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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신용카드회사의 경영안정성 연구

서지용 상명대학교( )1

요 약

본 연구는 국내 신용카드회사들의 수익성 자본적정성 여신건전성 유동성을 의미하는 경영, , ,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확인된. ,

내부 및 외부영향요인들을 분석에 도입하여 해당 요인들이 국내 신용카드회사의 경영안정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지 여부를 검증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익성 결정. . ,

요인들은 대형화정도 대외신뢰도 리스크관리수준이었다 둘째 자본적정성 결정요인들은 대형, , . ,

화정도 사업다각화정도 대외신뢰도 리스크관리수준 금리수준이었다 셋째 여신건전성 결정, , , , . ,

요인들은 대형화정도 대외신뢰도였다 넷째 유동성 결정요인들은 사업다각화정도 대외신뢰, . , ,

도 리스크관리수준 경쟁정도 경기수준 금리수준이었다 결론적으로 최근 중소가맹점 수수료, , , , .

인하 레버리지 규제 카드채 발행 억제정책 등이 발효된 상황에서 본 연구를 참고하여 금융감, , ,

독당국은 국내 신용카드회사의 경영안정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세심히 검토하고 신용카드회사들,

의 지속성장을 위한 관련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주요용어 국내 신용카드회사 수익성 자본적정성 여신건전성 유동성: , , , , .

서론1.

최근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증가를 해결하는 방편으로 국내 신용카드회사에 대한 규제

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금년내로 신용카드발급기준을 신용등급 등급 이상으로 제한하. 7

고 년말까지 신용카드회사의 레버리지 상한선도 최대 배까지로 설정하는 등 외형, 2015 6

확대에 제동을 걸었다 금융감독원 발표자료에 따르면 최근 금융당국의 카드론 억제정. ,

책 발효 및 중소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조치로 금년 월에서 월까지의 카드채 발행규모1 4

가 전년동기 대비 감소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국내 카드회사들은 통상 카드채 발35% .

행을 통해 카드론 카드전표 매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함을 감안할 때 자금조달 여,

건도 상당부분 악화된 상황이다.

여신금융협회 보도자료에 따르면 금년 월 국내 카드승인실적이 총 조원을 기록, 8 41.7

1 서울시 종로구 홍지동 번지 상명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부 조교수110-743 7 , E-mail: jyseo@sm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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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년 동월대비 증가한 수치이지만 카드승인실적 증가율, 8% ,

이 한자리수에 머문 것은 지난 년2009 월의 이후 처음이다 유로존 위기로 인한10 9.4% .

세계경기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당국의 규제강화로 신용카드회사들의

경영안정성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이다.

이로써 본 연구는 국내 신용카드회사들이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유지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제 요인들이 무엇인지를 점검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신용카드회사들.

의 경영전략 수립 및 금융당국의 정책수립에 유의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장에. Ⅱ

서는 본 연구주제와 관련성이 있는 국내외 선행연구들을 살펴보고 장에서는 실증분석, Ⅲ

에 사용한 자료 분석모형 결과를 제시한다 장에서는 결론이 제시된다, , . .Ⅳ

선행연구2.

금융기관의 경영안정성에 대한 고찰 경영안정성 영향요인들을 다룬 선행연구들을 살,

펴보고 이를 토대로 본 연구에 사용할 주요 변수들을 선택하고자 한다, .

국내 금융기관이 안정적으로 경영을 영위하는 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일정수준

의 수익성 자본적정성 여신건전성 유동성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강종구, , , (2006)

에 의해 제시된 바 있다 즉 금융기관 안정은 충분한 수익창출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 ,

위험발생으로 인한 손실에 대비한 자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 상황을 의미한다 또한. ,

동 연구는 부실위험성이 낮은 자산을 보유하고 긴급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을 때,

금융기관 경영안정성이 유지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금융기관은 조달 자금의 운용을 통해 이익을 창출하는 수익구조를 갖추고 있다.

