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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미국시장을 심으로 1990년 반 이후  신용카드시장의 높은 이자율의 원인을 밝히

는 다수의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원인으로는 신용카드시장에

서 역선택의 문제, 카드사용자의 도덕  해이, 환비용ㆍ탐색비용ㆍ거래비용, 그리고 

카드사용자의 비합리성과 같은 기타요인들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업카드사의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일차 으로 신용카드 시장에 

하방경직성이 존재하는지를 검증하 고, 검증가능한 분야인 역선택과 도덕 해이의 문

제가 국내 신용카드 시장에 존재하는가를 분석하 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국내 신용카드 시장에서 조달 리가 상승하는 경우에서의 이자율 상승폭이 조달

리가 하락한 경우에서의 이자율 하락폭보다 크게 나타나 이자율 하방경직성은 존재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역선택과 련해서는 융한도가 증가된 경우 신용도가 

높은 그룹에의 융소진율은 변하지 않는 반면 신용도가 낮은 그룹의 융잔고는 유의

으로 증가하는 역선택의 문제가 찰되었다. 한 이자율과 련해서는 하락하는 이

자율에서 신용도가 낮은 그룹의 융잔고가 유의 으로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나 하락

하는 이자율에서의 역선택 문제가 존재하는 것으로 단된다. 마지막으로 연체월에 근

할수록 소진율이 증가하기는 했지만 이는 한도의 감소에 의해 기인된 것으로, 카드

사용자들이 채무불이행확률이 극 화된 시 에서 옵션의 가치를 행사할 것이라는 가설

은 지지되지 않았다. 

신용카드 시장의 높은 이자율의 원인에 한 연구: 도

덕 해이와 역선택문제를 심으로

고 진(한국산업기술 학교)



- 2 -

Ⅰ. 서론

   사회에서 신용카드는 제품 구매에서 결제 행 수단으로 뿐만이 아니라 상

으로 신용도가 낮아 리의 자 조달이 어려운 서민들에게 요한 자 조달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신용카드는 상 으로 신용이 열악하여 출이자가 낮은 은행의 

출상품을 이용할 수 없는 서민들에게는 자 조달의 기능을 제공한다. 한 신용카드는 

주어진 한도 내에서 원하는 경우즉시 자 을 조달 할 수 있기 때문에 탐색비용과 정보

비용과 같은 거래비용이 작다는 장 이 있다.1) 

  이러한 신용카드의 정 인 기능에도 불구하고 카드사용자가 카드를 사용 시 지불하

는 이자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비 이 제기되고 있다. <표 1>을 보면 2006년의 경우에도 

평균운용 리는 18.87%로 조달 리 5.94%에 비하여 에 비하여 12.9% 높게 운용되고 있

는 것을 알 수 있으며, 2002년의 경우에는 스 드가 무려 21%에 이르고 있다. 신용카

드를 통해 자 을 조달하는 사용자는 은행을 이용하는 사용자에 비하여 상 으로 채

무불이행 험이 높기 때문에 카드사 입장에서는 운용 리를 높게 가져가는 것이 당연

하다. 그러나 2006년 은행의 경우 과 출의 평균스 드가 3.5%인 것을 고려한다

면 13%의 스 드는 높은 수 이라고 단된다.

<표 1.2> 주요 융기 의 수신 리와 여신 리(단 : %)

2002 2003 2004 2005 2006

은행

수신 리 5.19 4.52 4.04 3.95 4.62

여신 리 6.92 6.50 5.88 5.49 5.8

스 드

비은행기

수신 리 6.01 5.71 5.57 5.04 5.37

여신 리 12.00 10.95 10.84

스 드

신용카드사

조달 리 6.68 7.02 6.49 5.60 5.94

운용 리 27.63 26.78 22.36 19.46 ·18.87

스 드

주) 1. 은행의 수신 리는 축성 (요구불 제외)의 리를, 여신 리는 신용 출 리를 사용함.

    2. 비은행기 은 상호 축은행이며, 수신 리는 1년 정기 기 이며, 여신 리는 일반 출상품의 이자

율임.

    3. 분석에 사용된 신용카드사의 등 이 AA-등 을 유지했기 때문에 AA-등  회사채 리를 사용함. 운

용 리는 서비스와 카드론의 평균 리를 사용함.

출처) 한국은행, 본 연구의 분석자료.

1) 우리나라의 경우 신용카드는 2006년 말을 기 으로 사용 액이 368조원에 이르고 서비스는 92조원에 달한

다. 한 2006년 민간 최종소비지출(454조원) 비 신용카드 이용 액의 비율이 81%에 이를 만큼 개인의 소비

활동  자 조달 활동에 있어서 신용카드는 매우 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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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자 의 가격은 자 시장의 수요와 공 에 의하여 결정된다. 한 운용 리는 조

달 리에 따라 변동된다. 신용카드 회사도 조달 리가 올라가면 운용 리를 올릴 것이

며, 조달 리가 내려가면 운용 리를 내릴 것이다. 하지만 조달 리의 상승 시 운용 리

의 증가율이 조달 리 하락 시 운용 리의 하락율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만약 조달

리의 상승 시 운용 리의 증가율이 조달 리 하락 시 운용 리의 하락률 보다 큰 경

우 이자율의 하방경직성이 있다고 본다. 신용카드를 통하여 자 을 조달하는 사용자의 

입장에서 이자율의 하방경직성(stickiness)의 존재는 바람직한 상이 아니다. 왜냐하면 

하방경직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 스 드만큼이 사용자의 입장에서 추가 으로 

지불하는 비용이 되기 때문이다. 만약 시장이 효율 으로 작동한다면 이자율의 하방경직

성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Ausubel(1991)은 미국의 신용카드 시장에 이자율하방경직성이 존재하고 있으며 

결과 으로 신용카드시장의 경쟁이 실패했다고 보고하 다. 한 그 원인으로 환

비용의 존재, 역선택 문제 그리고 소비자들의 비합리성 요인을 주장하 다. 이후 신

용카드 시장에서 이자율의 하방경직성이 존재하는 지 그리고 존재한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가에 한 연구가 다수 수행되었다. 연구결과 조달 리와 운용 리간의 계

에서 이자율 하방경직성이 존재하고 있음을 보고하 고 Ausubel(1991)이 제기한 원

인들이 실제로 이자율하방경직성을 나타내는 원인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국내의 경

우 신용카드시장에서 일어나는 경쟁실패나 제반 환경에 한 연구가 학계에 보고된 

바 없다. 에서 언 했듯이 소비자 융에서 차지하고 있는 신용카드의 규모와 

요성을 고려한다면 국내에서도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고 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국내 업카드사의 카드사용자료를 이용하여 국내

카드시장에서 이자율의 하방 경직성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존재한다면 그 원인에 

하여 진단하고자 한다. 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와 달리 조달 리와 운용 리

간의 계이외에 부도율을 추가 으로 고려하여 부도율에 한 하방경직성이 존재

하는가를 추가 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운용 리를 결정하는 요인에는 조

달 리 이외에 부도율이 향을 미치며, 상 으로 신용이 나쁜 사용자가 많이 이

용하는 신용카드 시장에서는 부도율이 운용 리에 미치는 향력이 타 융기 에 

비하여 향력이 클 것으로 단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Ⅱ장에서는 신용카드 이자율 하방경직성

과 련된 선행연구를 정리하고 Ⅲ장에서는 실증분석에 사용 될 자료를 기술하고 

연구모형을 설정하 다. Ⅳ장에서는 실증결과를 제시하고 Ⅴ장에서는 본 연구의 주

요 결과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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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선행연구

  신용카드 시장의 높은 이자율은 비단 국내만의 문제는 아니다. 신용카드 시장의 

높은 이자율의 원인을 밝히는 연구는 1990년  후반들어 미국을 심으로 매우 활

발하게 수행되어 왔다. 신용카드 시장의 높은 이자율의 원인과 이자율하방경직성에 

한 선행연구를 정리하면 <그림 1>과 같다. Ausubel(1991)은 신용카드시장에서 카

드사용자들이 본인이 지불하는 높은 이자비용에 하여 제 로 인식하지 못한다는 

가정하에 거래비용이 존재하며 한 역선택의 문제로 인하여 시장이자율이 하방경

직성을 갖는다고 주장하 다. 즉 기존의 카드사용자가 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

는 다른 융기 을 이용하기 해서는 탐색비용과 환비용과 같은 거래비용이 발

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거래비용으로 인하여 카드사용자의 선택이 제약되어 경쟁이 

실패한다는 것이다. 한편 카드사들이 낮은 이자율로 경쟁하는 경우 상 으로 신

용이 불량한 사용자들이 우선 으로 이자율이 낮은 카드사로 이 을 하게 되어 

상 카드사의 평균부도율이 높아지게 되는 역선택의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카드사

들이 이자율을 낮추지 않는다고 주장하 다. Ausubel(1991)의 주장 이후 미국시장을 

심으로 실제로 하방경직성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Ausubel이 제시한 원인에 한 

검증이 꾸 히 시도되었다.

    Calem & Mester(1995)는 Ausubel(1991)이 주장한 신용카드이자율의 하방경직

성 요인  탐색․ 환비용  역선택 문제에 하여 실증  연구를 통해 이를 증

명하 는데, 연방 비제도이사회(FRB)의 1989년 소비자 융조사(Survey of 

Consumer Finance, SCF) 자료를 이용하여 가계의 은행카드채무잔액이 카드거래자

의 거래조건탐색과 유의 인 음의 계가 있음을 보 다. 즉 신용카드 거래자가 타 

신용카드로 환할 의도가 있는 경우 기존 카드거래채무 잔액을 낮게 유지하고 있

으며 이는 카드거래 환을 한 비용이 수반되고 있음을 나타낸 것이라고 하 다. 

<그림 1> 신용카드 시장의 이자율과 련된 선행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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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ito and Hartley(1995)는 Ausubel(1991)이 주장한 카드사용자의 비합리성을 비

하면서 카드사용자의 합리 으로 행동하는 경우에도 신용카드이자율의 하방경직

성이 나타날 수 있음을 주장하 다. 높은 신용카드 이자율을 지불하는 것은 비합리

으로 보이지만 거래비용을 고려한다면 단기 으로 돈을 차입하는 경우 은행에서 

차입하는 것보다 매력 일 수 있다. 즉 신용카드의 높은 이자율에도 불구하고 합리

인 사용자는 다른 융기 을 이용하는 경우 발생하는 거래비용보다 단기 으로 

지불하는 이자율이 낮은 경우 신용카드를 통하여 자 조달을 한다. 한 신용카드

는 유동성을 제공하여 부채를 유지함으로써 발생하는 기회비용을 피하게 해주는 역

할을 한다. 카드사의 조달 리가 내려가면 카드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이자율도 내려

가야 한다. 하지만  카드 사용자에게 부과되는 높은 이자율은 카드를 사용한 경우 

즉 사용자의 선택에 의해서 지불되는 이자율이기 때문에 사용자들은 신용카드 이자

율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다. 오히려 신용카드 이자율 이외의 다른 안 인 이

자율에 해서 민감하게 반응한다. 한 카드사는 조달 리가 낮아져 신용카드 이

자율을 낮추는 경우 보다 험한 사용자가 카드사용을 늘리기 때문에 이자율을 낮

출 유인이 없다고 주장하 다. 

  한편 Park(1995)은 옵션의 가치를 통해 신용카드 이자율이 높은 원인을 설명하고 

있다. 카드사용자들은 주어진 한도내에서 언제라도 지  시 의 이자율로 자 을 

빌릴 수 있는 옵션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합리 인 사용자라면 본인이 부도확률이 

높아질 것으로 상되는 경우 재의 신용카드 이자율로 자 을 빌린다. 왜냐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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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용되는 신용카드 이자율은 아직 나의 증가된 부도확률을 반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결과 으로 사용자들은 본인의 험속성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신용카드

를 이용하여 차입을 하게 된다. 따라서 카드사의 손익분기 의 이자율은 다른 기타 

출기 의 이자율보다 높아야 된다는 것이다.  

  한 Ausubel(1999)은 1990년  우편에 의한 은행신용카드 가입자를 상으로 한 

시장실험방법을 이용하여 우편청약권유에 응답한 소비자와 미응답 소비자간에 각기 

어떠한 특성의 차이를 보이는지를 분석하 다. 실증 결과 신용도가 낮은 상자가 

우편청약을 통해 카드를 개설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이자율이 높고 결재조건이 

안 좋은 조건을 수락한 사용자들의 신용도가 낮았으며 이후 이들에게서 채무불이행

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신용카드 시장에서 역선택의 문제가 존재

하고 있는 증거라고 주장하 다. 

  Zwicki(2000)는  Ausubel이 가정한 신용카드 이용자들의 비합리성을 비 하면서 

신용카드 이용자들의 도덕 해이를 강조하고 있다. Morgan and Toll(1997)과 Gross 

and Soueles(1998) 도 실증  자료를 바탕으로 신용카드 산업에 진입장벽은 낮으며 

경쟁도 치열하지만, 신용이 낮은 이용자들에게 신용 공여를 부여하거나 연장하는 

것이 신용카드 회사의 험을 상승시키는 요한 원인으로 주장하고 있다. 

  한 Stavins (2000)는 시장 이자율이 하락해도 카드사가 가격을 내리지 않는 이

유에 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높은 리로 출 받으려고 하는 사람의 

연체율은 높지만, 연체율에 비하여 상 으로 부도율은 그 게 높지 않기 때문에 

카드사는 신용 험이 높은 사람에게 출해주는 것이 이익이 되므로 카드사는 조달

리가 하락하더라도 카드수수료를 인하할 이유가 없다고 하 다.

  본 연구와 련된 국내 연구로는 김 기(2002)와 송수 (2005)의 연구가 있다. 김

기(2002)는 허핀달-허쉬만지표와 집 비율 지표를 사용하여 시장의 경쟁강도분석

을 통해 신용카드 시장에서 경쟁이 실패했는가를 분석하 으며, 기 조달 리와 

당기 이자율의 회귀분석을 통하여 조달 리가 이자율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다. 

한 연령 별 카드발 의 증가율의 크기를 통해 역선택의 문제가 존재하는 가를 

실증분석하 다. 연구 결과 국내 카드시장은 높은 수 의 경쟁을 보이고 있으며, 조

달 리가 신용카드 이자율에 미치는 크기는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창출

능력이 낮은 연령집단에서 신규발 이 늘어났으며, 특히 10  회원들의 연체율이 

타 연령 에 비해 유의 으로 높다는 통계량을 제시하면서 역선택의 문제가 존재한

다고 보고하 다. 한편 송수 (2005)은 신용카드 이자율에 있어서 역선택이 어떻게 

발생하는 가에 하여 이론 인 모형을 통하여 분석하 으며, 은행 출 이자율에

서 발생하는 역선택의 문제가 신용카드시장에도 존재함을 증명하 다. 즉 카드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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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수익을 높이기 하여 이자율을 높이는 경우 역선택의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고 

주장하 다.

  본 연구가 기존의 선행연구와 차별되는 은 다음과 같다. 우선 본 연구는 신용

카드 사용자의 미시자료를 사용하여 가설을 직 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장 이 

있다. 둘째, 선행연구에서는 높은 이자율의 원인으로 제기되는 역선택의 문제가 하

락하는 이자율에서 발생하는지? 상승하는 이자율에 해서 발생하는지에 해서는 

서로 다른 견해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논쟁은 기존의 연구가 부분 이론  연구에 

한정되었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다. 본 연구는 신용카드 사용자의 미시자료를 실증

분석을 통하여 이러한 논쟁에 한 실증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는 장 이 있다. 

한 역선택의 문제를 이자율로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신용한도의 증감에 따른 역

선택의 문제까지 확장하여 분석하고자 하 다. 셋째, 카드 사용자들이 옵션의 가치

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신용카드 시장의 이자율이 높아야 하는가에 한 

Park(1995)의 주장을 최 로 검증하고자 하는 것이다. 

Ⅲ. 분석자료와 연구모형

1. 분석자료

  본 연구는 국내신용카드시장의 이자율하방경직성이 존재하는가를 검증하고 역선

택의 문제와 카드사용자의 도덕  해이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해 사용된 자료

는 국내 업 형카드사의 자료이며, 자료의 시계열의 범 는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의 4년간의 기간이다. 자료에는 2003년도 1 ∼ 3월 사이에 개설되어 있는 계좌 에

서 사용내역이 존재하는 20,000개의 계좌를 무작 로 추출하 고 이들의 신상, 신

용, 사용, 외정보를 추출하여 가공하 다. 각 항목별 정보는 2003년 1월부터 2006

년 9월까지의 월별로 추출하여 체 표본으로 구성하 다. 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

이 포함되어 있다. 

   ① 신상정보 : 성별, 연령,  직업정보, 추정소득 

   ② 신용정보 : 입회일, 상품별 (일시불,할부, 서비스, 카드론) 한도, 이자율, 연

체 일수, 내외 신용 수, 등

   ③ 사용정보 : 상품별 사용액, 입 액, 잔고 

   ④ 외정보 : 카드 개설수, 복수카드 이용 액, 다 채무자 여부, 他 융사 연

체일수 등 이다.  

  본 논문의 모든 통계자료는 국내 형카드사의 시계열 실증 자료, 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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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 융 회의 공식자료와 이를 가공한 부속자료를 사용하 으며, 일부는 동 기

의 보도자료를 인용하 다. 한편 본 자료의 신용등 은 한국개인신용(KCB: Korea 

Credit Bureau)에서 제공한 등 으로 1등 에서 7등 까지 분류되어 있다.

2. 신용카드 시장에 이자율 하방경직성은 존재하는가?

  본 연구에서는 우선 국외의 선행연구에서 지 한 바와 같이 이자율 하방 경직성(운용

리와 조달 리간)이 국내시장에도 존재하고 있는 가를 살펴본다. 이를 해 <식 1>과 

같은 다 회귀모형을 설정한다. 

        
     

                      (식 1)

  -     : I 계좌의 t 월의 신용카드 서비스 이자율 증분

  -    : 월의 조달 리 상승분 - 하락한 경우에는 0

  -    : 월의 조달 리 하락분 - 상승한 경우에는 0

  -       : 월의 I 계좌의 서비스 소진율(잔고/한도)의 증분.

  연구모형에서 종속변수는 I계좌의 이자율의 증분이고 독립변수는 월 조달 리의 증

분이다. 월 조달 리의 증분을 사용한 것은 조달 리의 변화가 운용 리에 반 되기까

지는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한편 카드사용자의 이자율을 결정하는데 있어 카드사용

자의 사용속성이 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한도소진율을 통제변수로 사용하 다. 소

비자의 반복 인 구매가 일어나면 공 자는 직 인 가격의 할인이나 혹은 부 서비스

와 같은 비가격 인 요소를 통하여 소비자가 부담하는 가격을 낮추는 것이 일반 이다. 

만약     의 계수값이 음의 값이 보고된다면 신용카드시장에서도 이와 같은 효

과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모형을 통해서 신용카드시장에서 이자율의 하방

경직성이 존재하는 가를 악할 수 있다. 본 연구모형의 장 은 계수값의 크기를 통하여 

이자율 하방경직성의 크기를 비교할 수 있다. 한 본 연구에서는 미시자료를 사용하

기 때문에 이자율의 하방경직성을 직 으로 악할 수 있는 장 이 있다. 본 연구에서

는 다음과 같은 가설1을 설정한다.

가설 1:   , 의 값은 0보다 클 것이며 의 값은 의 값보다 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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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 값이 양수라는 의미는 조달 리가 올라갈 때 운용 리도 올라가며 조달

리가 내려갈 때 운용 리도 내려간다는 의미로 일반 인 상식과 부합되기 때문이다. 한

편 이자율의 하방경직성은   , 의 계수값의 크기의 차이로 단할 수 있다. 즉 의 

값이 의 값보다 크다는 것은 조달 리가 상승했을 때 이자율의 상승폭이 조달 리가 

하락하는 경우의 이자율 하락폭보다 크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표 1>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국내 신용카드 시장의 경우도 조달 리와 운용 리의 스 드가 타 융

기 에 비하여 크기 때문에 시장의 실패가능성이 높다고 단되므로 이자율의 하방경직

성의 존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식 1)의 연구결과의 강건성을 높이기 하여 부도율의 증감

을 통제변수로 추가하여 이자율의 하방경직성이 존재하는가를 살펴본다. 카드사의 조달

리가 카드사의 부도율을 일정부분 반 하고 있지만, 부도율을 반 하는 카드사의 신용

등 의 변화는 장기간에 걸쳐 일어나고 반면 카드사가 신용카드 사용자의 이자율에 반

하는 부도율은 짧은 기간에 일어나기 때문이다.2) 따라서 부도율의 증감을 추가 으로 

고려하는 것이 단순히 조달 리의 증감을 고려하는 것보다 설명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

로 단된다. 한 연체율의 증감이 신용카드 이자율에 미치는 향도 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해 <식 2>와 같은 다 회귀모형을 설정한다.

      
    

     
     

            

                                                             (식 2)

  -    
  : 월의 평균연체율의 상승분 - 하락한 경우에는 0

  -    
  : 월의 평균연체율의 하락분 - 상승한 경우에는 0

     , 

 , 


 는 (식 1)과 동일하다.    은 월의 연체율의 

증감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는 연체율보다 카드사의 부도율을 사용하는 것이 보다 더 

하다고 단되지만 카드사의 해당 시 의 부도율을 추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용변수로 연체율을 사용하 다. 카드사의 부도율을 추정하기 어려운 이유는 카드사용

자의 부도가 연체, 환, 부도의 과정을 거쳐 진행되기 때문이다. 한 연체 는 

환을 겪은 계좌  일부는 다시 채무를 상환하여 다시 정상계좌로 편입되기도 한다. 연

체율이 늘어난다고 하여 카드사의 부도율이 반드시 증가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부

도가 연체의 단계를 거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신용카드이자율을 결정하는데 연체

의 여부가 요한 변수로 작용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연체율을 부도율의 용변수

2) 카드사가 카드사용자의 당월의 한도와 이자율을 결정하는데는 전월의 거래실적과 연체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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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사용한 것이다. 

