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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용카드 공화국, 대한민국

1. 국내 카드사용 현황

l 한국의 신용카드 보유 및 이용률은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해 매우 높다.1) 

Ÿ 2016년 기준으로 한국의 1인당 신용카드 발급장수(총 인구대비)는 약 1.9장이다. 23개국2) 

평균(0.9장)보다 두 배 이상 많다. 실제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경제활동인구 1인당 신

용카드 발급장수는 약 3.5장에 달한다.3) 

순위
1인당 

국민총소득

신용카드(1인당) 체크카드(1인당)

발급장수 이용건수 이용금액 발급장수 이용건수 이용금액

1
스위스

(80,337달러)

미국

(3.2장)

한국

(208.1건)

한국

(10,413달러)

한국

(3.23장)

스웨덴

(260.5건)

영국

(14,694달러)

2
미국

(58,876달러)

캐나다

(2.1장)

캐나다

(125건)

미국

(10,244달러)

영국

(1.52장)

미국

(211.8건)

스웨덴

(8,551달러)

3
스웨덴

(52,892달러)

한국

(1.9장)

미국

(113.7건)

캐나다

(9,314달러)

스위스

(1.25장)

영국

(202.6건)

미국

(8,013달러)

4
캐나다

(41,760달러)

스웨덴

(0.96장)

스웨덴

(50.1건)

스위스

(4,463달러)

스웨덴

(1.06장)

캐나다

(150.7건)

스위스

(5,575달러)

5
영국

(39,333달러)

영국

(0.89장)

영국

(44.3건)

영국

(3,174달러)

미국

(0.96장)

한국

(126건)

프랑스

(5,149달러)

6
프랑스

(38,700달러)

스위스

(0.76장)

스위스

(41.2건)

스웨덴

(2,693달러)

캐나다

(0.80장)

프랑스

(114.6건)

캐나다

(4,652달러)

7
한국

(27,681달러)

프랑스

(0.30장)

프랑스

(3.8건)

프랑스

(220달러)

프랑스

(0.76장)

스위스

(88.1건)

한국

(2,636달러)
출처 : BIS, KOSIS

표 1. 주요 7개국 신용/체크카드 순위별 이용 현황(2016년 기준)

Ÿ <표 1>을 보면, 다른 나라들(주요 6개국)과 비교해 보았을 때에도 한국의 신용카드 발급장

수는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프랑스 등 유럽국가들은 기본적으로 1인당 신용카드 

발급장수가 1개 미만인 반면, 한국(1.9장)은 미국(3.2장), 캐나다(2.1장) 다음으로 많은 신용카

드를 보유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BIS 조사 대상인 23개국 중 신용카드 혹은 체크카드 

둘 중 하나라도 데이터가 확인되지 않는 6개국(홍콩, 일본, 중국, 네덜란드, 사우디아라비아, 

남아프리카)은 비교대상에서 아예 제외했다. 또한 이 외에도 독일 외 9개국(러시아, 호주, 

벨기에, 브라질, 인도, 이탈리아, 멕시코, 싱가포르, 터키)을 제외하였는데, 그 이유는 카드이

1) BIS. (2017). 「Statistics on payment, clearing and settlement systems in the CPMI countries-Preliminary 
(2016)」. BIS 지급결제 및 시장인프라 위원회(CPMI)는 매년 23개 회원국의 지급결제동향을 조사하여 보고서를 발
간한다.

2) 23개 주요국은 호주, 벨기에, 브라질, 캐나다, 중국, 프랑스, 독일, 홍콩, 인도, 이탈리아, 일본, 한국, 멕시코, 네덜
란드,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남아프리카,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이다. 

3) 여신금융협회. (2017). 「신용카드 업계현황」. 경제활동인구 1인당 발급카드 수는 2015년·2014년 3.4장, 2016년 3.5
장, 2017년 3.6장으로 최근 4년간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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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과 관련된 데이터는 있지만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모두 비교의 의미가 없을 정도로 대부

분 한국보다 현저히 적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캐나다, 미국, 프랑스, 스웨덴, 스

위스, 영국 등 6개국만 한국과 비교하였다. 

Ÿ 1인당 신용카드 이용건수나 이용금액은 한국이 모두 1위이다. 신용카드 발급장수가 가장 

많았던 미국보다도 신용카드의 이용건수나 이용금액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한 해 동안 신용카드 1인당 이용건수는 한국 208.1건 > 미국 113.7건 > 캐나다 125건이며, 

유럽국가들은 50건 이하이다. 이용금액의 경우 한국 1만 413달러 > 미국 1만 244달러 > 캐

나다 9천 314달러이며, 유럽국가들은 5천달러에도 미치지 않는다. 

Ÿ 한국의 신용카드 이용량은 1인당 국민총소득과 함께 비교했을 때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난

다. 2016년 기준 한국의 1인당 국민총소득은 27,681달러로 비교대상 7개국 중 가장 적다. 

반면 미국의 1인당 국민총소득은 58,876달러로 7개국 중 2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의 1인당 신용카드 이용금액은 1만 413달러로 미국의 1만 244달러보다 많다. 즉, 1인당 국

민총소득은 한국이 미국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데, 신용카드 이용금액이 거의 비슷하다

는 것은 사실상 한국이 미국보다 소득대비 신용카드를 2배 이상 더 많이 사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1인당 국민총소득이 가장 많은 스위스(80,337달러)와 비교해보면 더 심각하다. 스

위스는 한국보다 1인당 국민총소득이 약 3배 더 많다. 하지만 1인당 신용카드 이용금액은 1

위인 한국(1만 413달러)이 4위인 스위스(4,463달러)보다 2배 이상 많다. 즉, 한국이 스위스보

다 소득 대비 신용카드 이용량은 6배 이상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Ÿ 한편, 체크카드의 경우에는 신용카드와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났다. 한국 3.2장 > 영국 1.5장 

> 스위스 1.3장 순으로 한국의 체크카드 발급장수가 7개국 중 1위인 반면, 이용건수는 7개

국 중 5위(스웨덴 260.5건 > 미국 211.8건 > 영국 202.6건 > 캐나다 150.7건 > 한국 126건), 

이용금액은 7개국 중 가장 적다(영국 1만 4,700달러 > 스웨덴 8천 551달러 > 미국 8천 13달

러 > 스위스 5,575달러 > 프랑스 5,149달러 > 캐나다 4,652달러 > 한국 2,636달러). 특히, 체

크카드의 이용금액이 가장 많았던 영국(1만 4,700달러)과 비교해 보면, 한국의 체크카드 이

용금액(2,636달러)은 영국의 6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즉, 한국은 체크카드 발급장수에 있

어서는 다른 국가들보다 2배 이상 차이가 날 정도로 많지만, 이용건수나 이용금액에 있어

서는 절반 이하이다. 

Ÿ 다시 말해서, 한국은 1인당 국민총소득이 더 많은 미국 등 다른 6개국보다 신용카드 이용

은 월등히 많은 반면, 체크카드 이용은 현저히 적다. 한국의 신용카드 이용이 비정상적으로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l 또한 한국은 국내 민간소비지출 중 신용카드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 2017년 기

준으로 전체 민간소비지출은 약 832조원이며, 이 중 신용카드 이용금액(현금서비스 및 기업

구매카드실적 제외)은 약 585조원으로 약 70%에 달한다. 현금서비스 등까지 포함하면 약 687

조원으로 80%를 초과한다(<표 2> 참조).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을 시작한 직후인 2000년과 비

교했을 때, 17년만에 이용금액이 약 47조원에서 약 585조원으로 12배 이상 증가했고, 민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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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지출 중 신용카드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13.8%에서 70.3%로 5배 이상 증가했다. 신용카

드 이용이 매우 급격하게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구분 전체 이용금액¹ 이용금액 (A)² 민간소비지출 (B) A/B

2000 137,750 47,041.9 341,441.8 13.8

2005 356,447 187,666.4 480,170 39.1

2010 493,426 350,291.7 636,712.6 55.0

2015 594,435 490,284.8 771,239.2 63.6

2017 686,608 584,821.8 732,234.7 70.3

주1. 전체 이용금액 = 일시불 + 할부 + 현금서비스

주2. 이용금액 (A) : 현금서비스 및 기업구매카드실적 제외(기업구매카드제도 : 2000년부터 도입)

출처 : 여신금융협회, 「2017년 신용카드 업계현황」.

표 2. 민간소비지출대비 신용카드 이용금액 추이 (단위 : 십억원, %)

l 한국은행이 발간한 <2017년도 지급수단 이용행태 조사결과>4)에서도 조사대상자 80% 이상이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PC 및 모바일 결제시 신용카드를 더 많이 

사용했다. 더욱이 신용카드가 연회비, 할부이자 등 이용비용이 높은 지급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리성 및 수용성 등으로 인하여 지급수단 중 만족도와 선호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l 불과 약 20년 전인 2000년만 해도 신용카드는 소수의 사람들만 쓰던 것이었다. 실제 2000년 

민간소비지출 중 신용카드를 통한 지출 비중은 14%가 채 되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은 천원 

이하도 신용카드로 결제할 정도로 신용카드가 보편화되어 있다. 신용카드를 최초로 만들고 

신용결제시스템을 발전시킨 미국조차도 국민소득 대비 신용카드 이용이 우리나라보다 적은 

반면, 체크카드 이용률은 훨씬 많다. 한국의 높은 신용카드 이용률은 절대 일반적이거나 보

편적인 것이 아니며, 오히려 비정상적인 수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 신용카드 공화국, 대한민국

l 우리나라는 ‘신용카드 공화국’이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이렇게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하게 

된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는 아니다. 철저히 정책적 산물이다.5) 

Ÿ 1998년 출범한 김대중 정부의 가장 큰 과제는 1997년 발발한 IMF 외환위기의 극복이었다.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경기침체는 피할 수 없는 것이었다. 이에 김대중 정부는 경

제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내수소비 진작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했고, 1998년 9

4) 해당 보고서의 조사대상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2,511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비
중을 고려하여 표본을 설계했다. 해당 보고서는 조사대상자들이 과거 일정기간(6개월) 동안 사용한 지급수단에 대한 
이용실태를 조사한 것이다. 중복응답이 포함되어 있다.