도 금융기관 수익성을 자금조달 구조 분석을 통해 파악한Demirguc-Kunt, Huizinga(2010)

바 있다 그런데 의 주장대로 금융기관 수익성은 금융시장 구. , Pasiouras, Kosmidou(2007)

조 또는 거시경제 여건에 의해 상당한 영향을 받기 때문에 부침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제

조업체에 비해 큰 편이다 의 주장대로 정책금리 상. Blejer, Feldman, Feltenstein(2002)

승이라는 금융시장 구조 변화는 부실여신 증가에 따른 대손발생 및 충당금 증가로 인해

수익성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로써 금융기관의 지속경영의 관건은 조달자금. ,

의 효과적 운용을 통한 수익창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는 경영안정성을 금융기관과 금융시장이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상, Crockett(1997)

태라고 정의한 바 있다 이는 개별 금융기관의 안정성 저해가 금융시스템 전반으로까지.

파급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는 금융기관의 경영안정을. Borio(2003)

위해 금융당국의 감독기능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금융기관이 경영활동을. ,

영위하기 위해서는 자본적정성 유지와 같은 금융감독규정 준수는 필수(capital adequ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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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다 유상열 박범조 도 외환위기 이후 금융기관들이 신용리스크를 감내키 위해. , (2010)

서는 상응한 수준의 자본확충력이 필요함을 주장한 바 있다.

금융기관의 경우 자금을 제공한 투자자 감독기관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자금운용 리, ,

스크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을 받게 된다 따라서 대표적 부실여신에 대한 리스크 관. ,

리도 경영안정을 위한 필수 요건이라고 판단된다 자금을 제공한 투자자 및 이해관계자.

들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여러 견해

는 Goodfriend, King(1988), Calomiris(1999), Dinger, von Hagen(2009), Huang,

등으로부터 제시된바 있다 상기 논Ratnovski(2010), Acharya, Gale, Yorulmazer(2011) .

의를 뒷받침할 금융기관의 경영안정성 평가요인은 여신건전성이라 사료된다.

금융기관은 예금자의 예고없는 자금인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일정수준의 유동성을

보유해야 한다 가 지적한 대로 예금자가 핵심예금을 유동성 목적으. Song, Thaker(2007)

로 보유하고 있다는 점은 금융기관의 경영안정을 위해서 유동성 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특정 금융기관 유동성 리스크의 증가가 금융기관 전체의 리스크로 확. ,

산된다는 의 주장처럼 유동성은 금융기관의 경영안정성Acharya, Gale, Yorulmazer(2008)

을 판단할 수 있는 주요한 요건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와 같이 선행연구에서는 금융기관의 경영안정성을 수익성 자본적정성 여신건전성, , ,

유동성 측면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경영안. ,

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무엇인지에 관한 선행연구들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해.

당 요인들은 금융기관의 경영현황을 나타내는 내부요인 그리고 금융시장 및 거시경제, ,

구조변화 금융산업의 경쟁정도의 외부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외부요인으로서 금융, .

자산 및 부채의 가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대표변수로 금리수준을 들 수 있다.

은 말레이시아의 용도별 가계대출에 대한 금리충격을 분석한 바 있Kassim, Manap(2008)

는데 카드론 자동차대출 등이 금리충격에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는 신, , .

용카드회사 카드론의 경우 수수료와 이자율이 높아 금리변동에 따른 차주 반응이 상대적

으로 크기 때문에 금리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국내 연구로서 서지.

용 도 카드론과 같은 현금성 대출자산의 경우 금리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2009)

로 보고하고 있다.

또 다른 외부요인으로서 경제구조 변화의 대리변수인 경기수준을 고려할 수 있다.

은 신용스프레드와 경기사이에 음 의 관계를 보이는 것을 토대로 신용스프Chen(2010) (-)

레드 변화를 경기상황의 선행지표로서 사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 그리고 경제. ,

성장률을 경기변화의 대리변수로서 고려한 논문으로는 Jokipii, Milne(2008), Salas,

등을 들 수 있다Saurina(2002) .

금융산업간 경쟁의 정도도 금융기관 경영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요인인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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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선행연구는 보고하고 있다 대표적 연구로서 은. