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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시장의 양면성과 차별금지조항의 관계 분석: 가격규제에

대한 이론적 근거

이 성 복1)

본 논문은 차별금지조항과 관계없이 신용카드시장은 가격규제가 필요한 시장임을 제시

한다. 차별금지조항이 있는 경우 신용카드시장은 가격구조에 의해 거래량이 결정되는

양면성을 갖는다. 시장 자율로 가격이 결정되면 회원수수료는 사회 최적의 수준보다

낮게, 가맹점수수료는 모든 판매자가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조건을 만족하는 가맹점수

수료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결정된다. 따라서 카드결제의 공급이 사회 최적의 수

준보다 높아지기 때문에 가격규제가 사회후생을 증진시킬 수 있다. 차별금지조항이 없

는 경우 신용카드시장은 양면성을 갖지 않게 된다. 시장 자율로 가격이 결정되면 카드

결제의 공급이 사회 최적의 수준보다 낮아지기 때문에 가격규제가 사회후생을 증진시

킬 수 있다. 본 논문은 신용카드시장이 과점시장이면 차별금지조항이 있고 가격규제를

통해 사회후생을 증진시키는 것이 차별금지조항이 없는 경우보다 사회적으로 바람직할

수 있음을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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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규제

JEL Classifications: D43, L13, L51 

I. 서론

신용카드시장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급속도로 성장해왔다. 그러면서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에 대한 논란은 뜨거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어 왔다.  금융당국은 가맹점수수료는 거래당사자

간에 결정할 사항이라면서도 가맹점수수료를 내려도 회원혜택은 줄이지 말라고 하고, 카드사는

가맹점수수료를 내리면 회원혜택을 줄일 수밖에 없다고 한다. 가맹점은 가맹점수수료가 지나치

게 높다고 하고, 소비자는 회원혜택을 줄이는 것에 불만을 내비치고 있다. 현재까지도 금융당

국, 카드사, 가맹점, 그리고 소비자의 얽히고설킨 이해관계를 풀기 위한 실마리는 뚜렷이 제시

되지 않았다.
본 논문은 가맹점수수료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첨예한 대립을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는지를 살

1) 금융감독원 거시감독국, 전화번호: 010-3426-5850, 이메일: javanfish@fss.or.kr. 본 논문은 집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금융

감독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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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 보기 위해 신용카드시장의 양면성(two-sidedness)과 차별금지조항(no-surcharge rule)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양면시장이란 소비자와 판매자가 각각 회원수수료와 가맹점수수료를

얼마씩 부담하느냐에 따라 카드결제 규모가 결정되는 시장이다. 그러나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가맹점수수료를 전가할 수 있다면 카드결제를 선택한 소비자는 회원수수료뿐만 아니라 가맹점

수수료도 부담하게 된다. 이 경우 카드결제 규모는 소비자와 판매자가 얼마씩 부담하느냐의 가

격구조(price structure)가 소비자가 부담하는 총가격(total price)에 의해 결정된다. 차별금지

조항은 이러한 판매자의 가맹점수수료 전가행위를 금지하는 강제조항이다. 따라서 신용카드시

장의 양면성은 차별금지조항의 유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성복(2011)은 국내 신용카드시장을 차별금지조항 아래서 폐쇄형 플랫폼(closed platform)이
과점적 시장에서 경쟁하는 양면시장으로 이해하고, 시장자율에 의해 가격이 결정될 경우 회원

수수료는 사회 최적의 수준보다 낮게, 가맹점수수료는 모든 판매자가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조

건을 만족하는 가맹점수수료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결정됨을 보였다. 이는 차별금지조항

이 있는 경우 판매자가 가맹점수수수료를 소비자에게 알리지 못하게 함으로써 소비자의 결제

수단의 선택과 카드사가 회원수수료에 대하여만 경쟁하도록 카드사의 경쟁유인을 왜곡하기 때

문이다. 따라서 차별금지조항이 있는 경우 가격규제가 사회후생을 증진시킬 수 있음을 제시하

였다.
그러나 이성복(2011)은 차별금지조항이 없는 경우 균형수수료가 어떻게 도출되는지에 대한

분석을 제시하지 않았다. 차별금지조항이 없는 경우 판매자는 현금결제와 카드결제를 차별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다. 차별금지조항이 있는 경우 카드사는 모든 판매자가 카드결제를 거절

하지 않도록 가맹점수수료를 결정해야 하는 제약을 받는다. 그러나 차별금지조항이 없는 경우

판매자는 가맹점수수료가 높더라도 카드결제를 거절할 이유가 없다. 가맹점수수료를 소비자에

게 전가시키면 되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차별금지조항이 카드사, 판매자, 소비자의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

위해, 카드사들이 꾸르노 과점시장에서 경쟁하고 판매자는 표준적인 호텔링 선형도시에서 가격

경쟁하고 소비자는 한 단위 재화를 구매하는 Rochet and Tirole(2002)의 기본모형을 가정한

다. 다만, 신용카드시장을 독점적인 개방형 플랫폼(open platform)이 아닌 폐쇄형 플랫폼들이

경쟁하는 과점적 시장구조로 재해석했다.2) 또한 회원수수료를 매몰비용(sunk cost)이 아닌 거

래비용(transaction cost)으로 인식하였다. 본 논문의 모형은 이성복(2011)과 동일하다.
본 논문은 차별금지조항이 없는 경우 가맹점수수료가 카드결제에 따른 판매자의 편리이익과