5) KDI. (2010). 「2002년 카드 대란」; 프레시안. (2012.8.10.). “김대중의 정책 실패, 노무현의 덜미를 잡다 : 신용카드 
위기”; 금융연구원. (2009). 「신용카드 사용확대의 득과 실」; 조세재정연구원. (2018). 「조세특례 심층평가(Ⅰ) : 신
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김순영. (2011). 「대출 권하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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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내수 진작 종합 대책 중 하나로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을 발표했다. 뿐만 아니라 김대중 

정부는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을 통해 자영업자 등 사업자의 소득을 투명하게 하고 세금 탈

루를 줄이고자 했다. 자영업자 등 사업자의 경우 소득이 많아도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매

출액을 축소 신고하는 경우가 많았다. 사람들이 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자영업자의 신용카

드 매출액을 통해 사업자의 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 세금신고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실제로 총 민간소비지출 중 과세당국의 세원 파악가능 비율을 나타내는 소

비포착률은 1999년 15.5%에서 2008년 약 65%까지 확대되었다.6) 

Ÿ 김대중 정부는 수요자의 신용카드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관련 규제들을 완화하고 소득공제 

등 새로운 제도를 도입했다. 

    - 1999년 당시 정부는 40%였던 카드사의 부대업무(현금 서비스 등) 한도와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 한도(월 70만원)를 폐지하고, 2001년에는 신용카드의 길거리 회원모집까지 허용했

다. 

    - 또한 소비자의 신용카드 사용을 촉진시키기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와 신용카드 

영수증 복권제도를 도입했다. 

    - 이 외에도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개정하여 허가제인 카드사업을 등록제로 전환하고 

가맹점의 신용카드 거래거절을 금지하는 등 다양한 정책적 수단을 활용했다. 

l 김대중 정부가 적극적으로 신용카드 확대 정책을 펼친 결과, 신용카드 시장은 급격하게 팽창

했다. 정부의 규제완화는 신용카드사가 무분별하게 카드를 발급할 수 있게 만들었고, 그 결

과 1998년 약 4,202만장이었던 신용카드 발급 장수가 2002년에는 약 1억 481만장으로 불과 4

년 만에 약 2.5배 증가했다. 이는 경제활동인구 1명당 신용카드 4.6장을 보유한 것과 같은 규

모이다. 

l 무분별한 신용카드의 확대는 결국 2003년 신용카드 대란으로 이어졌다. 신용카드는 말 그대

로 신용에 기반하여 발급되어야 한다. 신용카드 대국인 미국조차도 신용카드 발급을 위해서

는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하지만 당시 정부의 규제완화와 카드사들의 공격적인 

마케팅은 소득도 변변치 않은 대학생들에게까지 기초적인 신용확인조차 하지 않고 신용카드 

발급을 가능하게 했고, 심각한 부작용을 낳았다. 특히, 대부업체의 고금리 대출과도 별 다름

없는 신용카드의 현금서비스와 카드론의 무분별한 이용은 대규모 신용불량자7) 양산과 신용

카드사 구조조정의 핵심 원인이 되었다.8) 

6) 서울신문. (2009.5.5.). “민간소비 투명성 높아져”; 금융연구원. (2009). 「신용카드 사용확대의 득과 실」.
7) 현재는 금융채무불이행자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2003년 당시 신용불량자라는 용어가 통용되었기 때문에 본 보고

서에서는 신용불량자라는 표현을 그대로 사용했다. 신용불량자와 금융채무불이행자는 같은 의미이다. 
8) KDI. (2010). 「2002년 카드 대란」; 프레시안. (2012.8.10.). “김대중의 정책 실패, 노무현의 덜미를 잡다 : 신용카드 

위기”; 금융연구원. (2009). 「신용카드 사용 확대의 득과 실」; 조세재정연구원. (2012).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 10년 
평가와 과제」; 김순영. (2011). 「대출 권하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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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높은 이용비용이 발생하는 신용카드

1. 신용카드의 높은 지급결제 구조

l 신용카드는 기본적으로 다른 지급결제 수단에 비해 높은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

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신용카드의 후불결제방식이다. 신용카드는 소비자가 이번 달에 사용

한 금액을 다음 달에 결제하는 후불결제방식이다. 이는 사실상 카드사가 고객에게 돈을 빌려

주는 것과 같다. 이 과정에서 후불결제에 대한 이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정작 후불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은 해당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 대신 가맹점이 가맹점수수료라는 

형태로 그 부담을 지고 있다. 후불결제에 대한 혜택은 소비자가 받는 반면 부담은 가맹점이 

지고 있는 것이다.9) 

l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는 매출전표 관리 등 거래과정 상에서의 입증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VAN사10)나 PG사11)와 같은 중간매개자가 존재할 수밖에 없고 거래비용은 당연히 증가할 수

밖에 없다. 

Ÿ 신용카드를 통한 결제는 VAN사나 PG사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2중, 3중의 수수료가 부과되

는 구조이다. 소비자가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면, 카드사는 가맹점에게 해당 금액의 최소 

0.8% ~ 최대 2.5%의 수수료를 부과한다. 카드사는 이 중 일부를 중간단계의 VAN사나 PG사

에게 돌려주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카드사가 가맹점에 부과하는 가맹점수수료에는 사실상 

VAN사와 PG사에게 지불해야 할 수수료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Ÿ 이 문제는 온라인 상에서 더욱 심각해진다. 

    - 온라인쇼핑몰의 경우, 카드사와의 가맹계약을 PG사(온라인 결제대행회사)들이 일괄적으

로 처리하기 때문에 영세상인이라 하더라도 우대수수료(매출 3억원 이하일 경우 신용카

드 수수료 0.8%)가 적용되지 않는다. 온라인 판매대금에 대한 평균 수수료율은 2%가 넘

으며, 여기에 PG사의 중계수수료 및 호스팅 서비스 등으로 0.7~0.9% 정도의 수수료가 추

가된다. 결과적으로 온라인 가맹점들은 약 3% 수준의 수수료를 부담하게 된다. 여기에 

모바일 간편결제서비스까지 이용할 경우, 해당 수수료까지 더하면 최대 3% 후반대의 수

9) 물론 가맹점 또한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매출 상승의 효과를 얻을 수 있고, 무엇보다 외상거래에 대한 부담을 카
드사가 대신 짐으로써 외상매출로 인한 손해를 입지 않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어쨌든 (특히 직불카드와 비교했을 
때) 수수료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10) VAN(Value-Added Network)사란, 부가가치 통신망이라는 뜻으로 가맹점과 카드사간 네트워크망을 구축하여 수
많은 매장들과 카드사들이 일일이 계약하는 번거로움을 없애주는 역할을 한다. 소비자가 가맹점에서 신용카드를 사
용하면 VAN사는 가맹점에 설치된 단말기를 통해 카드승인 중계업무를 수행하며, 동시에 가맹점이 카드결제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카드 매출데이터를 정리하고 제출된 카드전표 매입업무를 대행한다. 이에 카드사는 VAN사에 VAN
수수료를 지급한다. 

11) PG(payment Gateway)사는 온라인 카드결제 혹은 전자결제가 가능하도록 전자지불 서비스를 제공한다. 신용카드, 
핸드폰, ARS, 계좌이체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한 모든 온라인 결제를 대행하고 카드사나 금융기관과의 결제중계업무
를 수행한다. 그러나 카드결제의 경우에는 PG사가 온라인가맹점과 최종당사자인 카드사를 직접 중계하지 않고 
VAN를 거쳐 중계한다. 그렇기 때문에 가맹점의 입장에서는 PG사와 VAN사, 카드사까지 3단계에 걸쳐 수수료를 지
불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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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료를 부담해야 한다.12) 

    - 국내 온라인쇼핑 시장의 거래액은 2005년 10.6조원에서 2017년 78.2조원으로 약 7.3배가 

성장했다. 뿐만 아니라 온라인쇼핑 시장의 성장률은 최근 5년 동안 약 20%에 달했으며, 

이를 기준으로 2022년의 시장규모를 예측하면 약 190조원에 달한다.13) 

    - 그런데 <표 3>에서도 알 수 있듯이 주요 7개 온라인쇼핑몰은 2017년 기준 약 9천 5백억

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했다. 온라인쇼핑 시장 규모의 성장과는 모순적인 상황이다. 그나마 

플러스 영업이익을 유지하고 있는 곳은 G마켓과 옥션을 보유하고 있는 이베이코리아와 

인터파크, 롯데닷컴 정도이다. 이에 비해, 신용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는 2013년 약 9조

원에서 2017년 약 12조원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즉, 온라인쇼핑 시장의 성장에도 불

구하고 온라인쇼핑몰은 대부분 적자이고, 이익이 나는 쇼핑몰도 영업이익보다 큰 가맹점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는 반면, 카드사의 온라인 가맹점 수수료 수익만 늘고 있는 셈이다.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신용카드사 

가맹점수수료 수익
8,864,894 9,658,790 10,729,545 11,045,092 11,678,358

온라인 

판매 

중개

이베이코리아

(G마켓/옥션)
47,692 56,237 80,131 66,972 62,321

SK플래닛

(11번가)
687 1,162 -863 -333,397 -249,689

인터파크 20,476 17,136 23,469 9,319 16,477
쿠팡 -154 -121,548 -547,013 -565,203 -622,807

온라인 

판매

롯데닷컴 5,937 728 8,191 9,552 2,084
위메프 -36,069 -29,042 -142,448 -63,622 -41,709
티몬 -70,767 -24,623 -141,856 -155,124 -113,263

합계 -32,198 -99,950 -720,389 -1,031,503 -946,586
참고

1. 온라인 판매 중개업체는 판매자와 구매자에게 플랫폼만을 제공하는 중개상인이라면, 온라인 판매 업체는 직

접판매자에 해당함

2. 기본적으로 대형마트를 기반으로 하는 온라인몰은 제외했으며, 신세계몰과 이마트몰은 올해 온라인부문을 

별도로 분리(SSG.com)하기 때문에, 이전 자료에서 온라인판매 부문만 구분할 수 없어 제외함

3. 11번가의 경우 2008년 커머스플래닛에 의해 운영되다 2016년 2월 SK플래닛과 합병함. 2016년과 2017년 자료

는 SK플래닛의 영업이익이며 2013년~2015년의 자료는 커머스플래닛의 영업이익을 인용함

출처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금융통계정보시스템

표 3. 주요 온라인쇼핑몰의 영업이익과 신용카드사 가맹점수수료 수익 현황 (단위 : 백만원)

12) 한겨레. (2018.2.19.). “온라인결제땐 수수료 4배.. 영세상인은 웁니다”.
13)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17). 「온라인 쇼핑몰의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 한국온라인쇼핑협회. (2018). 