  한 본 연구는 연체자를 경험한 그룹과 그 지 않은 그룹으로 분류하여 이들 그룹 

간에 차이가 존재하는 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개인의 신용 리에 있어 가장 요한 것으

로 알려진 것이 연체를 일으키지 않는 것이다. 왜냐하면 카드사가 사용자의 이자율을 책

정할 때 우선 으로 고려하는 것이 연체경험의 여부로 연체를 경험한 계좌는 그 지 않

은 계좌에 비해 이자율을 낮추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자율의 하방 경직성이 

연체를 경험한 그룹에서 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측할 수 있다. 

3. 신용카드 시장에 역선택 문제가 존재하는가?

  신용카드사의 주요한 수익원은 사용자들의 카드구매에 따른 수수료와 카드사용자

들이 지불하는 이자비용이다. 시장의 경쟁이 높아진 상황에서 카드사들이 구매/차

입한도를 늘려 평균 인 사용 액을 늘리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신용이 좋은 사

용자는 사용 액을 늘리지 않고, 신용이 낮은 사용자가 사용 액을 늘린다면 카드

사의 기 부도 액이 증가하는 결과로 나타나 정책이 실패하게 된다. 한 이자율

과 련해서도 역선택의 문제가 존재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 언 한바와 같이 이

자율과 련한 역선택의 문제는 상이한 견해가 존재한다. Ausubel(1991)은 하락하는 

이자율에서 역선택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송수 (2005)은 상승하는 이

자율에서 역선택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송수 (2005)

에서 지 한 바와 같이 하락하는 이자율에서 부도확률이 높은 사용자가 다른 카드

사로 이 하기 때문에 상 카드사의 부도확률이 높아진다는 Ausubel(1991)의 주장

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그러나 하락하는 이자율로 경쟁하는 경우 신용도가 좋은 사

용자들이 상 카드사로 이 하기 때문에 카드사의 평균부도확률이 높아지는 역선

택의 문제는 존재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카드사가 수익을 높이기 하여 이자율을 

높이는 경우에도 신용이 좋은 사용자가 우선 으로 이 하기 때문에 카드사의 평균

부도확률이 높아질 수 있다. 한 Stiglitz and Weiss(1981)에서 언 한 바와 같이 

높은 이자율은 사후 으로 험이 높은 사용자만 하게 되는 역선택의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결국 어떠한 상황에서 역선택의 문제가 발생하는가는 결국 실증  

결과에 의해 밝 질 것이다. 실제로 본 연구자료를 통해서도 카드사가 와 같은 

정책을 취하는 경우 신용도가 좋은 고객이 낮은 이자율을 찾아 카드사를 이 했는

가를 직 으로 악하기 어렵다. 그러나 최소한 이자율이 낮아진 상황에서 신용

도가 좋은 그룹의 사용액은 증가되지 않고 신용도가 낮은 그룹의 사용액이 유의

으로 증가했다면 역선택의 문제는 존재한다고 단할 수 있을 것이다. 한 이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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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높아진 경우 신용도가 낮은 그룹의 사용액은 낮아지지 않은 상황에서 신용도가 

좋은 사용자의 사용액이 유의 으로 감소했다면 역선택의 문제는 존재할 수 있다고 

단된다.

  역선택의 문제를 검증하기 하여 신용이 우수한 그룹과 비우수그룹으로  분류하

여 (식 3)과 (식 4)의 연구모형을 통하여 가설4와 가설5를 검증하기로 한다.

∆    ′                 
 식(3.1)

∆    ′         
          

식(3.2)

∆    ′                
식(4.1)

∆    ′                
식(4.2)

 우수그룹은 신용등 이 1-3등 인 사용자를 상으로 하 고 비우수그룹은 4-6등

의 신용등 을 보유한 사용자를 상으로 하 다. 비우수그룹을 4-6등 으로 설정한 

이유는 4등 부터 융소진율( 융잔고/ 융한도)이 거의 1의 값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융소진율이 1이라는 의미는 주어진 한도를 이미 다 소진하여 유동성제

약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으며, 실직과 질병과 같은 역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채무

불이행을 겪을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식 3.1)에서 종속변수(∆)에는 융잔고와 

구매잔고의 증감액의 값이 입력된다. 는 연도더미로 모형에서 통제하지 못

한 기타 요인들 를 들어 계 효과, 경기순환주기, 카드사의 정책과 같은 요인들을 

통제하기 한 변수이다. 
 는 우수등 의 당월 융한도와 구매한도의 증가

액이(비우수등 에는 0의 값이 입력된다) 
에는 비우수등 의 당월 융한도

와 구매한도의 증가액이(우수등 에는 0의 값이 입력된다.) 입력된다. 한편 융/구

매잔고의 증감은 부여받은 한도의  크기에 의해 향을 받을 수 있다. 따라

서 이를 통제하기 하여 
에는 융/구매한도에 로그를 취한 값이 입력된

다. 한편 많은 연구에서 보고된 바와 같이 가계의 소비는 실업율과 소비자기 지수

에 의해서 향을 받게 된다.  은 해당 월의 실업률과 소비자기 지수로 거

시변수에 의해 향을 받아 증가하는 소비의 변화를 통제하기 하여 모형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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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한편 융/구매한도의 증가는 시차를 두고 융/구매잔고의 증감에 향을 

미칠 수 있다. 이를 악하기 하여 (식 3.2)와 같은 분석모형을 설계하 다. 종속

변수는 (식 3.1)과 동일하며,   
 에는 우수등 의 월 융/구매한도의 증

가액이   
 에는 비우수등 의 월 융/구매한도의 증가액이 입력된다. (식 

3.1)과 마찬가지로 그 지 않은 경우에는 0의 값이 입력된다. 기타 변수들은 의 

설명과 동일하다.

  (식 4.1)과 (식 4.2)는 이자율변화에 따른 역선택의 문제를 검증하기 한 모형이

다. 종속변수(∆)에는 당월 융잔고의 증감액이 부여된다. (식 4.1)은 이자율이 상

승하는 경우의 역선택의 문제를 검증하기 한 모형으로 
 는 우수등 의 당

기이자율 증가분이 
 에는 비우수등 의 당기이자율 증가분의 값이 입력된다. 

(식 4.2)에서  
 는 우수등 의 기이자율 증가분이,   

 는 비우수등

의 기이자율 증가분의 값이 입력된다. 기타 변수들에 한 설명은 (식 3.1)과 동

일하다. 본 연구에서는 아래와 같은 가설4와 가설5를 설정한다.

가설 3: (식 3.1)과 (식 3.2)에서 의 값이 의 값보다 클 것이다.

가설 4: (식 4.1)과 (식 4.2)에서 은 유의한 음의값을 나타낼 것이다. 

4. 신용카드 시장에 카드사용자의 도덕  해이는 존재하는가?

  역선택 이외에 이자율하방경직성의 원인으로 제기되는 것이 카드사용자의 도덕

해이이다. 본 에서는 Park(1995)의 이론 모형에서 도출된 바와 같이 카드사용자들

이 옵션의 가치를 행사하는가이다. 이를 검증하기 하여 연체월 이  6개월간의 

카드사용자의 거래행태를 분석해 보기로 한다. 만약 신용카드 사용자의 도덕  해

이가 존재한다면 카드사용자들은 채무불이행의사결정 시 (부도확률이 극 화 된 

시 )에 주어진 한도내의 액을 인출할 것이다. 이러한 행동은 결과 으로 연체월

에 근 할수록 한도소진율(잔고/한도)이 높아질 것이고 연체 직 월의 한도소진율

이 가장 높게 나타날 것으로 상할 수 있다. 연체는 채무불이행의 첫 번째 단계로 

연체는 카드사용자의 상환능력이 없어진 상태에서 발생한다. 본인의 상환능력이 없

음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한도내의 자 을 차입하는 것은 형 인 도덕  해이의 

증거라고 볼 수 있다. 한 이러한 도덕  해이의 가능성은 한계카드사용자에게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여기서 한계카드 사용자는 수익 창출능력이 낮아 추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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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 사용액 잔고 이자율 소진율 계좌수

체계좌    1,105,862    
215,099 

   
363,389 22.08 19.45 20,000

비연체계좌    1,341,347    
183,446 

   
282,158 20.45 21.04 11,613

연체경험계좌    772,937  259,851   478,231 24.39 61.87 8,387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높은 사용자를 의미한다. 낮은 흐

름 창출능력은 결과 으로 신용등 으로 반 되기 때문에 신용등 이 낮은 카드사

용자에게서 도덕 해이의 거래행태 가능성이 높게 나타날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

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한다.

가설 5: 연체월에 근 할수록 한도소진율이 증가할 것이며, 연체 직 월의 한도소진

율이 가장 높게 나타날 것이다.

가설 6: 도덕 해의 가능성은 한계카드사용자에게 높게 나타날 것이다.

  이러한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하여 카드사용자의 서비스소진율과 서비

스사용액을 통하여 분석한다.3) 만약 카드사용자들이 옵션을 행사한다면 연체월에 

가까울수록 월사용 액은 증가할 것이며 소진율도 증가할 것이다. 한 이러한 행

태는 상 으로 신용이 낮은 그룹에서 크게 나타날 것으로 상할 수 있다. 한편 

이 과정에서 추가 으로 카드사용자의 이자율과 한도가 사용자의 험속성의 변화

를 얼마만큼 반 하는가? 즉 신용카드시장의 정보비 칭의 정도를 진단할 수 있다.

Ⅳ. 실증분석결과

1. 이자율하방경직성

  이자율 하방경직성이 존재하는가를 검증하기 하여 체 표본을 연체를 경험한 계좌

그룹과 그 지 않은 계좌그룹으로 분류한다. 본 연구자료  분석에 사용된 주요 변수의 

그룹별 평균값은 <표 4.1>과 같다. 

<표 4.1> 표본의 주요 변수의 평균값

3)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금융서비스는 현금서비스 이외에도 카드론이 있다. 그러나 현금서비스와 달리 카드론 한

도는 모든 사용자에게 부여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카드론을 제외한 현금서비스 소진율과 사용액만을 이용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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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도, 사용액, 잔고는 서비스의 한도, 사용액, 잔고를 나타냄. 

  <표 4.1>에 나타난 바와 같이 비연체계좌와 비교했을 때 연체를 경험한 계좌의 한도

는 작고 사용액은 많으며 잔고는 높게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이자율은 연체경

험계좌에서 4% 높게 나타났으며 소진율을 살펴보면 무려 3배나 높은 수 을 유지하고 

있다. 연체를 경험한 계좌는 한 계좌당 서비스 사용을 통하여 년 116,648원의 비용

을 지불하는 것으로 비연체계좌의 57,690원보다 2배 정도 높은 비용을 지불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연체를 경험한 계좌가 카드사에게 비연체자보다 2배의 높은 수익을 제공해 

주고 있는 것이다. 물론 연체를 경험한 계좌의 일부는 부도로 이어지기 때문에 카드사의 

이익에 더 많이 공헌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하지만 부도율이 12.33%4)를 과하지만 

않는다면 연체를 경험한 계좌 즉 상 으로 신용이 열악한 사용자들이 카드사의 수익

에 보다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식 1)을 통한 실증결과 도출된 회귀모형의 계수값은 <표 4.2>에 나타나 있다. 

<표 4.2> 식1의 다 회귀분석 결과

   

체표본 -0.01 1.399 0.727 0.000 

연체경험계좌표본 -0.014 1.427 0.746 0.000 

비연체자표본 -0.014 1.382 0.715 0.000 

주1. 값은 유의 이지 않으며 기타 계수값은 1% 유의수 에서 유의 이므로 t-값은 표시하지 않음.

  2. 각 변수의 VIF값이 2보다 작기 때문에 다 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단됨.

  3장의 가설1과 가설3에 따르면  , 의 값은 0보다 클 것이며 의 계수값이 의 

계수값보다 클 것이다. 한 연체경험계좌의   의 값이 비연체계좌의   값보

다 크게 나타날 것으로 측할 수 있었다. 우선 체 표본에서  , 의 값은 양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월조달 리가 1% 올라가면 당월 신용카드 이자율은 1.39% 

올라가고, 월조달 리가 1% 내려가면 당월 신용카드 이자율은 0.72% 내려가는 방향으

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 로 의 계수값이 의 계수값보다 크게 나

타났기 때문에 이자율 하방 경직성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연체경험계좌 표

본과 비연체계좌표본 그룹을 분류하여 가설2의 결과를 해석해 본다. 상 로 연체를 경

험한 계좌 그룹의    의 값이 0.681로 비연체자그룹의 0.667보다 크게 나타났으므

로 연체를 경험한 계좌의 이자율 하방경직성이 더 크다고 볼 수는 있다. 하지만 그 크기

가 크지 않기 때문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한편 소진율은 신용카드 이

4) 12.33% = (116,648-57,690)/478,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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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에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카드를 많이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이자

율이 낮아지는 효과는 기 할 수 없는 것이다. 

  다음으로 <식 2>를 통해 실증결과 도출된 회귀모형의 계수값은 <표 4.3>에 나타나 있

다. 

<표 4.3> 식2의 다 회귀분석 결과

상수     

체표본 -0.02 2.461 0.149 0.134 -1.610 0.000

연체경험표본 -0.02 2.515 0.163 0.145 -1.624 0.000

비연체표본 -0.02 2.428 0.141 0.135 -1.580 0.000

주1) 값은 유의 이지 않으며, 기타 계수값은 1% 유의수 에서 유의 이므로 t-값은 표시하지 않았

다.

주2) 각변수의 VIF값이 2보다 작기 때문에 변수간의 다 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단

  

  <표 4.3>에 나타난바와 같이 연체율을 통제변수로 고려하는 경우 의 값이  의 값

보다 크게 나타났으며, 차이는 2.31로 조달 리만을 고려한 경우의 0.672보다 크게 나타

났다. 한 연체율을 고려하는 경우 결정계수( )의 값이 3.24%에서 6.52%로 증가해 모

델의 설명력이 다소 높아졌다. 반면 상과 달리 연체경험표본과 비연체표본간의 차이는 

연체율을 포함한 경우에도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 1)과 (식 2)의 결과는 

국내 신용카드 시장의 이자율하방경직성의 존재에 한 일치된 결과치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가설1은 지지된다.

2. 신용카드 시장의 역선택문제에 한 검증.

 아래의 <표 4.4>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간의 계를 나타낸 표이다. 표에서 나타

난 바와 같이 구매한도가 증가된 경우에 상 으로 신용이 낮은 4-5그룹에서 구매

잔고가 크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은 융한도가 증가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찰된다. 한편 이자율이 감소된 경우 융잔고는 오히려 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계를 통하여 한도의 증가에 따른 역선택의 문제는 존재하나 이

자율에 따른 역선택의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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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 구매한도_구매잔고 융한도_ 융잔고 이자율감소_ 융잔고

1 -3,062 -248 -977 

2 4,275 5,739 -8,682 

3 4,371 18,232 -14,170 

4 10,852 19,300 -34,400 

5 17,905 101,289 -31,943 

6 -2,324 35,517 -76,473 

융한도증가 구매한도증가

당기 기 당기 기

2003dummy -0.596** -0.412** -0.478** -0.551**

2004dummy -0.436 -0.216 -0.326 -0.390 

2005dummy -0.402 -0.261 -0.215 -0.278 

2006dummy -0.263 -0.102 -0.190 -0.225 

당기_우수 0.002 -0.089 

당기_비우수 0.313*** 0.088 

기_우수 -0.073 0.020 

기_비우수 0.195** -0.124 

한도_로그 -0.199 0.185 0.022 -0.023 

실업률 0.198 0.275 0.063 0.078 

기 지수 0.015 -0.025 -0.140 -0.147 

수정된 결정계수 0.177 0.124 0.062 0.058

이자율상승 이자율하락

당기 기 당기 기

2003dummy -0.686*** -0.823** -0.360* -0.302 

2004dummy -0.263 -0.349 -0.028 -0.022 

2005dummy -0.405 -0.490** -0.004 0.011 

2006dummy -0.253* -0.321** 0.004 -0.001 

당기_우수 0.043 -0.092 

<표 4.4> 주요변수와의 계

  아래의 <표 4.5>는 (식 3.1)과 (식 3.2)의 회귀분석 결과를, <표 4.6>은 (식 4.1)과 

(식 4.2)의 분석결과를 정리한 표이다. 