같지 않으면 판매자는 현금결제와 카드결제를 차별하는 것이 최적임을 제시한다. 따라서 차별

금지조항이 있는 경우와 같이 가맹점수수료에 대한 논란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그러나 차별금지조항이 없는 경우 시장자율로 결정되는 카드결제의 공급은 사회 최적의 수준

보다 낮아지는 부작용이 있다. 차별금지조항이 없는 경우 소비자의 결제수단 선택과 카드사의

경쟁유인의 왜곡이 제거되지만 신용카드시장의 과점적 시장구조가 카드결제의 공급을 사회 최

적의 수준보다 낮게 결정하기 때문이다. 이와는 반대로 차별금지조항이 있는 경우 차별금지조

항이 소비자와 판매자간의 외부성을 내부화시키고 소비자의 결제수단 선택과 카드사의 경쟁유

인을 왜곡시키면서 카드결제의 공급이 사회 최적의 수준보다 높게 나타난다.
따라서 본 논문은 차별금지조항이 없는 경우가 반드시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음을

2) Lee(2010)은 독점적 개방형 플랫폼에서 다수의 회원은행들이 꾸르노 경쟁하는 모형을 토대로 차별금지조항이 시장균형과 사

회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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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한다. 특히, 차별금지조항이 없는 경우 카드결제의 수요를 결정하는 총가격을 사회 최적의

수준으로 규제하면 카드사의 초과이윤이 이 되는 부작용이 있다. 이는 차별금지조항이 있는

경우 회원수수료를 사회 최적의 수준으로, 가맹점수수료를 판매자의 카드결제에 따른 편리이익

으로 규제할 때와 같은 결과이다. 이성복(2011)이 제시한 바와 같이 차별금지조항이 있는 경

우 회원수수료를 사회 최적의 수준으로 규제하고 가맹점수수료는 소비자와 카드사의 사회후생

분배를 고려하여 어느 수준으로 규제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더욱 바람직할 수 있다. 왜냐하면

사회후생 재분배를 통해 이해관계자의 대립을 중재할 수 있는 정책적 선택이 주어기지 때문이

다. 여기서 어느 수준이란 판매자의 카드결제에 따른 편리이익과 모든 판매자가 카드결제를 수

납하는 가맹점수수료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사이다. 
차별금지조항에 대한 국내의 학술연구는 전무하다. 다만, 정찬우(2008)와 최형선(2010)이 담

론적인 의견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다. 정찬우(2008)는 차별금지조항의 경제학적 역할과는 다

른 이유로 차별금지조항을 폐지하는 것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차별금지조항을

폐지하는 경우 거래의 투명성 훼손, 세수감소 등의 문제가 초래될 수 있다고 보았다. 최형선

(2010)은 차별금지조항을 폐지하는 경우 가맹점수수료가 인하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차별금지조항이 없는 경우 가맹점수수료에 대한 논란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점에서 가맹

점수수료가 낮아지는 것은 그 효과라고 볼 수 없다.
차별금지조항에 대한 연구는 해외에서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3) Gans and King(2003)
은 독점적 개방형 플랫폼이 시장에서 차별금지조항을 폐지할 경우 신용카드시장이 가격구조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게 된다는 것을 보였다. 그러나 차별금지조항 폐지가 사회후생에 미치는

영향은 분석하지 않았다. Wright(2003)은 판매자의 경쟁구도에 따라 차별금지조항이 사회후생

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음을 보였다. 판매자가 독점기업일 경우 차별금지조항이 없으면

판매자가 현금가격과 카드가격을 과도하게 차별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반면에 판매자가 완전

경쟁 특징을 지닌 버트란드 가격경쟁을 하는 경우 차별금지조항이 없으면 현금가격과 카드가

격을 차별한다는 것을 보였다. 본 논문은 판매자가 시장지배력이 있는 호텔링 선형도시에서 가

격경쟁한다고 가정했다는 차이점이 있다. Economides and Henriques(2011)는 폐쇄형 플랫폼

이 경쟁하는 시장에서 차별금지조항이 시장균형과 사회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보다 다양한 시장상황을 고려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본 논문과는 달리 가맹점수수료가 카

드결제에 따른 판매자의 편리익보다 크면 판매자는 카드결제를 거부할 수 있다고 가정하였다. 
그러나 차별금지조항이 있는 경우 소비자와 판매자간의 외부성 때문에 가맹점수수료가 모든

판매자가 카드결제를 거부할 만큼 높지 않다면 판매자는 높은 가맹점수수료를 제시하는 플랫

폼을 더 선호할 수 있다. 또한 차별금지조항이 없는 경우에도 가맹점수수료가 높다하더라도 판

매자가 카드결제 수납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
본 논문은 신용카드시장이 가격규제가 필요한 시장임을 제시한다. 이미 Rochet and 
Tirole(2011)도 소비자 후생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차별금지조항이 있는 경우 가맹점수수료를

어느 정도 규제할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 그 동안 금융시장에 대한 가격규제는 금기사항처럼

여겨져 왔다. 그러나 가격규제가 시장을 왜곡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왜곡을 교정하거나 불완

전경쟁의 비효율성을 개선시킬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가격규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을 고려

해야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Ⅱ장은 본 논문의 모형을 다룬다. 제Ⅲ장은 차별금지조항이

3) 이하 내용은 Economides and Henriques(2011)를 참고하여 인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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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폐쇄형 플랫폼 카드결제 흐름

있는 경우 균형수수료를 도출하고 가격규제 필요성을 제시한다. 제Ⅳ장은 차별금지조항이 없는

경우를 분석한다. 제Ⅴ장은 본 논문을 요약한다.

