화량

증감, 카드채 스 드 등을 포함하여 단 

□ 거시경제지표법에 의하면 신용카드이용실 /경상GDP, 신용카드이용실 /가계소비

지출, 신용카드이용실 /개인NDI 등이 유의하며 개인의 자 조달이 자 운용을 

과하는 경우 신용카드시장은 험에 처함

□ 로짓분석에서 신용카드시장의 험은 자산증가율, ROA, 민간소비지출, 차입 비율 순으로 

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음

□ 신호 근법의 측능력순 는 카드이용액증가율, ROA 등이 가장 높았고 그 뒤를 차

입 비율, 연체율 순으로 이어졌음 

 ◦결과 으로 신용카드사의 험을 인식하는 요한 요소는 신용카드이용액, 신용카드

자산증가율, ROA 등임

□ 이동평균법에서는 신용카드자산의 boom-bust를 통해 험의 정도를 살펴보았음. 

 

 ◦임계치를 1배로 두었을 때 boom은 2000년 2/4분기에 최 로 발생하여 2002년 2/4분

기까지 이어졌으며 bust는 2003년 3/4분기에 발생하여 2004년 3/4분기까지 이어졌음

 ◦임계치를 1.3배로 가정했을 경우 자산의 갑작스런 boom-bust 상은 마지막 boom 

2001년 4/4분기와 최 발생 bust 2003년 4/4분기까지 2년이 소요되었음

 ◦결국 신용카드시장의 험은 신용카드자산폭증→신용카드연체→신용카드자산상각으

로 이어지는 경로를 따라 발생하 고 1년의 잠복기(2002년 3/4분기부터 2003년 2/4

분기)를 거쳐 2년이 되는 시 에서 최고조에 이르 음. 

□ 신용카드시장은 자산이 단기에 증감하는 속성이 있으므로 감독당국에서는 자산의 비

정상 인 증감을 악할 수 있는 이동평균법을 사용하여 험을 인식하고 측정하여 

조기경보모형으로 활용하고 거시경제지표법을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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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신용카드시장의 험 

융감독원의 경 실태평가(CAMEL)결과와 카드사의 조정자기자본비율은 카드사에 

한 요한 감독수단이다. 카드사는 조정자기자본비율을 8%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하며 

경 실태평가 등 이 감독규정에서 정하는 수 을 반드시 유지하여야 한다. 조정자기자

본비율산정은 은행의 BIS비율 산정방식과 유사하며 업카드사의 자본 정성에 한 경

평가에 이용되고 있다. 한 조정자기자본비율은 경 실태평가결과와 한 계가 

있고 계수화하기 쉽다. 그러므로 카드사의 험은 조정자기자본비율의 변화에 따라 

단하고자 한다. 

카드사의 기는 외부환경  요인(거시경제  요인), 카드산업의 공통요인( 염효과), 

개별 카드사의 고유요인 등으로 구분된다. 거시경제  요인은 실물  융부분 등 국

내외 거시경제의 변화에 따른 카드산업의 부실로써 규모 실업증가, 민간소비지출감소, 

가처분소득감소 등이 해당된다. 카드사의 공통요인은 부실카드사가 발생하면 카드산업

에 한 불확실성 증가로 카드산업 체의 신뢰성이 하되면서 다른 카드사의 채권발

행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채권 리가 상승하는 염효과를 들 수 있다. 개별 카드사의 

고유요인은 카드사가 갖고 있는 재무활동  경 성과로부터 발생된다. 거시경제  요

인과 염효과는 체계  험이라고 할 수 있으며 고유요인은 비체계  험으로 분류

된다. 융 기는 개별 융사 혹은 특정 융산업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에서 요하

게 인식되지만 개별 카드사의 부실이 융 기로까지 이어졌는지는 불분명하며 근거 

한 명확하지 않다. 그러므로 카드사의 기는 융 기로까지 확 하여 분석하는 것보

다는 카드산업의 기에 한 분석을 통해 향력 있는 설명변수를 찾아내어 이를 험

진단 모형으로 사용하고자 한다.1) 융 기모형, 외환 기모형  은행 기의 조기경보

모형 등은 우리나라가 외환 기를 겪은 뒤 활발하게 논의되고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신용카드사의 조기경보모형은 융감독원이 2004년 12월 모형을 구축하고 내부

으로 운 에 있다고 하나 이를 외 으로 공표하여 카드사들이 사용하거나 학문

인 연구가 이루어진 은 없다. 

융기 의 부실은 자산의 갑작스런 증가, 자산의 부실화, 자본의 감소 등으로 이어

지는 경로를 거치는데 우리나라 신용카드사도 동일한 길을 걸어왔다. 이러한 카드사의 

부실경로는 체 카드사의 조정자기자본비율에 의해 개 으로 증명되고 있다. 따라서 

신용카드사 체의 조정자기자본비율이 -5.49%인 2003년 4/4분기를 신용카드시장의 

험시기로 정하기로 한다. 이 시기는 신용카드사의 자 조달이 이루어지지 못한 신용경

색기간이며 엘지카드의 구조조정과 국민카드, 외환카드, 우리카드 등이 모은행에 흡수되

는 시 으로써 신용카드산업의 요한 분기 임을 감안한 것이다.

개별카드사의 기 신호로는 부내에 있는 보고자산의 험정도를 평가하는 조정자기

본비율기 도 요하지만 유동화자산을 포함한 리자산을 통해 악하는 것이 더 요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카드사는 신용보강의무로 인해 유동화자산에 한 연체 액을  

1)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의 위기발생에 대처하는 방법으로 위기상황분석(Stress Test) 등을 통한 비상계획

(Contingency Plan)의 마련이 있으나 이러한 위기상황분석은 시스템 구축을 위한 비용부담, 개인부도율

의 축적자료부족 등으로 인해 현재 우리나라 신용카드사는 준비단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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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내의 건 자산으로 교체해야 하므로 손익이 리자산에 크게 좌우되기 때문이다. 그

러므로 개별카드사의 기는 조정총자산에 유동화자산을 합한 수정조정자기자본비율

(RAC : Revised Adjusted Capital)의 값이 8%미만인 경우를 기의 신호로 정의하기로 

한다. 즉  조정총자산 유동화자산
조정자기자본

으로 나타낸다.2)