<표 4.5> (식 3.1)과 (식 3.2)의 회귀분석결과

<표 4.6> (식 4.1)과 (식 4.2)의 회귀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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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_비우수 -0.144 0.136**

기_우수 0.058 -0.052 

기_비우수 0.085 -0.045 

한도_로그 0.006 -0.003 0.066 0.033 

실업률 0.362* 0.426* -0.084 -0.082 

기 지수 -0.091 -0.135 0.023 0.045 

수정된 결정계수 0.147 0.132 0.092 0.065

  <표 4.5>에 나타난 바와 같이 당기와 기의 융한도의 증가는 신용이 높은 그

룹의 구매/ 융잔고에는 유의한 향을 미치지 못하는 반면 신용이 낮은 그룹의 구

매/ 융잔고를 유의 으로 늘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를 들어 카드사가 수익을 늘

리기 하여 모든 사용자에에게 융한도를 평균 10만원 늘렸다면 신용도가 좋은 

그룹의 잔고는 증가하지 않는 반면 신용도가 낮은 그룹은 당기에 31,300원의 잔고

를 늘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신용도가 낮은 사용자만이 잔고를 증가시켰기 때문

에 카드사의 평균부도확률은 증가하게 되는 역선택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한편 

구매한도의 증가 역시 신용도가 낮은 그룹에서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성이 없기 때

문에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 융한도의 증가의 경우는 가

설3이 지지된다고 볼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 언 한 바와 같이 이자율에 따른 역선택의 문제는 아직 논쟁 이기 

때문에 <표 4.6>의 결과는 흥미롭다. 만약 역선택의 문제가 존재한다면 상승하는 

이자율과 하락하는 이자율에서 우수그룹의 계수값이 유의한 음의 값이 나타나야 할 

것이다. <표 4.6>에 따르면 상승하는 이자율에서도 하락하는 이자율에서도 역선택

의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이자율을 낮추는 경우 신용도가 

낮은 그룹의 융잔고가 유의하게 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가 도출

된 원인으로는 신용도가 낮은 그룹은 서비스 사용 액이 높기 때문에 하향된 

이자율 감소만큼 융잔고를 여서 나타난 결과로 단된다. 결과 으로 이자율에 

따른 역선택의 문제에 한 실증  근거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4는 지지되지 

않는다. 

3. 도덕 해이에 한 검증

  우선 신용카드 사용자의 도덕 해이에 한 검증결과는 <그림 4.1> - <그림 4.4>

와 같다. 우선 소진율은 연체월에 가까울수록 증가되고 있지만 6개월  29.7%에서 

직  31.7%로 2%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상 으로 신용도가 낮은 그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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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의 증가로 신용도가 좋은 그룹의 0.9%에 비해 높게 나타났지만 기 했던 것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한편 사용 액은 오히려 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카드사

용자들이 옵션의 가치를 행사하고 이후 채무상환을 포기하는 도덕  해이에 한 

우려는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신용이 낮은 사용자들의 소진율은 

연체월 상당기간 이 에도 거의 90%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연체의사

결정은 도덕  해이의 문제가 아니라 사용한도 소진에 따른 추가 인 자 조달에 

제약에 의한 결과일 가능성이 높다. 한편 한도는 연체월에 가까워질수록 지속 으

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소진율의 증가는 사용 액의 증가에 기인

된 아니라 한도감소에 기인한 결과인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자율은 거의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이자율은 산가능성의 증

가를 반 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하면 신용이 낮은 사용자는 재무  

곤경으로 인해 이미 사용한도를 부분 소진하고 있기 때문에 옵션의 가치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연체 월을 기 으로 사용 액 한 증가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도덕 해이의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결론을 내릴 수 없다. 카드사는 이자율을 

변경을 통해 리하는 것이 아니라 한도의 조정을 통해 잠재  연체ㆍ 산 액을 

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1> 소진율 <그림 4.2> 사용금액

<그림 4.3> 한도 <그림 4.4> 이자율



- 19 -

Ⅴ. 결론

  Ausubel(1991)은 미국의 신용카드 시장에서 이자율하방경직성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는 결과 으로 신용카드시장의 경쟁실패를 의미한다고 보고하 다. 한 그 원인

으로 환비용의 존재, 역선택 문제 그리고 소비자들의 비합리성 요인을 주장하

다. 한편 Zwicki(2000)과 Park(1995)카드 사용자의 도덕  해이를 지 하 다. 본 연

구에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국내 신용카드 시장에 이자율하방경직성이 존재하는

지 여부와 그 원인으로 제기되는 역선택의 문제와 도덕  해이에 한 검증도 수행

하 다. 

  실증 결과 월의 조달 리가 상승하는 경우에는 당월 신용카드 이자율이 증가하

는 크기가 월 조달 리가 하락하는 경우의 신용카드 이자율의 하락보다 크게 나

타났으며 이를 통해 국내 신용카드 시장에도 이자율하방경직성이 있음이 나타났다. 

한편 연체율의 증감을 같이 고려하는 경우 모형의 설명력은 높아졌으며, 조달 리

와 신용카드 이자율간의 하방경직성은 더 크게 나타났다. 한편 신용카드시장의 역

선택의 문제는 융한도의 경우는 존재하나 이자율을 하락하는 경우에는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카드사용자들이 본인의 채무불이행 확률이 극 화된 

시 에서 옵션의 가치를 행사할 것이라는 도덕 해이에 한 우려 역시 실증  근

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이자율 하락에 따른 역선택의 

문제와 도덕 해이에 한 우려가 없는 상황에서 지 의 신용카드 시장의 이자율은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단된다. 최근 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기 소득의 하 그

리고 융 기에 따른 험자산에 한 기피 상으로 인하여 이자율이 증가는 서민

경제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본 연구를 시발 으로 지 까지 연구가 부진했던 제2, 

제3 융권 시장의 정이자율에 한 연구가 활성화되기를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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