Ⅱ. 모형

한국의 신용카드시장은 폐쇄형 플랫폼이 경쟁하는 시장이다.4) 폐쇄형 플랫폼은 카드발급과 전

표매입을 직접 취급한다.  <그림 1>는 차별금지조항이 있는 경우 폐쇄형 플랫폼이 카드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흐름을 보여준다. 한 소비자가 한 단위의 상품을 판매자로부터 소매가격 

에 신용카드로 구매한다. 판매자는 폐쇄형 플랫폼(카드사)에게 카드결제전표를 매입해 줄 것을

요청한다. 카드사는 판매자에게 가맹점수수료 을 공제한 을 지불한다. 그리고 소비자

는 카드사에게 회원수수료 와 함께 를 지불한다.
차별금지조항이 없는 경우 판매자는 현금가격과 카드가격을 차별하여 결정할 수 있다. 그리고

소비자가 카드결제를 선택하는 경우 <그림 1>과 같이 카드결제 서비스가 제공된다.
신용카드시장에는 개의 동질적인 카드사가 꾸르노 경쟁을 한다. 여기서 각 카드사는 폐쇄형

플랫폼을 의미한다. 각 카드사는 의 한계비용을 갖는다. 는 카드이용자에 대한 한계비

용이다. 은 가맹점에 대한 한계비용이다. 카드이용자와 가맹점에 대한 한계비용을 구분하는

것은 균형 가격구조와 원가구조를 비교하기 위함이다.
카드사는 회원수수료 와 가맹점수수료 를 결정한다. 회원수수료와 가맹점수수료를 거래건

별 일정금액(fee)이 아닌 거래금액의 일정비율(rate)로 가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더 적합할

4) 이재연(2010)은 비씨카드를 개방형 플랫폼(open platform)으로 이해하면서도 가맹점수수료를 회원은행이 직접 결정하고 비

씨카드는 카드전표 매입업무만을 대행해준다는 차이점이 있다고 제시한다. 그러나 미국의 VISA와 MasterCard와 비교해 볼 

때 회원은행간 정산수수료(interchange fee)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씨카드를 개방형 플랫폼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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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건별 일정금액으로 가정할 경우 직관적인 이해를 쉽게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각 소비자는 의 가치를 갖는 단일 재화(indivisible good)를 현금 또는 카드로 한 단위 구매

한다. 소비자들은 카드결제를 통해 편리이익(convenience) 을 얻는다고 가정한다. 이는 현금

결제 거래비용과 관련이 있다. 소비자들마다 현금결제 거래비용이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소비

자의 편리이익 는 균일분포(uniform distribution) ⋅를 따르고, 

 
 의 정의역을 가

진다고 가정한다. 소비자의 편리이익을 균일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하면 균형수수료를 명시적으

로 도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소비자의 편리이익이 반드시 균일분포를 따를 필요는 없다. 
카드결제에 대한 공급은 소비자의 카드결제 선택에 의해 결정된다. 차별금지조항이 있는 경우

소비자의 카드결제 수요는 회원수수료에 의해서만 결정된다. 그러나 차별금지조항이 없는 경우

소비자의 카드결제 수요는 회원수수료뿐만 아니라 카드가격과 현금가격의 차이에 의해서도 결

정된다. 왜냐하면 판매자가 현금가격과 카드가격을 가맹점수수료에 따라 차별하기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판매자들은 표준적인 호텔링 선형도시에서 가격 경쟁한다. 판매자들은 길이가 1인 재화시장의

한 구획(segment)의 양 끝점에 위치해 있다. 소비자들은 재화시장의 한 구획에 균일하게 분포

되어 있고, 매 단위 거리당 의 교통비용을 지불한다. 각 판매자는 현금결제에 따른 비용을 포

함한 한계비용 를 갖으며, 카드결제 수납에 따른 편리이익 를 얻는다. 카드결제 수납에 따

른 편리이익은 모든 판매자마다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차별금지조항이 있는 경우 판매자는 카드결제를 수납할지도 결정한다. 왜냐하면 가맹점수수료

가 너무 높으면 카드결제를 거부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차별금지조항이 있는

경우 카드결제를 수납하기로 결정하면 판매자는 현금결제와 카드결제에 대해 차별할 수 없다. 
차별금지조항이 없는 경우 판매자는 가맹점수수료에 따라 현금결제와 카드결제를 차별하여 가

격을 결정한다.5)
신용카드가 경제에 존재하는 것은 카드결제가 사회적인 편익을 제공해 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든 소비자가 현금이 아닌 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사회 최적이 아님을 가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기로 한다.


   

 (1)
차별금지조항의 유무에 따라 의사결정이 다를 수는 있지만 의사결정 순서는 다음과 같이 나타

낼 수 있다. 차별금지조항이 없는 경우를 살펴보면,
• 1 단계 (카드사) : 가맹점수수료와 회원수수료를 결정한다.
• 2 단계 (판매자) : 카드결제 차별 여부와 소매가격을 결정한다.
• 3 단계 (소비자) : 가맹점의 소매가격을 관찰하고 결제수단을 선택한다.
본 논문은 역진귀납법(backward induction)에 의해 Subgame Perfect 내쉬균형을 도출한다. 
Subgame Perfect 내쉬균형은 순차적 게임(sequential game)에서 모든 게임참가자의 전략이

역진귀납법에서 의해서 각각의 하위게임의 내쉬균형을 찾아 달성되는 균형개념이다. 소비자는

소매가격과 회원수수료가 주어진 조건에서 결제수단과 판매자를 선택하고, 판매자는 가맹점수

5) 판매자는 현금가격과 카드가격을 다르게 결정하지 않고 현금가격만 결정하고 소비자의 결제수단 선택에 따라 가맹점수수료를 

추가적으로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본 논문의 균형은 바뀌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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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료가 주어진 조건에서 차별금지조항이 있는 경우 카드결제를 수납할 것인지를, 차별금지조항

이 없는 경우 현금결제와 카드결제를 차별할 것인지를 선택한다. 그리고 이에 따라 소매가격을

결정한다. 카드사는 소비자와 판매자의 선택이 주어진 조건에서 가맹점수수료와 회원수수료를

결정한다. 

Ⅲ. 차별금지조항이 있는 경우

차별금지조항이 있는 경우 균형수수료는 이미 이성복(2011)에서 도출하였다. 따라서 본 장에

서는 그 결과를 간단하게 요약하기로 한다.

1. 소비자의 선택

소비자는 판매자의 가격을 관찰하고 다음 조건에 따라 판매자 를 선택할 것이다. 여기서 는

소비자가 호텔링 선형도시에서 위치한 곳이다.
≥ (2)

소비자가 수식 (4)에 의해 판매자 를 선택하면 현금으로 결제할지 카드로 결제할지를 선택해

야 한다. 신용카드시장에서 시장자율로 결정된 균형회원수수료를 

라고 하자. 소비자는

  

이면 현금으로, ≥


이면 카드로 결제한다. 이 경우 카드결제에 대한 수요는 다음

과 같아진다.


   
  (3)

2. 판매자의 선택

판매자들은 카드결제를 수납할지를 결정할 수 있다. 가맹점수수료가 너무 높으면 카드결제를

거부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맹점수수료는 모든 판매자들이 카드결제를

거부하지 않아야 하는 제약을 받게 된다.  

P roposition  1 . [Vickers(2005)' Theorem] 차별금지조항이 있는 경우 만약 가맹점수수

료가 ≤
  이고 이 경우에 한하여 모든 판매자가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시장균형이 존재

한다. 여기서 는 아래 조건에 의해 결정된다.
 

 
 (4)

(증명) 이성복(2011)을 참고한다.                                                      □

Proposition 1은 한 판매자는 카드결제를 수납하고 다른 한 판매자는 카드결제를 거부했을 때

카드결제를 거부한 판매자가 카드결제를 수납했을 때보다 높은 이윤을 얻지 못할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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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 같다.6) 즉 카드사는 가맹점수수료가 보다 낮거나 같아야 하는 제

약을 받는다. 만약 카드사가 가맹점수수료를 보다 높게 결정할 경우 모든 판매자는 카드결

제를 거부하는 것이 유리함을 보일 수 있다. 이 경우 소비자는 카드로 결제할 수 없고 현금으

로만 결제해야 한다. 따라서 카드사는 가맹점수수료를 보다 같거나 낮게 결정하는 것이 최

적이게 된다.

3. 카드사의 선택

카드결제의 선택은 소비자에게 의해서 이루어지고 판매자가 카드결제를 거부할 만큼 가맹점수

수료가 높지 않다면 판매자는 소비자가 선택한 카드결제를 수납한다. 이렇게 소비자와 판매자

간의 외부성이 존재하는 시장구조에서 카드사는 소비자의 결제수단 선택에 대하여만 경쟁할

유인을 갖게 된다. 대신에 카드사는 가맹점수수료에 대한 경쟁유인이 없기 때문에 모든 판매자

가 카드결제를 거부하지 않은 한 최대한 높이 책정하려 할 것이다.

P roposition  2 . 차별금지조항이 있는 경우 균형 가맹점수수료 
 는 모든 판매자가 카드

결제를 수납하는 조건을 만족하는 가장 높은 가맹점수수료와 같다.