「2018 온라인 쇼핑 시장에 대한 이해와 전망」;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8). 「온라인쇼핑 성장이 택배산업에 미치
는 영향에 관한 고찰」; 통계청. (2018). 「2017년 온라인쇼핑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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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도한 마케팅 비용의 지출과 비용 전가

l 신용카드의 이용비용을 더욱 상승시키는 요인은 카드사가 제공하는 방대한 부가서비스이다. 

카드사들은 기존 고객을 유지하고 새로운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부가서비스 등에 대해 막

대한 규모의 마케팅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Ÿ 8개 카드사14)의 2017년 한 해 마케팅 비용은 약 6조 700억원이며, 이는 전체 카드사의 영

업비용인 약 20조 6,600억원의 30%에 달하는 수준이다. 심지어 당기순이익(약 1조 2천억원)

의 5배에 달한다. 

Ÿ 이 중 부가서비스 비용은 약 4조 4,800억원으로, 전체 카드사 영업비용의 약 22%를 차지하

고 있으며, 무엇보다 마케팅 비용의 74%를 차지하고 있다. 즉, 카드사들은 전체 영업비용의 

3분의 1을 마케팅 비용으로 지출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부가

서비스에 상당한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것이다. 

Ÿ 한편, 최근에는 부가서비스 비용뿐만 아니라 결제금액 할인 등 기타마케팅 비용이 2014년 

약 6천억원에서 2017년 약 1조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당기순이익 21,786 20,126 18,132 12,268

전체 영업비용 170,086 190,071 194,655 206,645

마케팅 비용 41,142 48,215 53,408 60,724

부가서비스

비용
30,023 35,316 39,412 44,808

기타마케팅

비용
6,012 7,492 8,814 10,616

무이자할부

비용
3,261 3,363 3,018 3,217

광고선전비 1,846 2,044 2,164 2,083
출처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보도자료 <2018년 상반기 신용카드사 영업실적>15)

표 4. 8개 카드사 마케팅 비용 현황 (단위 : 억원)

l 카드사가 당기순이익의 5배에 해당하는 마케팅 비용을 지출할 수 있는 것은 마케팅 비용을 

사실상 가맹점에게 가맹점수수료라는 형태로 전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Ÿ 2017년 기준 8개 카드사의 전체 수익은 약 23조 5천억원이며, 이 중 가맹점수수료가 약 11

조 7천억원으로 절반에 해당한다.16) 가맹점수수료가 카드사 수익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카드사가 가맹점으로부터 가맹점수수료를 받아 고객에게 방대한 부가서비스

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14) 신한카드, KB국민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우리카드, 롯데카드, 하나카드, 비씨카드.
15) 8개 카드사의 마케팅 비용은 금융감독원의 보도자료를 참고하였으며, 전체 비용 및 카드 비용은 금융감독원의 금

융통계정보시스템을 참조함.
16)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참조. 2017년 기준 8개사 전체 카드수익의 구성은 가맹점수수료 56% > 카드론수

익 16% > 기타 수익(연회비 등) 16% > 할부카드수수료 7% > 현금서비스수수료 5%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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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실제로 그 동안 카드사들은 고객에게 제공하는 포인트, 무이자할부 등과 같은 부가서비스

에 들어가는 비용을 가맹점에게 전가해왔다. 

    - 2017년 4월 금융감독원이 <신용카드회사의 포인트 가맹점 영업 관행 개선> 방안을 발표

하기 전까지 카드사는 포인트 적립 마케팅의 대가로 포인트가맹점에게 가맹점수수료 외 

별도의 추가 수수료를 최대 5%까지 부과했었다.17) 카드사의 포인트 영업은 직·간접적

으로 가맹점에 대한 광고·홍보 등을 지원하는 것과 같고 해당 마케팅을 통해 매출액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별도의 수수료가 부과되어 온 것이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은 

포인트적립 수수료율이 0.39%인데 가맹점에 5%까지 부담시키는 것은 카드사가 수수료를 

과다수취하는 것이라고 지적했고, 향후 포인트적립 수수료가 2%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

다. 

Ÿ 뿐만 아니라 카드사 마케팅에 대한 혜택은 주로 대형가맹점들이 누리고 있다는 점에서 대

형가맹점들이 더 많은 가맹점수수료를 부담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소가맹점들에게 불공

정하게 전가되어 왔다는 지적도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발표자료에 따르면, 포인트, 

항공마일리지, 할인서비스 등 카드에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는 서비스들과 일시적 판매촉

진비 등 카드사의 마케팅 지출은 대형 가맹점을 제외하고는 가맹점의 월매출을 늘리는 데 

효과가 없다는 것이 지적된 바 있다.18) 

Ÿ 최근 금융당국은 소비자가 카드사에 내는 연회비가 8천억원인데 반해 마케팅비용이 6조원

이라는 것은 매우 과도하다고 지적하면서, 가맹점수수료의 적격비용 산정시 포인트, 무이자

할부 등과 같은 공통마케팅비용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19) 

l 과도한 마케팅 비용이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문제는 저축은행 및 대부업체 문제에서도 지적

된 바 있다. 저축은행과 대부업체들은 국정감사에서 여러 차례 지적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업체당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대의 광고비를 지출해왔으며, 업체에 따라서는 광

고비 지출이 당기순이익을 넘어서기도 했다.20) 저축은행과 대부업체의 막대한 광고비 지출

은 일반소비자에 대한 고금리 대출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소비자에게 그 부담이 전가되는 구

조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는 저축은행과 대부업체의 광고를 규제하고 금리를 인하하는 

등의 조치가 연이어 있어왔다. 

l 신용카드 또한 마찬가지이다. 고객에게 제공되는 다양한 부가서비스 등에 대한 비용은 카드

사가 부담하지 않고, 어떤 형태로든 결국 가맹점과 소비자에게 전가된다. 즉, 과도한 마케팅 

17) 매일경제. (2017.4.23.). “카드사 포인트 적립비용 가맹점 전가 손본다.. 최고수수료 5%→2%”; 조선비즈. 
(2017.4.23.). “카드사 가맹점 포인트적립 수수료율 최고한도 5% → 2%로 내린다”.

18) 한국개발연구원. (2012). 양용현. “신용카드사 마케팅 비용과 수수료율 – 마케팅이 가맹점 매출 증대에 미치는 효
과를 중심으로”. <금융산업조직연구회 발표자료>

19) 조선비즈. (2018.11.2.). “｢단독｣ 중소 카드가맹점 수수료 산정에서 ‘공통마케팅비’ 뺀다”.
20) OK저축은행은 2017년 한 해 동안 300억원이 넘는 광고비를 지출했고, SBI저축은행의 광고비 지출액은 약 263억

원에 달했다. 종편 및 케이블 채널을 통해 방송되는 저축은행 및 대부업 관련 광고는 하루 평균 천여건 이상인 것
으로 확인됐다. 뉴스포스트. (2017.10.18.). “SBI저축은행, 광고비 ‘펑펑’쓰며 매짱 불법영업”; 시사위크. 
(2018.4.9.). “OK저축은행, 지난해 광고비 ‘지출왕’... 규제 강화 아랑곳”; 머니투데이. (2018.10.24.). “빚 권하는 종
편·케이블.. 대출·보험광고 하루 평균 2,400건”; 조선비즈. (2018.3.4.). “저축은행 지난해 당기순이익 1조 674억
원... 전년 대비 2,068억원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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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은 외견상 소비자에게 혜택인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가맹점과 소비자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카드사들의 과도한 마케팅 비용을 축소

하도록 하는 것이다. 

3. 대부업과 같은 카드사의 현금서비스와 카드론

l 신용카드는 일반적인 결제서비스 외에도 현금서비스(단기카드대출)와 카드론(장기카드대출)

이라는 대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금서비스와 카드론의 이자는 현재 최소 6% ~ 최대 

24%로 형성되어 있는데, 제 1금융권의 대출이자가 일반적으로 3~6%대인 것에 비해 매우 높

은 수준의 이자다. 

Ÿ 적용금리대별 회원분포현황을 보면, 카드사의 카드론을 이용하는 사람들 중 많은 수가 

14~20%대의 이자로 이용하고 있으며, 현금서비스의 경우에는 22~24%대의 이자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다. 신용카드의 현금서비스나 카드론의 이자가 최소 6%대부터 적용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10% 이하의 이자로 이용하는 사람은 극히 일부이며, 대부분은 최소 

14% ~ 최대 24%대의 이자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24%라는 이자는 현재 법정최고금리이

며, 대부업체21)와 동일한 수준의 고금리이다.22) 

구분 14% 미만 14~20% 미만 20~24% 미만

롯데 3.56 94.1 2.34

삼성 31.91 54.02 14.07

신한 36.92 56.93 6.15

우리 2.75 96.16 1.09

하나 14.76 85.24 -

현대 42.68 50.42 6.9

KB국민 19.62 50.68 29.7
출처 : 여신금융협회

표 5. 신용카드 카드론 적용금리대별 회원분표 현황 (단위 : %)

21)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2017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부업의 신용대부금리는 약 25%이다.
22)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https://gongsi.crefia.or.kr/main/mainPage.do) 참조.