Ⅱ. 신용카드시장의 험결정변수  모형

1. 험인식 방법과 데이터선정

신용카드시장에서 험인식 방법은 첫째, 거시경제지표를 통하여 신용카드시장의 

험을 인식하는 방법이다. 여기에서 사용되는 분석방법은 신용카드자산  이용액을 경

상GDP, 개인NDI(Net Disposable Income), 가계소비지출, 개인의 융자산․부채, 개인

의 자 조달  운용 등 거시경제지표와의 계를 살펴보는 것이다. 둘째, 로짓모형

(logit model)에 의한 신용카드시장의 험인식방법을 들 수 있다. 로짓모형에 사용되는 

험 단기 (비 험 0, 험 1)은 행의 여신 문 융업감독규정에 의해 산출되는 조

정총자산에 카드사의 리자산  유동화자산을 포함하여 산정한 수정조정자기자본비율

(RAC)로 정하고 사용된 변수들이 어떠한 향을 미쳤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셋째, 신호

근법(signal approach)을 이용하여 신용카드사와 신용카드시장의 험요인을 악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신호기간과 기발생과의 계를 악하여 사용된 변수  가장 

향력 있는 변수를 험측정의 요소로 삼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이동평균법에 의한 비

정상 인 자산의 부침(boom-bust)을 측정하여 험을 인식하고자 한다. 일반 으로 부

실 융기 은 갑작스런 자산증가, 부실 래, 자산감소, 자본감소의 순으로 진행되기는 

하나 자산의 진  성장은 안정 인 수익의 근간이 될 것이고 이러한 자산의 증가는 

신용카드사에게 으로 필요한 요건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동평균법(moving 

average method)에 의해 신용카드자산의 성장이 진 이면서 안정 으로 증가하 는

지 아니면 갑작스런 증가를 하 는지 검하고자 한다. 

거시경제지표법에 사용된 자료는 1990년부터 2004년까지 한국은행의 거시자료와 한국

여신 융 회의 신용카드이용실 을 사용하 으며, 로짓모형  신호 근법에서는 개별

카드사의 1999년 4/4분기부터 2004년 4/4분기까지의 재무제표상의 경 지표와 융지표, 

실물지표 등을 이용하 다. 사용된 데이터는 개별 카드사의 149개 분기별 재무제표 련

변수, 거시경제지표변수, 융 련지표 등이다. 다만 거시경제지표데이터와 융 련지표

변수는 매분기 모든 카드사의 분석에 복 사용하 다. 이동평균법의 경우는 1995년 4/4

분기부터 2004년 4/4분기까지 신용카드자산의 분기별 37개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boom-bust 상을 측정하 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사용된 신용카드시장에서의 험의 인

식과 측정방법은 로짓모형과 신호 근법을 사용하여 가장 향력 있는 변수를 찾아내고 

거시경제지표법과 이동평균법의 결과를 토 로 규제에 맞는 감독수단을 찾고자 한다. 

2) 조정자기자본비율 산정은 2003.6. 여신 문 융업감독규정 개정을 통하여 유동화자산의 10%를 조정총자산

에 반 하기 시작하 으며 2005.2.부터는 유동화자산의 20%를 조정총자산에 반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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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정방정식에 사용된 설명변수

신용카드시장의 조기경보모형은 학문 으로 연구된 바가 없어 추정방정식의 설명변수

를 선택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다만 우리나라의 은행 기, 외환 기, 융 기 등에 

한 연구사례를 활용하되 주로 은행 기 조기경보모형3)에 사용된 변수들을 선택하고자 

한다. 과거 은행 기조기경보모형은 CAEL변수들을 기 로 하여 은행부실  은행 기를 

미시  에서 주로 분석하 으나 손상호(2001)는 은행 기의 조기경보모형을 개발하

면서 은행공통 인 요인과 거시경제  요인을 보다 강조한 은행 기모형을 개발하 다. 

한편 외환 기 이후 다수의 외환 기모형에 한 논문들이 발표되었는데 박원암(2001)은 

신호 근방식으로 조기경보모형을 구축하여 기선행지표의 측력을 검증하 으며 김경

수(2004)는 신호 근법을 통해 효율  외환 기 측시스템의 구축방법을 연구하 다. 

<표 1> 추정방정식에 사용된 설명변수

구분 변수 내 용

카드사 

경 지표

ACR 조정자기자본비율(Adjusted Capital Ratio)

RAC 수정조정자기자본비율(Revised Adjusted Capital Ratio)

DR 연체율(Delinquency Ratio)

BA 차입 비율(Borrow/Asset)

ROA 총자본수익률(Return on Asset)

CUV 신용카드이용액

CH 신용카드보유자(Card Holder)

CSL 출비율(Cash/Lending)

ASST 자산증가율

실물부문

HCX 민간소비지출(Household Consumption Expenditure)

TCX 최종소비지출

SIR 서비스업증가율

UEM 실업률(Unemployment)

DI 가처분소득(Disposable Income)

융부문
M3 통화량(M3)

Spread 국고채-카드채 스 드

3) 은행위기의 조기경보모형에 대해서는 다수의 해외논문이 발표되었다. Sinkey(1975)와 West(1985)는 미시적 

관점의 건전성 변수들인 은행자산의 포트폴리오와 집중도, 자본의 적정성, 수익성, 유동성, 비용효율성, 예금 

및 규모 변수 등을 활용하였다. Cole and Gunther(1995)는 생존시간모형을 가지고 은행부도를 예측하기 위

해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수익성, 유동성, 여신포트폴리오, 비용효율성, 자금유통성 및 지역경제 특성변수 

등을 사용하였다. Gonzalez-Hermosillo, Parzarbasioglu and Billings(1997)는 hazard function을 이용한 

생존모형으로 멕시코의 은행위기를 설명하기 위해 CAEL 관련 개별은행변수, 은행산업의 공통변수 및 거

시경제변수들을 사용하였다. Rojas-Suarezs(1998)는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은행위기 예측을 위한 조기

경보모형을 구축하기 위해 CAEL 데이터, 주가 등의 전통적인 지표와 함께 예대차, 여신성장, 은행간 부

채 등의 보조지표를 함께 사용하였다. Hardy and Parzarbasioglu(1998)는 로짓모형을 사용하여 은행위

기를 예측하기 위해 예수금, 여신, 해외부채 등 은행권 공동변수와 각종 거시경제변수를 사용하였다. 