  (5)

(증명) 이성복(2011)을 참고한다.                                                      □

카드사들은 가맹점수수료보다 보다 낮거나 높게 책정할 유인이 없다. 카드사 가 가맹점수

수료를 보다 낮게 책정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이 경우 카드사 의 이윤은 가맹점수수료

가 일 때보다 높아야 한다. 이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카드사들보다 회원수수료

를 더 낮게 책정해야 한다. 그러나 카드사 는 이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다. 왜냐하면 다른 카

드사들이 가맹점수수료를 로 책정하고 카드사 보다 회원수수료를 더 낮게 책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카드사 가 가맹점수수료를 보다 높게 책정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이
경우에도 카드사 는 다른 카드사들보다 회원수수료를 더 낮게 책정해야 한다. 그러나 카드사

는 이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다. 왜냐하면 모든 카드사들이 카드사 보다 가맹점수수료는 더

높게 회원수수료는 더 낮게 책정하려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카드사에게는 모든 가맹점들이 카

드결제를 수납하는 조건을 만족하는 가맹점수수료 중에서 가장 높은 가맹점수수료를 선택하는

것이 최적이다.
카드사들은 균형 가맹점수수료가 로 주어진 가운데 회원모집시장에서 꾸르노 수량경쟁을 한

다. 따라서 균형 회원수수료는 이윤극대화 조건을 만족시키는 균형 카드결제 건수에 의해 결정

된다. 꾸르노 과점시장에서 경쟁하는 카드사의 이윤극대화 조건을 만족하는 균형수수료 
 , 

는 다음과 같다.

6) 여기서 
 는 카드결제로 얻는 소비자들의 기대평균이익을 의미한다. 이성복(2011)을 참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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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7)

 신용카드시장에서 시장자율로 결정되는 균형수수료는 두 가지 특징을 갖는다. 첫째 균형 회원

수수료는 회원에 대한 한계비용보다 낮고, 균형 가맹점수수료는 판매자에 대한 한계비용보다

높다. 둘째 균형 회원수수료는 카드사 수의 감소함수이고, 균형 가맹점수수료는 증가함수이다. 
이는 차별금지조항이 있는 경우 신용카드시장이 회원수수료에 대해서만 경쟁할 유인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차별금지조항이 있는 경우 신규진입이 가맹점수수료를 낮추기 보다는 오히려

높일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4. 사회계획자의 선택

차별금지조항이 있는 경우 사회후생함수7)는 다음과 같다.

 



 (8)

 
여기서 유의할 것은 사회후생함수는 가맹점수수료가 아닌 회원수수료의 함수라는 것이다. 차별

금지조항이 있는 경우 사회후생함수를 극대화하는 사회 최적의 회원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9)

사회 최적의 회원수수료는 소비자의 지급결제 수단의 선택을 왜곡시키지 않는 수준과 동일하

다. 차별금지조항은 소비자의 결제수단 선택과 카드사의 경쟁유인을 왜곡시킨다. 따라서 차별

금지조항이 있는 경우 시장자율로 결정되는 회원수수료는 사회 최적의 회원수수료보다 낮을

수 있다. 즉 사회계획자가 회원수수료를 규제하지 않을 경우 카드결제의 공급은 사회 최적의

수준보다 높을 수 있다.

P roposition  3 . 차별금지조항이 있는 경우 시장자율로 결정되는 카드결제의 공급이 사회

최적의 수준보다 높다. 즉, 

  

 (10)
(증명) 생략 □

Proposition 3는 회원수수료가 시장자율로 결정될 경우 사회후생적으로 비효율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회원수수료는 사회계획자가 결정하더라도 가맹점수수료는 여전히 카드사가 결

7) 소비자잉여는 



   , 판매자 이윤은   , 그리고 카드사의 이윤은 

   이다. 사회후생함수 극대화에 영향을 주지 않는 상수항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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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할 수 있다. 그러나 시장구조가 과점시장이기 때문에 카드사는 과점이윤을 얻을 수 있다. 이
경우 카드사의 이윤은 균형수수료가 시장자율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보다 향상된다. 따라서 사

회계획자는 과점적 신용카드시장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가맹점수수료를 규제할 수도 있

다.
그러나 사회계획자가 가맹점수수료만을 규제할 경우 오히려 사회후생이 감소할 수 있다. 사회

계획자는 판매자에 대한 한계비용() 또는 판매자가 지불할 용의가 있는 편리이익()에 근

거하여 가맹점수수료를 규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모두 균형 회원수수료는 사회 최적의 회원수

수료보다 높게 결정되기 때문에 카드결제의 공급이 사회 최적인 수준보다 낮아지고 사회후생

은 감소한다.
따라서 사회계획자는 회원수수료와 가맹점수수료를 동시에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가맹점수수료를 어떻게 결정하는가에 따라 카드사와 소비자의 사회후생 재분배 효과가 발생하

기 때문에 규제의 목표를 사전에 정할 필요가 있다. 