11

구분 14% 미만 14~20% 미만 20~24% 미만

롯데 7.41 58.61 33.98

비씨 6.78 59.01 34.21

삼성 4.47 40.22 55.31

신한 19.37 38.92 41.71

우리 0.62 67.48 31.9

하나 9.32 28.39 62.29

현대 8.11 37.22 54.67

KB국민 9.0 43.45 47.55
출처 : 여신금융협회

표 6.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적용금리대별 회원분표 현황 (단위 : %)

l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의 현금서비스나 카드론은 은행의 일반대출에 비해 대출의 간편

성 때문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다. 문제는 상환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사람들이 현금서비스

와 카드론을 이용한다는 것이다. 이들이 현금서비스나 카드론을 이용한다는 것은 카드사 대

출에서 디폴트가 발생할 확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카드사들은 현금서비

스나 카드론을 제공할 때 디폴트로 인해 발생할 손실을 고려하여 높은 이자를 책정하는 것이

다. 즉, 고금리 부실대출에 대한 손실을 카드사가 아닌 정상대출자들에게 전가시키고 있는 

것이다.

l 소득 및 신용과 상관없이 무분별하게 현금서비스와 카드론을 통해 대출한 카드사들은 부실

대출로 인한 손실을 정상대출자에게 전가하는 방식으로 막대한 수익을 얻었다. 김대중 정부

가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을 시행한 직후에 현금서비스와 카드론 등 부대업무를 통해 큰 수익

을 얻게 된 카드사들은 더욱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고, 신용판매보다 현금대출 중심의 영업으

로 전환하기 시작했다. 

Ÿ 1998년 약 63조 5,500억원이었던 신용카드 이용실적은 2002년 631조로 4년 만에 10배 가까

이 증가했다. 이 중 현금서비스 이용금액은 약 372조원(전체 59%)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

했다.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도입 직후인 2000년에는 현금서비스 이용비중이 약 65%(전체 

138조 중 89조)까지 증가하기도 했다. 2017년 기준 전체 카드이용실적(약 687조) 중 현금서

비스(약 59조)의 비중이 10%가 채 되지 않는 것을 고려하면, 당시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얼마나 많이 이용했는지 알 수 있다23)

Ÿ 이 덕분에 1997년 약 2조 4천억원이었던 주요 7개 카드사의 매출액이 신용카드 활성화 정

책을 시행한 직후인 2000년에는 약 6조 9천억원으로 약 3배 가까이 증가했다. 당기순이익

의 경우에는 1997년 246억원에서 2000년 8,381억원으로 약 34배 이상 증가했다. 

23) 여신금융협회. (2017). 「신용카드 업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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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³

영업수익

(매출액)
23,976 32,462 37,882 68,523 113,648 162,895 91,126

영업이익 348 100 -2,044 17,540 28,989 9,401 -72,896

당기순이익 246 361 -3,476 8,381 25,942 3,863 -75,423
*참고

1. 기본적으로 요약재무정보의 자료를 인용하였으며, 수치가 다를 경우 시기적으로 최신 것을 인용함

2. 주요 카드사(총 7개) : 신한카드, 현대카드, 비씨카드, 롯데카드, 외환신용카드, 국민신용카드, 삼성카드

3. 외환과 국민은 각각 2003년, 2004년 합병되었고, 그 결과 2003년 재무자료를 확인할 수 없어 제외했음

출처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표 7. 주요 7개 카드사의 수익현황* (단위 : 억원)

l 현금서비스와 카드론의 고금리 부실대출은 생기지 않아도 될 연체자 및 신용불량자를 양산

하는 핵심 원인이자, 2003년 카드대란이 일어난 이유이기도 하다. 김대중 정부의 규제완화로 

신용카드의 무분별한 발급을 허용하고 신용이나 소득이 없는 사람들까지도 신용카드의 현금

서비스 및 카드론을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2003년에는 신용불량자가 급격히 증가했으며 카

드돌려막기라는 세계적으로도 찾아보기 힘든 현상이 발생했다. 

Ÿ 1997년에 143만 명이었던 신용불량자 수는 2000년에 200만 명을 넘어섰고 2003년에는 한 

해 동안 무려 108만 4,000명(총 372만 명)이 신용불량자가 됐다. 이 중에서 신용카드 관련 

신용불량자 수는 2000년 44만 명(21%)에서 2003년 약 240만 명(65%)으로 3년 사이에 약 5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2003년 한 해 동안 신용불량자가 된 108만 명 중 신용카드 관련 신용

불량자는 91만 명으로 84%나 차지했다. 카드를 4개 이상 가진 사람이 무려 988만 명이나 

됐고, 이 중에서 100만~150만 명은 이용한도를 축소할 경우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래프 1. 신용불량자 변동추이 (단위 : 만명)

출처 : 김순영(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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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 2. 신용카드 관련 신용불량자 증가추이 (단위 : 만명)

출처 : 김순영(2011).

    - 2003년 채권금융기관별 신용회복지원 신청자 현황을 보면, 카드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

체 40% 이상으로 은행 등 다른 금융기관들과 비교했을 때 압도적으로 많았다.24) 더 큰 

문제는 이렇게 양산된 신용불량자의 상당수가 경제적 취약계층이었다는 점이다. 카드대

란이 있었던 2003년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한 사람들 중 월소득이 150만

원 이하인 저소득층이 전체 약 6만 3천여명 중 4만 1천여명으로 약 65%를 차지했다. 

2004년에는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한 사람들 중 월소득 150만원 이하인 사람이 전체 약 29

만명 중 23만명으로 80%나 차지했다. 경제적 취약계층이 신용카드 고금리 대출의 최대 

피해자가 된 것이다.25) 

    - 당시 대규모 신용불량자의 발생은 자살증가의 원인이 되어 사회적으로도 매우 심각한 

문제였다.26) 

Ÿ 이와 함께 카드돌려막기라는 세계적으로도 찾아보기 힘든 현상이 발생했다. 사람들은 한 

장의 신용카드로 받은 대출을 갚지 못하게 되면, 여러 장의 카드를 발급받아 신용카드 돌

려막기를 했다. A카드사에서 받은 현금서비스를 갚기 위해 B카드사에서 현금서비스를 받

고, 또 다시 C카드사에서 현금서비스를 받아 B카드사의 청구금액을 내는 식으로 대출돌려

막기를 하는 것이다. 2002년 1월 2.77건이었던 1인당 신용불량자 등록 건수가 2003년 5월에

는 1인당 4.13건으로 1년 사이에 2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무엇보다 2002년 1월에서 2003년 

5월 사이에 1인당 신용불량자 등록건수는 9.16건에 달했다.27) 이는 2003년 5월 신용불량자

24) 신용회복위원회. (2005.1.17.). 「(보도자료) 2004년 신용회복지원 실적」 및 매달 발표된 신용회복지원 실적 보도자
료를 참고했다. 특히, 채권금융기관별 신용회복지원 신청자 현황의 경우에는 2004년 5월 이후 데이터가 업데이트 
되지 않아 2003년 기준으로 했다. 

25) 김순영(2004, 2011)은 신용불량자의 문제는 개인의 모럴헤저드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사회가 만든 정책의 부작
용이라고 말한다. 오히려 당시의 신용불량자들은 김대중 정부가 시행했던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의 부작용으로 인한 
희생자임에도 최소한의 시민권조차 누리지 못한 채 사회에서 배제되어 왔다고 지적한다. 

26) 이데일리. (2006.9.18.). “자살, 최근 4년새 1.4배 증가.. ‘경제정책 실패 탓’”.
27) 참고1. 신용불량자의 등록 건수 비율 (단위 : 건,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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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등록(2001년 1월 이후)되기 전에 한 사람이 무려 9개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았

음을 의미한다. 카드돌려막기가 얼마나 성행했는지 알 수 있는 지점이다. 하지만 이렇게 카

드돌려막기를 하면 고금리의 이자로 인해 갚아야 할 금액은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심

지어 카드돌려막기조차 불가능해지면 카드깡28)이나 사채까지 동원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이렇게 약탈적인 대출구조 하에서 많은 사람들이 신용불량자로 전락했다. 

Ÿ 신용불량자의 급증은 당연히 카드사의 부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당시 카드사들은 급격

히 증가하는 연체율과 재무건전성의 악화로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된다. 정부가 뒤늦게 길

거리 모집을 금지하는 등 규제하기 시작했지만 이미 늦은 대응이었다.29) 

기간 2002년 12월 2003년 3월 2003년 6월 2003년 9월
총채권(A) 830,069 787,564 701,407 635,481
연체채권(B) 49,535 74,397 65,672 71,238

대환대출잔액(C) 57,112 88,287 114,555 153,104
연체율(B/A) 6.0 9.5 9.4 11.2

실질연체율((B+C)/A) 12.8 20.7 25.7 35.3
*국민카드 제외, 관리자산(1개월 이상 연체 기준)

출처 : 한국금융연구원(2004).

표 8. 신용카드사 실질연체율 추이* (단위 : 억원, %)

    - <표 8>을 보면, 신용카드사의 연체율은 2002년 6%에서 2003년 9월 11%까지 증가했고, 

2003년말에는 14.3%에 달한다. 실질 연체율30)로 보면, 신용카드사의 연체율은 2002년 

13%에서 2003년 9월 35%이상으로 3배 가까이 급증했다. 신용카드사의 연체율 증가는 주

로 현금서비스와 카드론에서 발생했는데, 2001년 대비 2003년 현금서비스의 연체율은 

14.5%p, 카드론 연체율은 12.9%p, 할부 연체율은 10.8%p, 일시불 연체율은 3%p 각각 증

가했다. 

    -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사의 대손충당금31)이 꾸준히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실채권(고정

구분 등록 건수 인원 1인당 건수

2002년 1월 6,805,544 2,456,614 2.77
2003년 5월 13,009,529 3,153,535 4.13

증감 6,324,570 690,610 9.16
증가율(%) 92.93 28.11 -

출처 : 김순영(2001)에서 재인용.

참고 1. 신용불량자의 등록 건수 비율 (단위 : 건, 명, %)

28) 카드깡이란 카드로 물건을 구입한 것처럼 전표를 끊고 높은 이자를 붙여 불법적으로 대출을 해주는 행위를 말한
다. 신용카드 불법행위인 이른바 카드깡을 통해 돌려막기를 했을 경우 1년 만에 원금의 최대 5배로 빚이 불어나는 
것을 알 수 있다(김순영, 2011).

29) 한국금융연구원. (2004). 「가계신용증가의 경제적 영향」.
30) 실질 연체율이란, 총 채권 대비 연체채권과 대환대출잔액의 비율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연체율은 총채권 대비 연

체채권의 비율을 말한다. 하지만 신용불량자나 신용카드 대금 연체자를 위해 밀린 연체금을 분할상환 할 수 있도록 
장기대출로 바꾸어주는 대환대출채권까지 포함해야 실제 카드사의 연체율을 파악할 수 있다. 

31) 대손충당금은 외상매출이나 어음 등의 매출채권 중 기말까지 회수하지 못하여 미회수액으로 남아 있는 것에 대해 
회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비용으로 처리하기 위해 설정하는 계정이다. 다시 말해 은행이 돈을 빌려
준 후 받을 돈의 일부는 회수되지 못할 가능성을 항상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회수 불가능한 채권금액을 미리 합리
적으로 추정, 수익의 일부를 충당해 둠으로써 돈을 회수하지 못해 자본이 잠식되는 것을 막기 위한 자금이다. 대손
충당금 적립액은 결산때 손실로 계산되기 때문에 은행 등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규정짓는 중요한 요소이다(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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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여신)의 증가 속도를 따라잡지 못해 부실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비율이 2001년말 

68.1%에서 2003년 9월말 46.5%로 빠르게 하락했다. 부실채권의 비중이 급격한 속도로 증

가했다는 것이다. 

    - 신용카드사의 연체율이 증가하고 부실채권 비중이 빠르게 증가한다는 것은 신용카드사

의 부실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Ÿ 결국 대부분의 신용카드사들이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 외환, 국민, 우리 등 은행계 

카드사들은 모(母)은행에 흡수합병 되었고, 삼성카드는 대주주인 삼성전자 등 계열사가 자

금을 투입하여 위기를 넘겼다. 공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했던 LG카드는 결국 LG그룹이 경영

권을 포기하면서 산업은행이 구조조정의 부담을 떠안게 됐다. LG카드는 한때 유동성이 없

어 현금자동출입기(ATM)에서 현금서비스를 중단하기도 했다.32) 

l 문제는 여전히 신용카드의 현금서비스나 카드론으로 인한 금융채무불이행자(舊 신용불량자) 문제

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2018년 말 기준으로 금융채무불이행자는 총 93만 191명이다. 2003년 

카드사태 당시 372만명까지 증가했던 것을 고려하면, 전체 금융채무불이행자 수는 4분의 1 수준으

로 상당히 많이 감소했다. 하지만 이 중 카드로 인한 채무불이행자가 약 42만명(약 45%)으로 여전

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18년 총 금융채무불이행자는 930,191명이다. 합계는 중복인원을 제거한 순인원임 (동일인이 복수의 업

권에 등록될 수 있어 합계의 순인원과 업권별 인원수 합계는 차이가 있음)

출처 : 한국신용정보원

그래프 3. 전체 금융채무불이행자 현황 (2018년 12월말 기준)* (단위 : 명, %)

Ÿ 무엇보다 금융채무불이행자의 가장 큰 문제는 소액채무불이행자의 비중이 크다는 것이다. 

전체 금융채무불이행자 93만명 중 채무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사람이 약 31만명으로 전체 

버 지식백과 참조).
32) 연합뉴스. (2011.4.24.). “카드대란 우려... 2003년과 다른가? ③”; 조세일보. (2011.4.25.). “① 2003년 카드대란... 

‘링’위에 올라간 선수들”; 한국경제. (2017.10.5.). “10년만에 미운오리에서 백조로 다시 태어난 신한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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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34%에 해당한다. 그 다음으로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가 약 16만명으로 약 17%, 5백

만원 초과 1천만원 이하가 약 14만명으로 약 15%를 차지하고 있다. 2천만원 초과 채무불이

행자들은 각 구간별로 10% 이하에 불과하다.

Ÿ 특히, 카드사의 채무불이행자의 경우에도 500만원 이하의 소액채무불이행자가 가장 많다. 

전체 카드 관련 채무불이행자 약 42만명 중 약 21만명(약 50%)이 5백만원 이하의 소액채무

불이행자이며, 이는 전체 소액채무불이행자(5백만원 이하) 약 31만명의 66%에 해당한다. 다

시 말해서, 카드로 인한 채무불이행자의 상당수는 소액채무불이행자이며, 그 원인은 대부분 

현금서비스나 카드론에 의한 것이다. 

구분
전체 

금융채무불이행자(A)
카드사(B) 비율(B/A)

500만원 이하 315,136 (33.9%) 209,152 (49.9%) 66.4
500만원 초과~1,000만원 이하 138,794 (14.9%) 73,733 (17.6%) 53.1
1,000만원 초과~2,000만원 이하 155,916 (16.8%) 73,353 (17.5%) 47.0
2,000만원 초과~3,000만원 이하 82,566 (8.9%) 31,436 (7.5%) 38.1
3,0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 80,905 (8.7%) 21,776 (5.2%) 26.9
5,000만원 초과~1억원 이하 67,194 (7.2%) 8,393 (2.0%) 12.5

1억원 초과 89,680 (9.6%) 1,712 (0.4%) 1.9
합계 930,191 (100%) 419,555 (100%) 45.1

출처 : 한국신용정보원

표 9. 금액구간별 금융채무불이행자 등록현황 (2018년 12월 말 기준) (단위 : 백만원, %)

Ÿ 한국신용정보원도 전체 대출자 중 카드대출로 인해 금융채무불이행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점을 시사했다. 카드사의 대출건수 및 대출자 수가 전체 대출건수 및 대출자 

수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연체건수가 타금융업권에 비해 증가세

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카드론의 경우 대출건수와 연체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세

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다.33) 

Ÿ 역대 정부들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가계부채의 관리를 위해 금융채무불이행자의 발생

을 최소화하고 이미 금융채무불이행자가 된 사람들은 재기할 수 있도록 정책서민금융상품

의 도입, 신용회복 지원제도 등을 통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해왔다. 지난 12월에도 정부

는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

하고 여전히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Ÿ 이러한 상황에서 정작 카드사는 손해를 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를 통해 막대한 

이득을 취해왔다. 2017년 국정감사에서 채이배 의원이 지적한 바에 따르면, 7개 카드사(비

씨카드는 카드론 대출 없음)들이 2014년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 카드론으로만 총 10조 

4,231억원의 수익을 올렸다.34) 

33) 한국신용정보원. (2017). 「금융소비자의 신용거래 현황과 연체 및 변제 특성 비교」.
34) 매일경제. (2017.10.20.). “"카드사, 고금리 카드론대출 度 넘어…신용등급별로 산정방식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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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결

l 신용카드는 본래 후불결제를 위해 만들어졌으며, 이를 위해 VAN사 등 중간결제자가 필수적

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이용비용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결제수단이다. 더욱이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신용카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로 인해 우리 사회는 높은 사회적 비용을 지

불하고 있다. 무엇보다 이로 인한 실질적인 최대 피해자는 소비자이다. 

Ÿ 신용카드에 수반되는 비용은 1차적으로는 가맹점에게 전가되며, 어떤 형태로든 소비자에게 

다시 전가된다. 그렇기 때문에 카드사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카드수수료를 인하하게 되면 

부가서비스 혜택을 줄일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소비자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는 것은 1차

원적인 비판이다. 소비자들은 이미 부가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카드사가 부

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출하고 있는 과도한 마케팅 비용은 가맹점수수료로 전가되며, 

이는 결국 제품가격에 반영되어 가격상승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신용카

드 할인혜택이 가장 많은 놀이동산, 패밀리 레스토랑, 극장 등을 이용할 때 정상가격과 신

용카드의 할인가격 중 어느 가격이 정당한 가격인지 의문이 드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

다. 

Ÿ 신용카드의 현금서비스나 카드론 또한 카드사가 부실대출에 대한 부담을 정상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막대한 이득을 얻는 것은 카드사이다. 정부가 그 동안 지속적

으로 법정최고금리를 인하하면서 대부업체와 저축은행의 고금리 영업행태를 관리·감독해

온 것과 마찬가지로 카드사의 무분별한 현금서비스 및 카드론 또한 엄격히 관리·감독되어

야 할 대상이다.

l 무엇보다 이렇게 사회적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신용카드를 우리 사회가 너무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Ÿ 사실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을 시행했던 김대중 정부도 2단계로 직불카드 보편화를 계획한 

바 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직불카드 확대 계획은 흐지부지되었다. 재벌 계열의 전업 신용

카드사는 물론이고, 은행계열 금융지주사조차 계열사인 신한카드, 국민카드 등 신용카드회

사를 통해 매년 수천억원씩 영업이익을 얻고 있는 상황에서 직불카드 확대는 이들의 이익

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당국 또한 업계의 반발과 당장의 경영수지 악화에 대한 

우려 때문에 정책추진을 주저해왔다.35) 즉, 카드업계의 기득권 때문에 우리 사회는 20년째 

신용카드로 인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해오고 있는 것이다. 

Ÿ 하지만 신용카드 자체가 규제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신용카드는 

본래 다른 결제수단에 비해 이용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수단이다. 하지만 신용카드에는 분

명 긍정적인 기능들이 있고, 사용의 필요가 한다. 다만, 본 보고서에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

은 민간소비지출의 70%가 신용카드로 이루어질 정도로 신용카드의 사용이 너무 과도하다

는 점이다. 더욱이 현금서비스나 카드론과 같은 고금리 대출구조도 문제가 있다.  