Gonzalez-Hermosillo(1999)는 개별은행의 CAEL 데이터는 물론 은행의 신용위험, 시장위험, 유동성위험

을 나타내는 각종 지표들, 도덕적 해이 지표, 지역경제 및 거시경제지표, 은행권 지표, 기타 은행지표들을 

사용하여 미국 5개 주의 은행위기를 분석하였다. Goldstein(1998), Kaminsky and Reinhart(1999), 

Goldstein, Kaminsky and Reinhart(2000)는 실물부문, 금융부문, 해외부문, 재정부문을 대표하는 각종 

거시경제변수들을 가지고 signal approach를 활용하여 은행위기의 조기경보모형을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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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거시경제지표에 의한 험인식과 측정

거시경제지표에 의한 신용카드시장의 험인식은 신용카드자산과 신용카드이용실

을 경상GDP, 개인NDI, 가계소비지출, 개인의 융자산․부채 증감, 개인의 자 조달  

운용과의 계를 통해 살펴본다. 

<표 2>는 신용카드 련 가계신용을 경상GDP  개인 NDI와 비한 표이다. 1998년

에는 경상GDP 비 카드 련 가계신용잔액의 비율은 3.31% 으나 2004년에는 5.38%로 

상승하 고 개인NDI 비 카드 련 가계신용잔액의 비율은 3.94%에서 6.22%로 증가하

다. 그러나 2002년에는 1998년보다 경상GDP 비 신용카드 련 가계신용의 잔액비율

은 3.7배가 상승하 고 개인NDI 비 카드 련 가계신용잔액비율은 3.6배까지 상승하

다. 2002년에 신용카드 련 가계신용잔액은 정 에 이르 음을 알 수 있다.

<표 2> 신용카드 련 가계신용의 소득 비 비

(단 : %)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카드 련 

가계신용잔액/경상GDP
3.31 4.41 8.15 10.81 12.28 7.15 5.38

 출( 서비스, 카드론)

잔액/경상GDP
2.00 2.56 5.17 6.16 6.85 4.21 2.74

 카드사

매신용/경상GDP
1.31 1.85 2.98 4.65 5.43 2.94 2.64

카드 련

가계신용잔액/개인NDI
3.94 5.23 9.56 12.63 14.20 8.32 6.22

출( 서비스, 카드론)

잔액/개인NDI
2.38 3.04 6.07 7.20 7.92 4.89 3.18

카드사 

매신용/개인NDI
1.56 2.19 3.49 5.43 6.28 3.43 3.04

 자료: 한국은행

<표 3> 신용카드자산과 거시경제지표와의 상 계

경상GDP 가계소비지출 개인 축 카드자산 가계신용 실업자 M3

경상GDP - .959** .903** .785** .947** -.133 .948**

가계소비지출 .959** - .745** .881** .972** -.161 .966**

개인 축 .903** .745** - .515** .754** -.114 .756**

카드자산 .785** .881** .515** - .887** -.226 .825**

가계신용 .947** .972** .754** .887** - -.164 .964**

실업자 -.133 -.161 -.114 -.226 -.164 - .055

M3 .948** .966** .756** .825** .964** .055 -

주) **는 0.01 수 (양쪽)에서 유의, 1995년 4/4분기～2004년 4/4분기의 매분기자료

자료: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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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은 분기별 신용카드자산과 거시경제지표와의 계를 나타내는 표이다. 거시경

제변수와 신용카드자산의 상 계수는 경상GDP(0.785), 가계소비지출(0.881), 개인 축

(0.515), 가계신용(0.887), M3(0.825) 등으로 나타났으며 실업자를 제외하고는 통계 으로 

1%수 에서 유의하 다. 개인의 가처분소득을 구성하는 축과 가계소비지출은 신용카

드사용과 상 계가 높으므로 정부가 신용카드이용을 장려하여 소비를 진작시키는데 

논리  근거를 제공하 다고 할 수 있다. 

<표 4>는 신용카드이용액과 거시경제지표와의 계를 나타내는 표이다. GDP 비 

신용카드이용실 은 2000년 이 까지 50%미만을 유지하 으나 2001년부터는 71.27%로 

상승하여 50%를 상회하 다. 가계소비지출 비 신용카드이용실 은 2000년 이 까지 

100%미만을 유지하 으나 2001년 131.74%를 기록하 고 2003년까지 100%를 상회하

다. 개인NDI 비 신용카드이용실 은 2000년까지는 100%미만을 유지하다가 2001년 

121.82%를 기록하 고 2003년까지 100%를 과하 다. 신용카드이용실 과 거시경제지

표  경상GDP, 가계소비지출, 개인NDI 등은 2002년에 정 에 있었음을 알 수 있는데 

신용카드실 이 경상GDP의 50%, 가계소비지출의 100%, 개인NDI의 100%를 과하는 

경우 험으로 인식해야 할 것으로 단된다. 여기서 서비스는 액이 직  소

비지출과 련되지는 않으나 신용카드결제  등에 사용되어 직․간 으로 향을 미

치므로 험을 인식하는데 있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표 4> 신용카드이용액과 거시경제지표와의 계

(단 : 조원, %)

년도
카드이용실  

(A)

경상 GDP 

(B)

가계소비지출 

(C)

개인NDI

(D)
A/B A/C A/D

1990  13 187 93 123  6.75  13.50  10.28 

1991  13 226 113 152  5.91  11.85    8.77 

1992  16 258 129 173  6.09  12.11   9.09 

1993  27 291 147 192  9.23  18.28  13.99 

1994  41 340 174 225 12.03  23.48  18.18 

1995  52 399 204 252 12.93  25.28  20.45 

1996  63 449 231 285 14.05  27.27  22.11 

1997  72 491 253 307 14.68  28.50  23.47 

1998  64 484 233 319 13.13  27.25  19.95 

1999  91 529 269 335 17.14  33.74  27.07 

2000 225 579 306 351 38.87  73.50  64.15 

2001 443 622 337 364 71.27 131.74 121.82 

2002 623 684 373 386 91.03 166.81 161.56 

2003 479 725 381 404 66.04 125.59 118.45 

2004 358 778 392 422 45.97  91.23  84.87 

주) 신용카드실 은 일시불, 할부 , 서비스를 포함하며 카드론은 제외

자료: 한국은행, 한국여신 융 회

그런가하면 신용카드 련 가계신용의 격한 증가는 무담보부 가계부채 증가의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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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요인으로 가계의 상환능력이 소득의 변동에 따라서 크게 향을 받을 수 있는 불안