P roposition  4 . 차별금지조항이 있는 경우 사회계획자가 회원수수료를 
로 정할 때 가

맹점수수료는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가맹점수수료여야 한다.
≥  ⇒  ∈  

  (11)
(증명) 이성복(2011)을 참고한다.                                                      □

Proposition 4는 가맹점수수료에 대한 규제기준을 제시해 준다. 첫째, 가맹점수수료가 원가에

근거하여 규제하기 보다는 판매자의 편리이익에 근거하여 규제하여야 한다. 둘째, 모든 판매자

가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차별금지조항이 있는 경우 신용카드시장은 가격규제가 필요한 시장이다. 시장자율로 결정되는

회원수수료는 사회 최적의 수준보다 낮게 결정되기 때문에 회원수수료 규제를 통해서 사회후

생을 증진시킬 수 있다. 또한 회원수수료를 규제하더라도 차별금지조항이 카드사의 과점이윤을

보장해주기 때문에 가맹점수수료에 대한 가격규제를 통해 소비자의 후생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

Ⅳ. 차별금지조항이 없는 경우

차별금지조항이 없는 경우 균형수수료를 도출하고 사회후생 측면에서 차별금지조항이 있는 경

우와 비교하여 분석한다.

1. 소비자의 선택

소비자는 차별금지조항이 없는 경우 카드결제 선택에 회원수수료뿐만 아니라 카드가격과 현금

가격의 차이도 반영한다. 왜냐하면 판매자가 현금결제와 카드결제를 차별하는 방식으로 가맹점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전가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차별금지조항이 없는 경우 신용카드시장에서 시장자율에 의해 결정된 균형 회원수수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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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하자. 그리고 판매자가 결정하는 균형 현금가격을 , 균형 카드가격을 라고 하자. 차별

금지조항이 없는 경우 카드결제에 대한 균형 총가격 
∘ 를 간편하게 ∘라고 할 때, 

소비자는  
∘
이면 현금으로, ≥∘이면 카드로 결제한다.  따라서 차별금지조항이 없는

경우 소비자의 카드결제에 대한 수요는 다음과 같다.
∘  ∘ (12)

2. 판매자의 선택

판매자는 차별금지조항이 없는 경우 가맹점수수료를 소비자에게 전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카

드결제를 거부할 유인이 없다. 따라서 판매자는 카드결제를 수납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대신에

현금결제와 카드결제를 차별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된다.

P roposition  5 . 차별금지조항이 없는 경우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으면 모든 판매자

는 현금결제와 카드결제를 차별하여 가격을 결정한다.

∘  (13)

(증명) 부록을 참고한다.                                                               □

Proposition 5은 가맹점수수료가 판매자의 카드결제에 따른 편리이익과 같지 않다면 차별금지

조항이 없는 경우 현금결제와 카드결제를 차별하는 것이 최적임을 나타낸다. 균형 현금가격과

균형 카드가격은 다음과 같다.
   (14)

  
∘ (15)

수식 (12), (14) 그리고 (15)는 차별금지조항이 있는 경우와 달리 카드결제 거래량이 가격구

조에 의해 영향받지 않음을 보일 수 있다. 

P roposition  6 . 차별금지조항이 없는 경우 신용카드시장은 가격구조에 의해 거래

량이 결정되는 양면성을 갖지 않는다. 즉, 
∘  

∘
∘ (16)

(증명) 생략 □

Proposition 6는 차별금지조항이 없는 경우 카드결제에 대한 수요는 총가격 에 의해 결정되

기 때문에 회원수수료와 가맹점수수료의 가격구조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음을 보여준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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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차별금지조항이 없는 경우에는 회원수수료를 낮게 하고 가맹점수수료를 높게 하는 방식으

로 카드결제의 거래량을 증가시킬 수 없게 된다.

3. 카드사의 선택

차별금지조항이 없는 경우 카드결제의 수요는 회원수수료가 아닌 총가격 에 의해서 정해진

다. 차별금지조항이 있는 경우 더 높은 가맹점수수료가 회원수수료를 더 낮게 하고 이를 통해

카드결제의 수요를 증가시키는 것과 대조적이다. 따라서 차별금지조항이 없는 경우 카드사는

회원수수료뿐만 아니라 가맹점수수료에 대해서도 동시에 경쟁할 유인이 발생하게 된다. 
카드결제에 대한 역수요함수는 ( 


 )를 라고 정의할 때 다음과 같다.

    




 (17)
 

이 경우 카드사 의 이윤함수는 다음과 같다.

 
  





 (18)

수식 (17)에 대한 이윤극대화 조건을 수식 (16)에 대입하면 차별금지조항이 없는 경우 균형

총가격 ∘가 다음과 같이 도출된다.

∘   


 (19)

P roposition  7 . 차별금지조항이 없는 경우 카드사의 이윤은 차별금지조항이 있는 경우보

다 낮아진다. 즉,  
∘  (20)

(증명) 부록을 참고한다.                                                               □

Proposition 7은 차별금지조항이 카드사의 이윤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차별금지조항이 없는 경

우 카드사의 과점이윤보다 더 높은 이윤을 법적인 강제조항으로 보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차별금지조항이 있는 경우 가격규제를 통해 카드사와 가맹점간의 이해관계자 대립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P roposition  8 . 차별금지조항이 없는 경우 시장자율로 결정되는 카드결제에 대한 공급은

차별금지조항이 있는 경우 사회 최적의 수준보다 낮다. 즉, 

  ∘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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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 부록을 참고한다.                                                               □

Proposition 8은 차별금지조항이 없고 시장자율로 가격이 결정되는 경우가 차별금지조항이 있

고 회원수수료를 규제하는 경우보다 사회후생적으로 열위에 있음을 보여준다. 즉 차별금지조항

이 없는 경우가 반드시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음을 제시해 준다.
차별금지조항이 없는 경우에도 사회후생의 비효율성이 발생하는 것은 신용카드시장이 과점시

장이기 때문이다. 차별금지조항이 없는 경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비자의 결제수단 선택과

카드사의 경쟁유인의 왜곡은 없다. 그러나 신용카드시장이 과점시장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비효

율성은 차별금지조항이 없더라도 제거되지 않는다.

4. 사회계획자의 선택

차별금지조항이 없는 경우 사회후생함수는 다음과 같다.

 



 (22)

 
여기서 유의할 것은 사회후생함수는 총가격의 함수라는 것이다. 차별금지조항이 없는 경우 사

회후생함수를 극대화하는 사회 최적의 총가격은 다음과 같다.
       (23)

차별금지조항이 없는 경우 사회후생함수를 극대화시키는 사회 최적의 총가격이 차별금지조항

이 있는 경우 사회 최적의 회원수수료와 동일함을 상기시킬 필요가 있다. 즉   

이다. 따

라서 사회 최적의 카드결제 수요는 차별금지조항의 유무와 관계없이 동일하다.
사회 최적의 총가격은 차별금지조항이 있는 경우 사회 최적의 회원수수료와 마찬가지로 소비

자의 지급결제 수단의 선택을 왜곡시키지 않는 수준에서 결정된다. 그러나 차별금지조항이 없

는 경우 카드사의 경쟁유인의 왜곡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신용카드시장의 과점구조 때문에 카

드결제의 공급은 사회 최적인 수준보다 낮을 수 있다.
  
P roposition  9 . 차별금지조항이 없는 경우

lim
→∞

∘   (24)

(증명) 생략 □

Proposition 9는 신용카드시장이 완전경쟁시장으로 시장구조가 바뀌면 사회 최적의 카드결제의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제시한다. 그러나 카드사의 신규진입으로 폐쇄형 플랫폼을 설립하

기 위한 고정비용이 필요하다면 사회적으로 더 많은 비용을 초래할 있다. 이 때문에 가격규제

대신에 경쟁촉진을 선택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
  



- 13 -

P roposition  10 . 차별금지조항이 없는 경우 시장자율로 결정되는 카드결제에 대한 공급

은 사회 최적의 수준보다 낮다. 즉,
   ∘ (25)

(증명) 생략 □

차별금지조항이 없는 경우 시장자율로 결정되는 카드결제에 대한 공급이 사회 최적의 수준보

다 낮은 것은 신용카드시장이 과점시장이기 때문이다. 이는 차별금지조항이 소비자와 판매자간

의 외부성을 내부화시키는 경제적 역할이 일정 조건 아래서 긍정적일 수 있다는 것을 반증하

기도 하다. 차별금지조항이 있는 경우 카드사들은 회원수수료에 대하여만 경쟁을 유인을 갖기

때문에 가맹점수수료가 지나치게 높게 책정된다는 부작용을 갖지만, 차별금지조항 때문에 카드

결제의 공급이 증가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역할이 있다. 따라서 가격규제를 통해 차별금지

조항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더 바람직할 수 있다.
한편, 차별금지조항이 없는 경우 총가격을 사회 최적의 수준인  로 규제할 경우 카드사의 초

과이윤은 이 된다. 따라서 차별금지조항이 없는 경우 가격규제를 할 경우 소비자의 후생만

극대화되고 카드사의 과점이윤은 전혀 인정되지 않게 된다. 이는 차별금지조항이 있는 경우 회

원수수료를 사회 최적의 수준인 
   로 규제하더라도 카드사가 가맹점수수료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과점이윤을 얻는 것과는 다르다. 따라서 사회계획자가 카드사의 이윤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소비자 후생을 최우선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차별금지조항을 폐지하고 소비자

의 카드결제 선택에 영향을 주는 총가격을 사회 최적인 수준으로 규제할 수 있다.
그러나 카드결제에 따른 이해관계자의 대립을 해소하기 위해 사회후생 재분배라는 정책적 선

택이 필요하다면 차별금지조항이 있는 경우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

Ⅴ. 결론

본 논문은 차별금지조항의 유무와 관계없이 신용카드시장은 가격규제가 필요한 시장임을 제시

한다. 그러나 차별금지조항이 있는 경우 가격규제를 통해 사회후생을 증진시키는 것이 차별금

지조항이 없는 경우보다 사회적으로 더욱 바람직할 수 있음을 주장한다. 반면에 가맹점수수료

에 대한 논란을 잠재우고 소비자의 후생을 극대화하는 것이 사회계획자의 목표라면 차별금지

조항을 폐지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신용카드시장이 차별금지조항이 있는 경우 가격구조에 의해 거래량이 결정되는 양면시장

이 된다는 것을 보였다. 즉 차별금지조항 때문에 소비자와 판매자간에 존재하는 외부성이 내부

화되어 카드결제 거래량을 증가시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왜냐하면 차별금지조항이 없는

경우 카드사의 시장지배력이 높을수록 카드결제 거래량은 감소하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차별금지조항이 법적인 강제조항으로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주장한다. 
왜냐하면 차별금지조항이 카드사의 초과이윤을 증가시키는 작용을 하기 때문이다. 또한 사회계