35) 경향신문. (2018.1.10.). “[김기식 칼럼] 가장 큰 적폐는 기득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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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신용카드 중심의 지불결제 방식을 다른 선진국들처럼 직불카드 중심

으로 바꿔야 한다. 특히, 시대에 맞게 모바일 직불카드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Ÿ 직불카드로의 전환은 거래과정에서의 지급결제비용을 줄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거래의 

투명성 확보, 소비자 편익 증진 등 신용카드의 장점은 그대로 취할 수 있는 동시에, 과소비 

조장, 불공정한 수수료 전가 등 신용카드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다. 

Ÿ 앞서 제시한 통계(<표 1>)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1인당 3.23장의 직불카드를 

보유하고 있어, 이미 전세계에서 가장 많은 직불카드가 발급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 이용실

적은 신용카드에 비해서 미미하다. 모바일 직불카드를 도입할 때에는 신용카드보다 더 많

이 사용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19

3. 제로페이의 도입과 그 한계, 그리고 대안

1. 정부의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조치

l 정부는 신용카드의 높은 지급결제 비용 문제, 특히 가맹점에게 불공정하게 전가되어 오던 비

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용카드의 가맹점수수료를 지속적으로 인하해왔다. 지난해 11월 

정부는 또 한 번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을 발표했다(<표 10> 참조).36) 

Ÿ 정부는 신용카드의 우대수수료율 적용구간을 연매출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확대했

다. 이전에는 매출액이 5억원 이하일 경우에만 1%대 혹은 그 이하의 우대수수료율을 적용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정부가 발표한 이번 정책으로 2019년 2월부터 매출이 30억원 이하

인 가맹점들도 1%대의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Ÿ 뿐만 아니라 매출이 500억원을 초과하는 초대형 가맹점들의 경우 1.94%의 수수료율을 적용

받고 있는데, 30억원 초과 ~ 500억원 이하인 일반가맹점들은 약 2.18%의 수수료를 적용받

고 있어 불공정하다는 점에서 일반가맹점들의 신용카드 수수료율도 1.9%대로 인하했다. 

표 10. 카드수수료율 개편안

출처 : 금융위원회

Ÿ 이 외에도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율 산정시 반영하는 적격비용에 가맹점이 부담하기에 합

당한 비용만을 포함함으로써 불공정성을 해소하고, 카드수수료의 인하로 인해 감소하는 카

드사의 수익은 고비용 마케팅 관행을 개선하여 보완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l 이에 대해 이해관계자들은 정부의 일방적인 카드수수료 인하 방침은 관치의 전형이며, 카드

수수료 인하는 카드사를 적자상태로 만들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피

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등 여러 비판을 제기했다.37) 

36) 금융위원회. (2018). 「(보도자료) 2018년 적격비용 산정을 통한 카드수수료 개편 부담은 낮추고, 혜택은 넓히고, 
공정성은 높이겠습니다」; 「(별첨)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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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이러한 비판의 적절성 여부를 떠나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신용카드 수수료의 추가 인하는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는 점이다.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신용카드는 후불결제 등으로 인해 

기본적으로 이용비용이 높은 결제수단이다. 더욱이 지금처럼 방대한 부가서비스를 계속 유지

한다면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는 더욱 어려울 것이다. 이제는 내릴만큼 내렸다. 앞으로는 신

용카드 수수료 인하 정책만으로 과도한 지급결제 비용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지급결제 비

용이 높은 신용카드의 이용 자체를 줄이고 지급결제 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은 모바일 직불서

비스로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2. 제로페이의 도입과 그 한계

l 최근 모바일 지불경제의 흐름 속에서 중국의 알리페이와 위챗페이가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

다. 현재 중국은 간편결제산업에서 가장 앞선 국가로 꼽히고 있다. 이는 아이러니하게도 금

융산업의 더딘 발전때문이었다. 중국 내 신용카드 결제망 구축이 더디게 진행되면서, 오히려 

바로 모바일 간편결제산업으로 전환된 것이다. 

Ÿ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016년도 중국의 온라인 결제 규모는 약 2,456조원, 모바일 결제

는 약 500조원이며, 이 중에서 약 90%를 알리페이와 위챗페이가 점유하고 있다.38)

l 국내에서도 작년부터 모바일 직불서비스 도입에 대한 시도가 본격화 됐다. 가장 대표적인 것

이 제로페이이다. 

Ÿ 제로페이는 핀테크 기술을 활용한 계좌이체 기반 지급결제 플랫폼이다. 소비자가 스마트폰

에 설치되어 있는 결제 어플을 통해 판매자의 QR코드를 인식하면 소비자의 계좌에서 판매

자의 계좌로 결제대금이 이체되는 방식이다.39) 계좌간 직접거래 방식이기 때문에 최대 

2.5%까지 부과되는 카드수수료를 제로 수준으로 만들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낮

출 수 있다. 

Ÿ 제로페이는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박원순 시장의 대표공약 중 하나로 처음 제안됐다. 

37) 시사저널e. (2018.6.19.). “수익률도 안좋은데... 수수료 인하 압박에 카드업계 ‘울상’”; 파이낸셜뉴스. (2018.7.4.). 
“‘카드수수료·보험료 내려라’... 시장개입에 우는 제2금융권”; 이데일리. (2018.7.19.). “자영업자 힘들 때마다 ‘수수
료 내려라’.. 동네북 된 카드사”; 이데일리. (2018.7.19.). “최저임금 반발 달래려 ‘수수료 제로 페이’ 추진... 카드업
계 ‘문 닫을 판’”; 이투데이. (2018.8.29.). “[벼랑 끝 카드사] 자영업자 힘든게 수수료탓?...카드사만 동네북 신세”; 
한국금융. (2018.7.19.). “사실상 수수료 제로... 카드사 수익성 악화 도산 걱정”; 인베스트. (2018.7.23.). “수수료 
인하에 소상공인 ‘제로’페이까지 카드사 ‘한계상황’... 개선 대책은?”; 경향비즈. (2018.9.10.). “카드사들, 제로페이 
도입, 수익 감소에 ‘속앓이’”; 서울경제. (2018.11.5.). “카드사 순익 1조 주는데.. ‘수백억 보전안’ 내민 당국”; 머니
투데이. (2018.9.13.). “카드사, 상반기 순익 전년비 50% 증가..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 영향”; 파이낸셜뉴스. 
(2018.8.5.). “00페이시대.. 카드사 타격, 밴(VAN)사는 존폐위기”.

38) 중소벤처기업부. (2018.5.21.). ｢(보도자료) 중기부, 수수료 제로 간편결제 도입과 관련산업 육성 동시 추진｣.
39) 반대의 경우도 가능하다. 판매자가 결제 단말기의 QR리더를 통해 소비자의 QR코드를 인식하여 결제대금을 이체

받을 수도 있다. 한겨레. (2018.5.13.). “서울페이·유급 병가, 100만 자영업자들에 구세주 될 것”; 뉴스1. 
(2018.5.16.). “핀테크로 카드수수료 ‘제로’...박원순, 소상공인에 초점”; MBC. (2018.5.31.). “[이범의 시선집중｣ 박
원순 ‘安 좋아하고 존경하는 사이였는데... 정치가 뭔지”; 한국경제. (2018.5.20.). “박원순 ‘서울 10년 혁명’ 66개 
공약 발표...‘자영업자 카드수수료 제로 수준으로’”; 현대경제신문. (2018.5.29.). “선거철만 되면 도마위...카드없게 
‘냉가슴’”; 머니투데이. (2018.5.20.). “홍종학표 소상공인 혁신방안...최저임금 인상부담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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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경남도지사 후보였던 김경수 지사가 서울시와 <경남-서울 상생혁신 정책협약>을 체결

하면서 경남페이 도입을 공약했고, 박남춘 인천시장도 인천페이 도입을 공약했다.40) 2018년 

7월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서울시 등 5개 광역지자체, 5개 민간 플랫폼사업자, 11개 은행 등

이 참여한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 제로 결제서비스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이 체결됐다.41) 

Ÿ 제로페이 외에도 한국은행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이하 금정추)는 2018년 7월 고객의 은행예

금계좌를 기반으로 한 모바일 직불서비스(모바일 현금카드) 도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기존의 현금카드를 모바일화 하는 것으로 소비자들이 실물카드를 소지하지 않고도 상

품 및 서비스대금의 지급은 물론 현금 입·출금서비스(뱅킹서비스)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편의를 높이고 지급서비스에 수반되는 사회적 비용감축을 목적으로 하

고 있다. 이를 위해 금정추는 은행권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술표준을 마련하고 모

바일 직불서비스 앱을 구축하여 2019년 상반기 중 서비스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42) 

l 제로페이는 모바일 직불카드 도입의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그러나 제로페이의 

정착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서울시 등의 의욕과는 달리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2018년 12월 제

로페이 시범사업이 실시되기 직전까지 서울시 전체 소상공인 66만명 중 제로페이 신청자는 

1만 6,756명(2.5%)에 불과했다. 당초 서울시가 목표로 했던 20%(13만 2,000명)와 비교해도 목

표치 대비 13%가 채 되지 않는 수준이었다. 2019년 1월 기준으로 제로페이 가맹점은 총 5만 

8,354개(서울 소상공인 66만명 중 약 9%)로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다.43) 

Ÿ 제로페이는 가맹점 모집뿐만 아니라 사업자의 참여과정에서도 우여곡절이 있었다. 최근 제

로페이의 결제사업자 추가모집 과정에서 카카오페이가 참여하기로 했지만, 시범사업이 실

시될 당시에는 자체 시행 중인 오프라인 결제 사업과 병행 가능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불참을 선언했었다. 뿐만 아니라 토스(간편결제사업자)와 비씨카드도 제로페이에 참

여하지 않았다.44) 

Ÿ 더욱이 롯데·신한·비씨카드사가 공통 QR결제 서비스를 개시하는 등 모바일 간편결제 시

장 내에서의 경쟁도 매우 치열한 상황이다.45) 

40) 오마이뉴스. (2018.05.24.). “박원순-김경수 ‘서울-경남 상생혁신’ 위해 손잡아”; 뉴스1. (2018.6.5.). “박남춘 인천
시장 후보 ‘인천페이’ 도입, 카드수수료 인하”.