정한 부채구조를 심화시킨다. 특히 담보부 출과는 달리 신용 출의 경우 가계소득을 

통한 부채상환능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므로 경기변동에 향을 받게 되며 신용카드

련 부채증 는 이러한 경향을 심화시킨다. <표 5>는 개인부문의 융자산․부채  자

조달과 자 운용의 추이를 나타내는 표이다. 융자산․부채  1999년까지 자산의 

증가율이 부채의 증가율보다 높았으나 2000년부터 부채의 증가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그러나 1998년에는 IMF외환 기의 향으로 조달이 30조원이상 감소하 고 개인

의 자 운용이 자 조달보다 많았다. 한 2002년에는 자 조달이 자 운용보다도 4.7조

가 많았는데 이는 개인이 차입에 의존하여 자산을 늘리거나 자산의 증가를 과하여 조

달이 이루어지고 있는 구조로써 가계의 재무상태가 매우 심각한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거시경제지표법에서는 신용카드자산  신용카드이용액을 거시경제변수와 비

율측정에 의해 각각의 임계치를 과하는 경우 험으로 인식하고 측정할 수 있을 것으

로 보인다. 그러므로 신용카드시장은 신용카드실   경상GDP( 비 0.5), 가계소비지출

( 비 1.0), 개인NDI( 비 1.0)을 과하고 개인의 자 조달이 자 운용을 과하면 험

한 수 에 있다고 할 수 있겠다.

<표 5> 개인부문의 융자산․부채  자 거래 추이

(단 : 조원, 배)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자산(A) 535.5 616.8 672.0 730.5 798.5 878.7 975.9 1,025.9 1,082.1

부채(B) 253.7 300.1 269.9 293.0 329.3 398.7 505.1 523.0 555.8

비(A/B) 2.1 2.1 2.5 2.5 2.4 2.2 1.9 2.0 1.9

자 조달(C) 38.8 46.4 -30.2 23.3 36.3 69.4 103.7 24.8 29.3

( 은행) 10.3 9.5 -2.9 23.7 22.4 46.0 72.0 33.4 23.8

(비은행) 20.7 22.7 -18.5 -6.3 4.8 13.0 31.5 -9.7 5.0

자 운용(D) 76.4 86.3 53.9 63.1 68.8 82.9 99.0 45.0 59.8

차액(D-C) 37.5 39.9 84.1 39.8 32.5 13.5 -4.7 20.2 30.6

자료: 한국은행

Ⅳ. 로짓모형에 의한 험인식과 측정

로지스틱 회귀모형은 종속변수가 질 인 0, 1만의 값을 가진 더미변수인 경우에 y의 

기 값을 나타내는 반응변수의 모양이 S자 곡선을 그리는 형태로 나타난다. 이 반응변

수는 가 증가함에 따라 의 값이 1로 서서히 수렴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때 

   라고 하면 


로 표 되는 함수가 되는데 여기에서는 수

정조정자기자본비율(RAC)을 종속변수의 단기 으로 하고 융감독원의 규제비율 8%

를 과하면 0, 미달되면 1로 표시하여 개별카드사의 기를 나타내며 이를 체 으로 

측해내는 방법을 사용하 다. 그러므로 수정조정자기자본비율이 융감독원의 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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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규제비율을 하회하는 경우 신용카드사의 험은 재화되므로 개별 카드사의 재무제

표  거시경제자료를 토 로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통해 단한다. 즉 종속변수가 되는 

=0, if RAC≥8%, =1, if RAC<8%로 나타낸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체 으로 카이제곱검정통계량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2log 우도 검정통계량은 64.58, Nagelkerke는 0.810으로 설명력이 높게 나타났으며 측

값에 한 분류는 91.0%로 정확성이 높게 나타났다. 다른 독립변수들의 수 이 일정할 

때 승비의 변화는 Exp(B)배, 
로 기 된다. 따라서 승산의 퍼센트변화는 100×(exp (B)-1)

로 계산되므로 연체율 16.4%, 차입 비율 -21.1%, ROA -41.0%, 카드보유자 0.1%, 

출비율 -11.1%, 자산증가율 -44.6%, 민간소비지출 65.2%로 나타났다. 승산의 증감은 민

간소비지출이 가장 높고 자산증가율, ROA, 차입 비  순으로 나타난 것이다. 승비 

exp(B)는 1보다 크게 되면 양 효과를 나타내고 승비가 0과 1사이에 있으면 음 효과를 

의미한다. 따라서 각각의 변수들이 수정조정자기자본비율에 미치는 향은 음 효과가 

있는 경우 역수를 취하여 비교해야 되므로 오즈 비율값은 연체율 1.164, 차입 비율 

1.267, ROA 1.695, 카드발 자 1.001, 출비율 1.125, 자산증가율 1.805, 민간소비지

출 1.652가 된다. 그러므로 수정조정자기자본비율에 한 향력은 자산증가율이 가장 

향력이 높고, 뒤이어 ROA, 민간소비지출, 차입 비율 순이라고 할 수 있다. 변수들간

의 공선성을 검증하기 해 상 행렬을 살펴보았으나 변수간 상 계는 높지 않은 것

으로 나타났다. 이들을 방정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6> 로짓모형에 의한 분석결과  

∘ 모형계수  요약(a)

 카이제곱 유의확률 -2 Log 우도 Cox와 Snell의 
R-제곱

Nagelkerke 
R-제곱

모형 요약 134.347 .000 64.584(a) .607 .810

∘ 분류표(b)

관 측 예측값구분(0,1)
0 1 분류정확%

1단계 0 70  7 90.9

구분(0,1) 1  6 61 91.0

체%   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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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정식에 포함된 변수(c)

B S.E. Wald 유의확률 Exp(B)