획자가 가맹점수수료는 거래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이라고 하면서 법적인 카드사에게 유리한

계약조건을 보장해주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적인 강제조항이 아닌 사적인 계

약사항으로 규정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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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논문은 여러 가지 현실적인 시장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한계점이 있다. 
예를 들어, 카드사는 낮은 가맹점수수료를 제시하는 조건으로 다른 카드사와의 가맹점계약을

배제할 유인이 충분히 존재한다. 1980년대 초부터 1990년대 초까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American Express)는 가맹점수수료를 할인해주는 조건으로 다른 카드사의 카드결제를 거부

하도록 했다. 그러나 1991년에 비자(Visa)나 마스터카드(MasterCard)에서도 낮은 가맹점수수

료를 제시하면서 이 문제가 일단락되기도 했기 때문이다.
또한 카드사의 한계비용이 동질적이지 않을뿐더러 판매자의 카드결제에 따른 편리이익이 거래

규모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대형 카드사는 상대적으로 소형 카드사보다 자금조달

비용이 낮을 수 있다. 또한, 대형 판매자는 소형 판매자보다 카드결제에 따른 편리이익이 높을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시장조건을 반영하는 것은 차제의 연구과제로 남기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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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Proposition 5의 증명 차별금지조항이 없는 경우 판매자는 카드결제를 거절할 유인이 없다. 
판매자 는 차별금지조항이 없는 경우 현금가격 


과 카드가격 


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



라고 하면, 카드결제의 편리이익이   인 소비자는 판매자 에게 현금으로

결제하고 카드결제의 편리이익이 ≥인 소비자는 판매자 에게 카드로 결제한다. 따라서

판매자 는 다음과 같은 이윤극대화 문제를 푼다.

max    






 


 







(A .1)

 
수식 (A.1)의 극대화 1차 조건을 만족시키는 균형 현금가격과 카드가격은 다음과 같다.
  

  
∘  

이 경우 각 판매자의 이윤은 다음과 같다.

∘  

 (A .2)

모든 판매자가 현금결제와 카드결제를 차별하는 것이 최적인지 살펴보기 위해 판매자 가 현

금결제와 카드결제를 차별하지 않는다고 가정해 보자. 이 경우 판매자 는 다음과 같은 이윤

극대화 문제를 푼다.

max  

 

 
∘ 


 

 
(A .3)

수식 (A.3)의 극대화 1차 조건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 (A .4)

한편 현금결제와 카드결제를 차별하는 판매자 는 다음과 같은 이윤극대화 문제를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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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    





 


∘ 





(A .5)

수식 (A.5)의 극대화 1차 조건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A .6)


  


∘ (A .7)

수식 (A.4), (A.6) 그리고 (A.7)를 정리하면,
  

∘ (A .8)


  



∘ (A .9)


  



∘ 



∘ (A .10)

따라서 수식 (A.8), (A.9) 그리고 (A.10)을 수식 (A.3)과 (A.5)에 각각 대입하여 정리하면, 
판매자  , 의 이윤은 각각 다음과 같다.

  






∘

 (A .11)

  






∘

 (A .12)

수식 (A.12)는 차별금지조항이 없는 경우 판매자 가 현금결제와 카드결제를 차별하지 않을

때 얻는 이윤이 
∘≠이면 항상 보다 작음을 나타낸다. 따라서 판매자는 차별금지조항이

없는 경우 
∘≠이면 현금결제와 카드결제를 차별하는 것이 최적이다.                  □

■ Proposition 7의 증명 차별금지조항이 있는 경우 카드사 의 균형이윤은 수식 (3), (6) 그
리고 (7)에 의해 다음과 같다. 간편화를 위해 를 라고 할 때, 


 




 (A .13)

차별금지조항이 없는 경우에는 카드사의 이윤함수는 수식 (12)와 (19)에 의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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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14)

따라서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
를 증명하기에 충분하다. 













 

                                                                                     □

■ Proposition 8의 증명 차별금지조항이 있는 경우 사회 최적의 카드결제 수요는 

에 의해

결정된다. 반면에 차별금지조항이 없는 경우 시장자율에 의해 결정되는 카드결제에 대한 수요

는 ∘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를 보이는 것으로 ∘  
 를 증명하기에 충분하다.

수식 (18)에서 수식 (9)를 차감하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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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surcharge Rule and Two-sidedness in the Card Payment Industry: 
Rationales for Price 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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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finds that the card payment industry requires price regulation under 
the no-surcharge rule and even without it. Under the no-surcharge rule, the 
industry is two-sided in that the volume of payment transactions are determined 
by price structure. In equilibrium, the customer fee is much lower than the 
socially optimal level, and the merchant fee is the largest one that all merchants 
accept the payment cards. Therefore, under the no-surcharge rule, the card 
payment services are over-provisioned more than the socially optimal level and 
thus price regulation on price structure improves social welfare. Without the 
no-surcharge rule,  the industry is no longer two-sided. In equilibrium, the card 
payment services are under-provisioned and thus price regulation on total price 
also improves social welfare. The overall results suggest that if the industry is 
oligopolistic it is better to regulate price structure under the no-surcharge rule 
than to regulate total price without the no-surcharge 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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