41) 사실 2017년 11월부터 이미 중기부에서는 0%대 수수료의 앱기반 소상공인 전용 결제시스템인 <소상공인페이> 도
입을 검토한 바 있다. 한국경제. (2017.11.22.). “소상공인 전용 ‘O2O 플랫폼’ 나온다”; 머니투데이. (2018.05.20.). 
“결제수수료 0%대 ‘소상공인페이’ 나온다”.

42) 한국은행. (2018.7.31.). 「(보도자료) 은행계좌 기반 모바일 직불서비스 도입 추진」.
43) 파이낸셜뉴스. (2018.12.5.). “‘제로페이’ 계약 전체의 2% 그쳐 ‘한숨페이’ 전락 우려”; 조선비즈. (2018.11.23.). 

“서울시가 나선 제로페이, 관심은 겨우 10%”; 머니S. (2019.1.24.). “표류하는 ‘제로페이’, 성공할 수 있을까”; 
ZDNet Korea. (2019.1.27.). “제로페이, 전국 가맹점 모집 시작”; 서울경제. (2019.1.27.). “(단독) 서울시, 통·반장
까지 총동원.. ‘제로페이’ 가맹실적 올리기”; 동아일보. (2019.1.22.). “서울시, ‘제로페이’ 실적 함구령 논란”; 신동
아. (2019.1.21.). “제로페이? 여태껏 결제 건수 제로다, 제로!”.

44) 뉴스토마토. (2018.11.7.). “카카오 이어 비씨카드도 ‘제로페이’ 불참”; 전자신문. (2018.11.27.). “카카오페이 이어 
토스, 제로페이 시범사업 빠진다... 간편결제기업 팔다리 묶은 정부”; 민중의 소리. (2019.1.21.). “카카오페이·KT 
등 대형사업자 ‘제로페이’ 본사업 참여”.

45) 디지털타임스. (2019.1.6.). “롯데·비씨·신한카드, 공통 QR결제 서비스 개시.. 제로페이 대항마 될까”; 조선비즈. 
(2019.1.7.). “그렇게 홍보했건만.. 자영업 전체 ‘제로페이 효과’ 116만원”; 파이낸셜뉴스. (2019.1.27.). “삼성·네이
버·카카오·페이코.. 더 치열해진 ‘페이’ 4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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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박원순 시장은 지난 1월 “제로페이에 대해 우려나 의문을 제기하는 견해와 보도가 있으며, 

그럴만한 근거도 있다. 하지만 모바일 시대에서 (제로페이는) 가장 간편한 결제방식이기 때문

에 보편화될 수밖에 없다. 모든 게 처음에는 낯설고 익숙하지 않아서 힘들지만 써본 사람은 

편리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점점 더 확대 가능한 기반들이 마련되기 때문에 잘 될 것”이라

고 설명했다.46) 2019년 1월부터 제로페이는 전국 가맹점 모집을 시작했으며, 서울시와 중기

부는 각각 올해 제로페이 예산으로 39억원, 6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47) 하지만 언

론과 시장에서는 여전히 제로페이에 대한 비판적이고 비관적인 전망과 진단들이 제기되고 

있다.

1) 첫 번째, 소비자들이 신용카드가 아닌 제로페이를 사용할 유인동기가 부족하다는 점이 가장 많

이 지적된다.

l 무엇보다 소비자 입장에서 신용카드에 비해 누리는 혜택이 적기 때문에 제로페이의 사용동

기가 별로 없다는 지적은 현실적으로도 타당해보인다. 소비자들에게 신용카드 대신 제로페이

를 사용한다는 것은 신용카드의 최대 장점인 신용공여기능(후불결제 및 외상판매 시스템)과 

각종 부가서비스를 포기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Ÿ 신용카드를 사용해 오던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체크카드와 마찬가지로 통장에 잔액이 있어

야지만 이용이 가능한 제로페이는 매력적이지 않다. 

Ÿ 뿐만 아니라 제로페이가 소득공제 40%, 지자체시설물 이용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하더라도 

신용카드의 부가서비스 혜택 이상으로 매력적이지 않다. 

l 또한 소비자가 제로페이를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곳이 너무 적다. 제로페이는 현재 서울과 경

남 등 일부 지역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며, 가맹점이 가장 많은 서울도 6만개가 채 되지 않는

다. 1월부터 전국 가맹점 모집을 시작했지만 확산 속도는 더디다. 제로페이가 신용카드처럼 

단기간 내에 확산되지 않아 사용에 어려움이 발생하게 되면, 오히려 이용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2) 두 번째, 제로페이의 직접적 수혜자인 가맹점에게도 유인동기가 많지 않다. 

l 먼저, 지금까지 신용카드 수수료가 많이 인하되어 가맹점들이 제로페이를 사용할 동기가 많

지 않다. 연매출 3억원 이하인 중소가맹점의 경우에는 카드수수료가 0.8%로 이미 0%대의 수

수료를 적용받고 있다. 또한 지난 11월 신용카드 수수료 개편으로 연매출 30억원 이하의 사

업자까지 1%대의 수수료를 적용받는다. 물론 제로페이의 수수료가 신용카드 수수료보다 낮

46) 뉴시스. (2019.1.16.). “박원순, 제로페이 성공 확신.. ‘제가 해서 안된게 있나요’”.
47) 중소벤처기업부. (2018). 「(보도참고자료) 중소벤처기업부 2019년 예산 확정」; 중앙일보. (2019.2.1.). “그런것도 있

나요?.. 설 특수에도 외면받는 ‘제로 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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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가맹점 입장에서는 수수료를 조금 더 내더라도 소비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신용카드보

다 제로페이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유인동기가 적다. 

l 무엇보다 가맹점 입장에서 제로페이를 사용할 유인동기는 많은 소비자들이 사용해야만 발생

한다. 신용카드가 확산될 당시에도 자영업자들은 많은 소비자들이 신용카드를 사용했기 때문

에 소득이 노출됨에도 신용카드를 도입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제로페이의 사

용은 미미하다.

l 뿐만 아니라 제로페이의 도입단계에서 가맹점이 지불해야 할 유·무형의 비용들로 인해 가

맹점들의 유인동기는 더욱 감소한다. 가맹점들이 제로페이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비

용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사용방법을 익혀야 하는 등 여러 형태의 비용을 지불해야만 한다. 

실제 가맹점들은 “구체적인 사용법을 전달받지 못해 아직도 생소하다. 환불 방법 등을 아직 

숙지하지 못했는데 막상 닥치면 어떻게 해야할지 난감하다.”는 등 곤란함과 불편함을 토로

하고 있다.48) 

3) 세 번째, 금융기관에게 제로페이는 손해다.

l 제로페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금융기관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하지만 지

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얻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l 제로페이는 사실상 ‘제로’가 아니다. 계좌이체를 통한 대금지급 방식이기 때문에 최소한 

계좌이체 수수료가 발생한다. 중국의 위챗페이나 알리페이가 0.5~6%의 수수료를 받는 이유이

다. 그런데 지금의 제로페이는 연매출 8억원 이하의 가맹점에게는 수수료를 전혀 받지 않는

다.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수수료까지 금융기관에게 받지 말라고 하는 것은 곧 금융기관에게 

손해를 감수하라는 것과 같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금융기관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할 수 

있겠는가.49) 

Ÿ 금융권에 따르면 제로페이의 플랫폼 초기 설치비용으로 39억원, 이후 운영비용으로 매년 35

억원씩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만약 서울시 66만 자영업이 모두 제로페이를 주요 결제수

단으로 사용할 경우 은행들은 연간 약 760억원의 계좌이체 수수료를 포기해야 한다는 추산

도 나온다. 

l 무엇보다 금융기관들 모두 계열사로 신용카드사를 가지고 있어 막대한 수익을 얻는 상황에

서, 신용카드 사용을 줄이기 위해 도입되는 제로페이는 오히려 금융기관의 이득에 반하는 제

도이다. 적극적으로 협조할 이유가 없다. 앞서 지적했듯이 김대중 정부가 2단계로 추진하고

자 했던 직불카드로의 전환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한 이유와 같다. 

48) 아시아경제. (2019.2.8.). “결제도 환불도 허둥지둥, 제로페이 정식서비스 코앞인데 자영업자 진땀 뻘뻘”.
49) 매일경제. (2018.11.11.). “제로페이에 은행들 ‘울며 겨자먹기’ BC·카카오는 ‘불참’”; 시사매거진. (2019.1.13.). “서

울시 결제수수료 0% ‘제로페이’ 서비스 시작”; 한국경제. (2018.12.20.). “박원순 ‘제로페이’ 첫발... 소상공인들 ‘시
큰둥’”;  ZDNet Korae. (2018.7.20.). “‘제로페이’ 활성화 놓고 정부·민간 의견 차 커”; 머니S. (2018.7.5.). “‘수수
료 제로’ 서울·경남페이, 성공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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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은 물론 토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민간지급결제 회사들에게도 

제로페이와 같은 공공페이의 확장은 민간페이 시장의 축소로 이어지기 때문에 기업의 이익

에 반하여 적극적인 참여동기가 생기기 어렵다. 