연체율(DR) .152 .049 9.675 .002 1.164

차입 비 (BA) -.237 .116 4.176 .041 .789

ROA -.528 .110 23.182 .000 .590

카드보유자(CH) .001 .000 20.558 .000 1.001

출비 (CSL) -.118 .030 15.064 .000 .889

자산증가율(ASST) -.590 .257 5.266 .022 .554

민간소비지출(HCX) .502 .116 18.747 .000 1.652

상수 -2.530 .920 7.569 .006 .080

Ⅴ. 신호 근법에 의한 험인식과 측정

신호 근법은 기에 한 설명력이 높을 것으로 단되는 변수들을 선정하여 비모

수  방법으로 이들 변수값이 특정임계치를 넘을 경우 신호가 발생하 다고 간주하고 

신호발생으로 기를 측하는 방법이다. 특히 특정지표가 임계치를 넘어선 뒤

(RAC<8%) 미래의 일정기간내에 기가 발생하면 참신호(good signal)로 분류하고 특정

지표가 임계치를 넘어선 뒤 미래의 일정기간내에 기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이는 거짓

신호 는 잡음(bad signal or noise)으로 분류된다. 한 특정지표가 임계치를 넘지 못

하면(RAC≥8%) 신호로 인식되지 못하는데 이때 일정기간내에 기가 발생하지 않으면 

이는 바람직한 정보에 해당되고 그 지 않으면 잘못된 정보로 분류된다.

따라서 신호와 기간에는 <표 7>과 같은 네 가지 경우가 있다. 실제로 기가 발생

하 을 때 신호가 발생되지 않는 제1종 오류는 C/(A+C)이며 기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 신호가 발생하는 제2종 오류는 B/(B+D)이다. 신호발생의 임계치는 제1종 오류와 제2

종 오류를 모두 일 수 있도록 설정한다. 따라서 임계치선정의 단은 잡음/신호 비율 

= 제2종 오류/(1-제1종오류) = {B/ (B+D)}/{A(A+C)}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야 최 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각각의 지표값이 커지면 기의 가능성이 높아지도록 선행지표값 

크기의 순서에 따라 배열한 후 그 값을 크기순으로 배열하여 잡음/신호 비율이 최 가 

되도록 반복 계산하여 상하 구간에 있는 값을 임계치로 선정하 다. 잡음/신호 비율 

계산시에는 4개분기의 도우를 설정하여 재부터 12개월이내에 어도 한번 기가 

발생할 때 기가 발생한 경우로 간주하 다. 신호 근법에 의한 분석 시에는 부분 

<표 7> 신호와 기 계

(단 : 경우 수) 

위기 발생 위기 비발생
신호발생 A B

신호 비발생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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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개별 선행지표의 기 측력

A/(A+C) B/(B+D)
[B/(B+D)]

/[A/(A+C)]
임계구간 A/(A+B)

측능력

순

조정자기

자본비율
0.41 0.00 0.00 

8.44

(하 25%이하)
1.00 -

수정조정

자기자본비율
0.42 0.00 0.00 

5.80

(하 25%이하)
1.00 -

연체율 0.15 0.03 0.22 
17.19

(상 90%이상)
0.88 4 

차입 비율 0.37 0.02 0.04 
1.34

(상 75%이상)
0.97 3 

ROA 0.27 0.00 0.00 
-8.7

(하 15%이하)
1.00 1 

카드이용액 0.26 0.00 0.00 
18,062,661

(상 85%이상)
1.00 1 

카드발 자

증가율
0.33 0.13 0.40 

.0035

(상 75%이상)
0.79 5 

출비율 0.07 0.18  2.77* 
58.81

(상 89%이상)
0.35 13 

자산증가율 0.22 0.11 0.53 
3.19562

(상 83%이상)
0.74 6 

민간소비지출 0.21 0.11 0.56 
-1.8

(하 18%이하)
0.73 8 

서비스업증가율 0.27 0.15 0.54 
7.3

(상 81%이상)
0.74 7 

실업률 0.12 0.15  1.23* 
4.7

(상 89%이상)
0.55 10 

국고채-카드채

스 드
0.25 0.16 0.66 

2.89

(상 80%이상)
0.70 9 

가처분소득 0.08 0.10  1.29*
123,015.5

(하 12%이하)
0.54 11 

M3 0.24 0.31  1.30* 
1,194,411

(상 77%이상)
0.54 12 

A/(A+C) : 기기간  신호발생비율

B/(B+D) : 비 기기간  신호발생비율

[B/(B+D)]/[A/(A+C)] : 잡음/신호비율

A/(A+B) : 신호발생후 기비율

*는 잡음/신호 비율이 1보다 큰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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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개월의 도우를 설정하고 있으나 자료를 수집하는데 한계 이 있어 도우를 12개월

로 하 다. 일반 으로 도우를 짧게 잡으면 기발생의 시 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반면 측의 정확도는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표 8>에서 기발생 임계치는 표 편차의 상  75%이상, 하  25%이하에서 계산하

다. 만약 어떤 지표가 임의 으로 신호를 발생한다면 A/(A+C)와 B/(B+D)는 모두 

1/2이 되고 잡음/신호 비율이 1이 될 것이다. 따라서 잡음/신호 비율이 1보다 크면 이

는 어떤 지표가 임의 으로 신호를 발생하는 경우로 기 측의 오류가 크다는 것을 의

미하므로 선행지표로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출비율, 실업률, 가처분소득, M3 

등은 1보다 크므로 기 측 선행지표에서 제외하 다. 측능력은 잡음/신호 비율의 

역순으로 정확도를 반 하기 때문에 신호비율을 높이든지 아니면 잡음비율을 낮춰야 한

다. 이러한 방법을 토 로 측능력순 는 신용카드이용액, ROA 등이 가장 높았고 그 

뒤 차입 비율, 연체율 순으로 나타났다. 신용카드이용액과 ROA는 신호발생여부에 따

라 기발생과 기비발생이 일치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기 단능력이 뛰어나다고 할 

수 있다. 반면 국고채와 카드채수익률의 스 드는 9 에 그쳐 높은 측능력을 보이

지 않았다. 

선행지표들의 기 측력을 검증하기 해서는 선행지표들에 의해 발생되는 신호를 

종합하는 지수가 작성되어야 한다. 종합지수를 작성하는 방법으로는 세가지 방법이 사

용되고 있다. 첫째, 잡음/신호 비율이 1보다 작은 양호한 선행지표로부터 발생한 신호를 

단순히 합하여 종합지수를 산정하는 방법이다. 둘째, 각 선행지표의 잡음/신호 비율이 

서로 다르므로 합산 시 잡음/신호 비율을 가 치의 정보로 이용하는 방법이다. 기

측력은 잡음/신호 비율과 역의 계에 있으므로 잡음/신호 비율의 역수를 가 치로 사

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분석결과 사용된 지표  몇 개의 변수가 잡음/신호 비율이 (零)이

되었으므로 잡음/신호 비율의 역수 신 「1-잡음/신호 비율」을 가 치로 선택한다.4)

셋째, 각 선행지표의 잡음/신호 비율은 양호한 지표와 불량한 지표를 단하는 기 으

로만 사용하고 각 선행지표를 표 화하여 단순합산한 지수를 작성한다. 여기에서는 각 

선행지표의 신호를 합산하는 첫 번째 방법과 두 번째 방법에 의하여 종합지수를 작성하

기로 한다. <그림 1>, <그림 2>는 카드사별로 신호가 발생한 경우를 나타낸 그림이다. 

KB카드와 SM카드는 2002년 1/4분기에 신호가 4개가 발생하 고 LG카드는 2002년 3/4

분기에 4개의 신호가 발생하 다. 그러나 EX카드는 2003년 3/4분기에서야 신호가 4개 

발생하 다. 신용카드사의 문제가 극에 달했던 2003년 4/4분기에 LG카드는 6개의 신호

가 발생하 다.  모은행으로 흡수 합병된 카드사 에 KB카드(2003년 3/4분기)는 4개, 

EX카드(2003년 4/4분기)는 4개, WR카드(2003년 4/4분기)는 5개의 신호가 발생하 다. 

그러나 SM카드와 HD카드는 2002년 4/4분기에 5개의 신호가 각각 발생하여 매우 험

한 상태에 처하 던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지수에 의하면 신호가 4개 이상 발생하면 한

계상황으로 보고 험을 진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은 가 종합지수에

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는데 가 종합지수가 2.7개 이상 신호가 발생하는 경우 카드사의 

합병, 주주의 증자 참여 등이 이루어졌다. 

4) 이 방법은 박원암(2001)에 의해서 사용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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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별 종합지수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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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카드사별 종합지수추이

카드사별 가중종합지수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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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카드사별 가 종합지수추이

 <그림 3>은 1999년 4/4분기부터 2004년 4/4분기  신호 근법의 두 가지 종합지수추

이를 나타내고 있다. 2000년 1/4분기에 14개의 신호가 발생하 고 2000년 2/4분기부터 

2001년 4/4분기까지는 신호가 5개 이내로 발생하여 비교  안정 이라고 볼 수 있으나 

이후에 속도로 신호가 많이 발생하기 시작하 다. 종합지수가 선행지수라고 볼 때 그

림에서처럼 2002년 4/4분기에 신호가 28개가 발생하 고 2003년 1/4분기에 하락하 다

가 다시 상승하게 되면서 기를 발생시키고 있어 카드사 기는 2002년 4/4분기에 이미 

고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신호 근법에서 최고의 정 은 2003년 3/4분기로써 34개

의 신호가 발생하 고 2003년 4/4분기에는 31개의 신호가 나타난 후 하향세를 보이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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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선행지수로 인식될 만한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신호발생을 ｢1-잡

음/신호 비율｣로 가 한 가 종합지수에서도 비슷한 상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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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선: 신호의 단순합산, 선 : 신호의 가 합산

<그림 3> 카드사 합산종합지수추이

Ⅵ. 이동평균법에 의한 험인식과 측정

1. 이동평균법에 의한 신용카드자산의 boom-bust측정방법

이동평균법(moving average method)은 원래 계량경제의 시간개념을 도입하여 과거

에 발생한 오차의 합으로 나타내는데 재  1기 의 값에 의존하는 형태이다. 여기에

서는 자산의 boom-bust분석을 해서 다음과 같은 모델을 설정하기로 한다. 우선 장기

평균성장률과 이동평균법에 의한 성장률을 비교하는 것이다. 분기에 있어서 카드사의 

실질자산성장률을     

 
 라고 하고 카드자산, 평균성장률 , 성장률의 표

편차를 라고 할 때, boom 상은   기의 평균성장률이 임계치보다 큰 경우

(①), bust 상은 반 로   기에 평균성장률이 임계치보다 작은 경우(②)라고 

규정한다. 

 

① 

        
   ,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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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변수 는 최악의 boom-bust 사건을 비논리 이지 않게 선택할 수 있는 매개

변수이다. 가 증가하면 자산가격의 boom-bust에 해당하는 숫자는 감소하게 된다. 임계

치 는 Bordo and Jeanne(2002)가 미국의 공황, 일본의 1985～1995년 에 발생한 

boom-bust 단기 으로 제시한 =1, 1.3을 사용하기로 한다. 따라서 카드자산의 3기간 

이동평균 성장률이 임계치를 벗어나는 경우 산식에 따라 boom-bust로 구별한다. 자산의 

boom-bust 상은 선정된 기간의 데이터를 토 로 부내 신용카드자산의 증감과 유동화

자산을 포함한 신용카드자산의 증감에 해 단하 다. 분기증가율은 로그를 취하여 

연속성을 확보하 으며 평균성장율과 표 편차를 비교하 다. 