3. 모바일 직불카드 도입의 원칙과 방안

l 제로페이와 같은 모바일 직불카드는 빠른 시일 내에 도입·확산되어야 한다. 국내에 모바일 

직불카드를 도입하는데 있어 어떠한 기술적 제한도 없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 한국은행

도 기존 현금IC 카드결제망을 활용하면 추가투자 없이도 모바일 직불서비스의 도입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50) 

Ÿ 오히려 지금은 신용카드 중심의 결제시장질서로 인해 국내 모바일 결제시장의 성장이 가로

막혀 있다. 2017년 기준으로 국내 스마트폰 가입자가 전체 휴대전화 가입자의 78%에 달하

며, 가구당 스마트폰의 보유율은 94%에 달한다.51) 모바일의 보급률이 이렇게 높은 상황에

서 여전히 플라스틱 카드를 사용하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측면이 있다. 하지만 카드업계

의 기득권과 신용카드가 주는 편의성과 혜택이 워낙 크다보니 모바일 결제시장에 대한 민

간영역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성장 시도가 가로막혀 있는 것이다. 하루 빨리 이러한 현실

을 극복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가 강조하는 혁신성장의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l 다만, 기본적으로 정부가 제도적 환경을 구축·감독하고 유인책을 제공하되, 궁극적으로는 

‘민간시장 중심’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Ÿ 지급결제의 문제를 부분적으로 수정·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전면적인 변화를 주고자 하는 

상황에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직접 나서서 공공의 지급결제 수단을 구축하고 보편화시

키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90년대에 신용카드를 도입할 때에도 정부는 소비자에게 소

득공제 혜택 등 유인동기를 제공하고, 각종 규제완화를 통해 관련 사업자들의 적극적 영업

을 유도했을 뿐, 정부가 직접 공공신용카드를 만들어서 공급하지 않았다. 

Ÿ 무엇보다 정부가 직접 공공의 지급결제 수단을 제공하게 되면, 민간 사업자들이 참여하더

라도 혁신의 유인동기가 사라질 수밖에 없다. 모바일 직불카드의 도입에 있어 현재 기술적

으로 제한이 없다 하더라도 공공의 주도 하에서는 새로운 혁신동기 자체를 갖기 어렵다. 

더욱이 지금 모바일 직불서비스와 관련하여 전혀 존재하지 않던 시장을 새로이 개척하는 

것이 아니다. 이미 토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민간간편결제 사업자들이 존재한다. 이

러한 상황에서 단지 정부가 민간 사업자들을 정부 시스템에 통합하는 방식으로 모바일 직

불서비스를 도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혁신을 위해서라도 시장 내에서 사업자 간의 경

50) 전자신문. (2019.1.27.). “[단독]한은, 제2 제로페이 만든다...수백억 중복투자 불보듯”; NSP통신. (2019.1.28.). “한
은, ‘제2의 제로페이 수백억 중복투자 우려’ 사실과 달라”.

51) 통계청. (2018). 「2017년 한국의 사회지표」; 산업연구원. (2018). 「국내 모바일 간편결제서비스 시장 현황과 시사
점」; 뉴스토마토. (2018.8.6.). “(신용카드 군림 결제시장 지각변동오나)②신용카드 활성화 정책 20년…핀테크 시대
엔 걸림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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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에서조차도 정부가 하지 않고 알리바바나 

텐센트와 같은 민간 기업이 시장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이유이다.

Ÿ 정부는 모바일 직불카드를 시장이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확산하도록 유인동기를 만들고 독

려하면 된다. 현재 추진 중인 제로페이는 시장이 모바일 직불카드로 변화해 나갈 수 있게 

하는 하나의 계기로써 작동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효과가 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민간결제시장 중심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회입법조사처 또한 정부는 여러 금

융기관이나 간편결제사업자가 자유롭게 경쟁하고 혁신의 유인을 갖도록 하는데 보다 충실

해야 한다고 제언한 바 있다.52) 

l 먼저, 정부는 사용의 보편성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한국은행에서 추진 중인 모바일 

직불서비스 등 민간의 공용인프라 구축을 적극적으로 독려해야 한다. 

Ÿ 모바일 직불카드가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이용에 불편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 지금의 

신용카드처럼 많은 사람들이 언제,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신용카드가 처

음 도입될 당시 1~2년 새에 전국적으로 확산됐던 것처럼, 모바일 직불서비스 또한 보편성

의 신속한 확대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공용인프라 구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되, 이

에 참여하는 민간기업들에게 적절한 수익구조를 통한 이윤동기와 고객서비스 제공을 통한 

고객만족 등 영업동기를 부여해야 한다.  

l 다음으로 정부는 소비자에게 신용카드보다 더 매력적인 이용동기를 제공해야 한다. 

Ÿ 가장 강력한 방법은 소비자에게 확실한 유인책이 될만큼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조

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세제혜택을 크게 제공한 후 신용카드처럼 해당 혜택을 점진적으로 

축소할 수 있다. 동시에 현재 신용카드에 제공되고 있는 소득공제 혜택의 일몰을 더 이상 

연장해서는 안 된다. 

Ÿ 모바일 직불카드에도 현재 카카오페이가 제공하는 형태의 부가서비스(캐시백 등)를 제공할 

수 있으며, 적극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모바일 직불카드 도입을 민간 영역에서 주도해

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정부가 제공할 수 있는 부가서비스에는 한계가 있으며, 정부가 

직접 모바일 직불서비스를 도입·운영하는 한 민간기업들이 이러한 혜택을 제공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l 또한 신용카드의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서비스와 혜택들을 정상화해야 한다. 

Ÿ 정부는 카드사가 반드시 소득과 신용에 기초해서 신용카드를 발급하도록 관리·감독하여 

무분별한 신용카드 발급을 규제해야 한다. 특히, 현금서비스와 카드론에 대해서는 상환능력

을 중심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신용불량자 양산을 막고, 무엇보다 부실대출로 인한 

손실을 정상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고금리 대출구조를 규제해야 한다.

Ÿ 뿐만 아니라 카드사들이 다양한 부가서비스 비용을 가맹점에게 전가하는 갑질과 같은 불공

정 행위는 공정거래위원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차단하고, 금융감독 차원에서도 관리·감

52) 국회입법조사처. (2018). 「제로페이의 주요 내용과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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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해야 한다.

Ÿ 한편, 모바일 직불카드에 신용공여기능을 부여하는 것은 가맹점의 부담완화뿐만 아니라 신

용카드로 인한 과소비 지출과 빚내서 생활하는 것을 줄인다는 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l 가맹점에게 유·무형의 추가비용이 들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가맹점은 소비자들의 모바일 직

불카드 사용이 증가하면, 모바일 직불카드를 사용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가맹점에게 모바

일 직불카드의 이용수수료 외 유·무형의 비용을 추가적으로 지불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Ÿ 모바일 직불카드 도입과 관련해 추가비용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지원정책을 활용할 수 있

다. 2015년에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에 따라 정부가 카드복제와 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등록단말기(IC단말기)의 사용을 의무화했을 때에도 영세사업자에게 IC카드단말기 교체 

비용을 지원한 바 있다.53)

l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 내야 한다. 모바일 직불카드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

해서는 금융기관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바일 직불카드도 최소한의 비용이 

발생하는만큼 정당하게 발생하는 비용은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전제로 은행들이 

공동앱을 개발하면 누구나·어디서나·언제든지 이용가능한 서비스를 쉽고 빠르게 제공할 

수 있다. 동시에 정부는 금융기관들이 카카오페이 등 민간 간편결제사업자에 대해 관문노릇

하며 협조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엄격히 관리·감독하고, 은행과 민간 간편결제사업자간 

업무협약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l 즉, 정부는 직접 모바일 직불카드를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스스로 모바일 직불카드를 

도입·활성화할 수 있도록 유인하고, 정책 및 감독행정 차원에서 뒷받침해야 한다.

53) 미디어펜. (2018.7.19.). “카드IC단말기 교체 데드라인 D-1... 단말기 교체 지원금 20일 이후에도 지급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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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l 지금까지 신용카드의 이용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대안으로 모바일 직불카드의 도입

원칙과 방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 보고서가 제안하는 모바일 직불카드는 현재 시범운영 중

인 제로페이의 도입 취지 및 운영시스템과 다르지 않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제로페이의 도

입 방식으로는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앞서 지적한 문제들을 고려하여 모바

일 직불카드의 도입·확산을 준비해야 한다. 

l 최근 카드수수료 인하 이후 카드사들이 카드론을 확대하려는 움직임 포착되고 있다. 특히 카

드론 중금리 대출 상품이 카드사의 새로운 수익원으로 떠오르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금융당국

이 신용카드의 부가서비스 축소 과정에서 카드론이나 현금서비스 등을 늘릴 수 있도록 규제

완화 방안을 검토한다는 소식도 들려온다. 금융위원회는 카드론·현금서비스 영업확대 방안

에 대해 전혀 검토된 바가 없다고 해명했지만 두고볼 일이다.54) NICE신용평가의 한 연구 결

과에서도 향후 규제가 강화되는 가맹점수수료 부문의 수익성 보완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카

드론을 중심으로 카드대출의 확대추세가 지속될 전망이라고 밝힌 바 있다.55) 정부는 이에 대

해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하며, 카드사의 카드론 및 현금서비스 영업확대를 절대 허용해서

는 안 된다. 

l 또한 정부는 카드산업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지난 카드수수료 인하 과정에서도 

카드사들은 수수료를 더 인하할 경우 적자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구조조정이 불가피해진다

고 주장했다. 물론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카드사들이 과도하게 지출하고 있는 마케팅 비용

을 줄인다면 당장의 수익 감소로 인한 구조조정은 피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카드수수료 

인하로 인한 수익감소 문제와 상관 없이 모바일 결제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카드

산업의 구조조정은 불가피하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차라리 한 발 앞서 카드산업 구조조정

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카드사와 VAN사 등에 가해질 충격을 완화하여 모바일 결제시장으

로 연착륙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54) 한국금융. (2018.11.26.). “신카드론상품 봇물... 카드사, 새로운 수익원 될까”; 조선비즈. (2019.1.14.). “산으로 가
는 카드 수수료 인하 대책”; NSP통신. (2019.1.14.). “금융위 ‘카드론·현금서비스 영업확대 방안 전혀 검토된 바 없
어’ 해명”.

55) NICE신용평가. (2018). 「2019 산업 전망 및 산업위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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