2. 이동평균법에 의한 boom-bust 분석결과 

가. 신용카드자산의 boom-bust분석 결과 

<그림 4>는 신용카드자산의 증감을 분기별 차분에 의해 나타낸 그림이다. 신용카드

자산은 1999년 5월 정부의 신용카드장려정책을 사용하기 까지 큰 기복 없이 안정 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각종 신용카드정책을 사용하면서 신용카드사는 성

숙된 제도아래 업력을 확충하기 시작하여 진 으로 성장하다가 2001년 12월 비 

2002년 3월기간에는 30조원의 자산증가를 가져왔으며 2002년 12월까지 7조원이상이 증

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2003년 3월부터는 7조원이상의 자산감소를 가져왔

고 2003년 12월에는 18조원의 자산이 감소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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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신용카드자산의 증감추이

  주)신용카드자산은 유동화자산을 포함하여 산출

  자료: 한국은행, 융감독원

부내의 신용카드자산성장률은 최  23.65%에서 최소 -17.07%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표 9><별표 1>. 우리나라가 IMF구제 융에 처한 1997년 이후 2차례의 침체를 맞

이하 지만 1999년 경기부양  신용카드 장려정책에 힘입어 1999년 12월부터 2001년 3

월까지 폭발 인 자산의 증가를 가져오게 되었다. 그러나 신용카드회원의 규모 연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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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해 2003년 6월부터 2004년 3월까지 신용카드자산이 폭 감소되는 형 인 

boom-bust 상으로 나타났다. 연체 의 미회수, 신용불량자의 증가로 인한 무수익자

산증가  상각처리 등으로 신용카드자산은 폭 으로 감소하게 된 것이다. 부내 신용

카드자산은 평균성장률 3.09%와 표 편차 9.52%로 나타났고 이를 토 로 boom-bust모

델에 따라 측정한 결과 매개변수 =1.0일 때 boom 6개기간, bust 6개기간으로 나타났으

며 =1.3일 때 boom 4개기간, bust 3개기간 등으로 나타났다. 

 

<표 9> 부내 신용카드자산의 boom-bust 분석결과 요약

       boom bust

-0.1707 0.2365 0.0309 0.0952 1.0 0.1262 -0.0643 6 6

Number 37 1.3 0.1548 -0.0929 4 3

주) <별표 1>을 요약한 내용임.

   

그러나 유동화자산을 포함한 신용카드자산의 성장률은 최  33.99%에서 최소 

-18.60%까지 분포되었다<표 10><별표 2>. 이러한 결과는 부내 신용카드자산의 성장률보

다 평균성장률에서 1.28% 더 높고 표 편차도 1.70% 더 변동폭이 컸다. boom-bust모델

에 의한 측정결과는 매개변수 =1.0일 때 boom 8개기간, bust는 6개기간으로 나타났다. 

매개변수 =1.3일 때 bust는 3개로 동일하지만 boom은 3개기간으로 오히려 부내의 자

산만을 비교할 때보다 더 게 나타났다. 이는 신용카드자산이 속도로 팽창하 다가 

일시에 감소하 다고 볼 수 있다. boom 상은 2000년 2/4분기에 최  발생하 고 bust

상은 2003년 3/4분기에 발생하여 시장의 실패시기와 일치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의 IMF 구제 융 이후 신용카드시장에서의 신용카드자산은 1998년 3/4분기에 부내자산

과 유동화자산을 포함한 카드자산에서 bust가 발생하 는데 이때에는 갑작스런 자산의 

증가에서 발생된 bust가 아니기 때문에 1997년말을 융시장의 충격시 으로 보면 자산

의 bust 상은 9개월이 소요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자산의 비정상 인 상승으로 

발생되는 boom-bust는 신용카드자산의 최고상승률이 2001년 4/4분기 고 신용카드자산

의 최고하락률이 2003년 4/4분기로써 2년의 기간이 필요하 다. 이는 임계치  인 

경우 마지막 boom 2001년 4/4분기와 최 발생 bust 2003년 4/4분기까지 2년의 소요기

간과 일치하고 있다. 한 이러한 상은 Whitely, Windram and Cox(2004)의 연구결과에 

비추어 미국 씨티은행의 신용카드증강운동에 따른 신용카드자산 증가와 폭 인 연체

율 발생기간에 소요되는 2년과 같았다. 결과 으로 신용카드시장의 험은 신용카드자

산폭증→신용카드연체→신용카드자산상각으로 이어지는 경로를 따라 발생하 고 1년의 

잠복기(2002년 3/4분기부터 2003년 2/4분기)를 거쳐 2년이 되는 시 에서 최고조에 이

르 다. 그러므로 신용카드시장에서 갑작스런 자산의 증가에 한 측정은 신용카드시장

의 부실을 측할 수 있는 방법이라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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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신용카드자산의 boom-bust 분석결과 요약

       boom bust

-0.1860 0.3399 0.0437 0.1122 1 0.1559 -0.0685 8 6

Number  37 1.3 0.1895 -0.1022 3 3

주) <별표 2>를 요약한 내용임.

Ⅶ. 결 론 

융시장의 험을 인식하고 측정하는 방법은 다양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

구에서는 신용카드시장의 험의 인식과 측정방법을 해 거시경제지표법, 로짓모형, 신

호 근법, 이동평균법 등을 사용하 다. 거시경제지표법에 의하면 신용카드이용실 /경

상GDP( 비 0.5), 신용카드이용실 /가계소비지출( 비 1.0), 신용카드이용실 /개인

NDI( 비 1.0) 등의 비율이 임계치를 과하고 개인의 자 조달이 자 운용을 과하는 

경우 신용카드시장은 험에 처하 다. 험의 정의를 유동화자산을 포함한 수정조정자

기자본비율로 볼 때 로짓분석에서는 오즈 비율값이 자산증가율(1.805), ROA(1.695), 민간

소비지출(1.652), 차입 비율(1.267) 순으로 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고 신호 근법의 

측능력순 는 카드이용액증가율, ROA등이 가장 높았고 그 뒤로 차입 비율, 연체율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신용카드사의 험을 인식하는 요한 요소는 신용카드이용액, 

신용카드자산증가율, ROA 등임을 알 수 있다. 이동평균법에서는 신용카드자산의 

boom-bust를 통해 험의 정도를 살펴보았다. 정상 인 업환경 하에서 1997년 4/4분

기 외환 기결과 신용경색과 같은 외부의 충격으로 자산의 감소는 2분기 후에 나타났

다. 그러나 자산이 속하게 성장한 경우 유동화자산을 포함한 신용카드자산의 

boom-bust 상은 임계치를  로 두었을 때 boom은 2000년 2/4분기에 최 로 발생

하여 2002년 2/4분기까지 이어졌으며 bust는 2003년 3/4분기에 발생하여 2004년 3/4분

기까지 이어졌다. 신용카드자산의 최고 성장률은 2001년 4/4분기에 나타났으며 신용카

드자산의 최고 하락률은 2003년 4/4분기에 나타나 2년의 기간이 소요되었다. 이는 임계

치  의 경우 마지막 boom 2001년 4/4분기와 최 발생 bust 2003년 4/4분기까지

의 2년의 소요기간과 일치하고 있다. 

이상의 분석방법을 비교하면 거시경제지표법에 의한 험측정은 경상GDP, 가계소비

지출, 개인NDI 등과 신용카드자산  신용카드이용액과의 계를 비율측정에 의해 

찰하고 개인의 자 조달과 자 운용추이를 악하여 임계치에 이르는 경우에 험으로 

인식할 수 있다. 사용된 변수들은 주로 한국은행의 통계자료이므로 자료수집이 용이하

며 복잡한 통계  분석이 필요치 않다. 그러나 거시경제지표법은 거시경제지표와 신용

카드시장이 어느 정도 련성이 있는지 악할 수 있으나 개별 신용카드사에게 미치는 

향을 알아내는데 어려움이 있다. 한 개인의 가처분소득은 매년 발표되는 통계자료

이기 때문에 단기 인 신용카드자산의 증감을 악하는데 한계 이 있다. 로짓모형은 

통계분석방법의 정확도와 높은 측력을 바탕으로 가장 향력이 있는 변수를 찾아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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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분석에 사용된 데이터는 개별회사별로 구해야 하므

로 일 성이 결여될 수 있고 사용변수의 유의성검증은 로지스틱 회귀방정식의 성립여부

에 달려 있어 원하는 변수를 모두 사용할 수 없다. 한편 신호 근법은 모든 사용 가능

한 변수를 비모수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고 분석자가 향력 있는 변수를 검증하기 

해 본인의 의도에 따라 정의할 수 있는 장 이 있다. 그러나 험에 한 정의는 객

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방법론도 일정하지 않아 분석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이동

평균법은 로짓모형, 신호 근법 등에서 가장 향력 있는 변수를 찾아낸 후 간편한 방

법으로 구체 이면서 정교하게 측정할 수 있는 장 이 있다. 그러나 분석에 사용된 변

수는 다른 통계분석법에 의하여 선택된 변수로 한정되므로 변수의 신뢰성 확보가 필요

하다. 손상호(2001)는 OLS모형, Probit모형, 신호 근법 등을 사용하여 은행의 조기경보

모형을 구축하면서 신호 근법에 의한 방법이 조기에 기를 경보하는 경향이 있기 때

문에 신호 근법을 우선 사용하고 나머지 방법은 보조 인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고 하 다. 그러나 신용카드시장은 자산의 성격이 단기에 증가되고 감소하는 

속성이 있으므로 감독당국에서는 자산의 비정상 인 증감을 악할 수 있는 이동평균법

을 사용하여 신용카드시장의 험을 인식하고 측정하여 조기경보모형으로 활용하고 거

시경제지표법을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이상의 분석 방법들은 융감독당국 입장에서 신용카드시장의 험을 인식하고 측정

할 수 있는 수단이지만 개별카드사에게 용하기 한 험측정모델은 카드사별로 경

환경에 맞게 구축하여야 한다. 신용카드자산의 격한 증가는 신용카드연체, 신용카

드자산상각으로 이어지는 부실징후의 단계로 단된다. 신용카드시장에서 자산의 

갑작스런 증가를 악할 수 있다면 신용카드시장의 부실은 어느 정도 측될 수 있

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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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부내 신용카드자산의 boom-bust 분석결과

year

(quarterly)
 

          

199512 0.0625 -
199603 0.0132 -
199606 0.0299 0.0319
199609 0.0649 0.0327
199612 0.0587 0.0512
199703 0.0153 0.0463
199706 0.0561 0.0434
199709 0.0757 0.0490
199712 0.1047 0.0788
199803 -0.0891 0.0304
199806 -0.0544 -0.0129
199809 -0.0739 -0.0725 T
199812 -0.0690 -0.0658 T
199903 -0.0099 -0.0510
199906 0.0666 -0.0041
199909 0.0830 0.0465
199912 0.2365 0.1287 B
200003 0.1711 0.1635 B B
200006 0.1849 0.1975 B B
200009 0.1774 0.1778 B B
200012 0.1699 0.1774 B B
200103 0.0814 0.1429 B
200106 0.1084 0.1199
200109 0.0760 0.0886
200112 0.0882 0.0909
200203 0.0748 0.0797
200206 0.0896 0.0842
200209 0.0614 0.0753
200212 -0.0024 0.0495
200303 -0.0985 -0.0132
200306 -0.1707 -0.0905 T
200309 -0.1419 -0.1370 T T
200312 -0.0720 -0.1282 T T
200403 -0.0770 -0.0970 T T
200406 -0.0260 -0.0583
200409 -0.0567 -0.0532
200412 -0.0544 -0.0457

주) B=boom, T=bust, 부내의 신용카드자산기

자료: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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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신용카드자산의 boom-bust 분석결과

year

(quarterly)
 

               

199512 0.0626 -
199603 0.0133 -
199606 0.0300 0.0979
199609 0.0649 0.0361
199612 0.0588 0.0512
199703 0.0154 0.0464
199706 0.0561 0.0434
199709 0.0757 0.0491
199712 0.1048 0.0789
199803 -0.0892 0.0304
199806 -0.0544 -0.0129
199809 -0.0740 -0.0725 T
199812 -0.0690 -0.0658
199903 0.0206 -0.0408
199906 0.0647 0.0054
199909 0.0808 0.0554
199912 0.2206 0.1221
200003 0.1667 0.1560
200006 0.1814 0.1896 B B
200009 0.1921 0.1800 B
200012 0.2339 0.2024 B B
200103 0.1329 0.1863 B
200106 0.1306 0.1658 B
200109 0.1169 0.1268
200112 0.3399 0.1958 B B
200203 0.0806 0.1791 B
200206 0.0865 0.1690 B
200209 0.0697 0.0789
200212 0.0542 0.0702
200303 -0.0582 0.0219
200306 -0.0871 -0.0304
200309 -0.1131 -0.0861 T
200312 -0.1860 -0.1287 T T
200403 -0.1169 -0.1387 T T
200406 -0.0423 -0.1151 T T
200409 -0.0812 -0.0801 T
200412 -0.0660 -0.0632

주) B=boom, T=bust, 유동화자산 포함한 신용카드자산기

자료: 한국은행, 융감독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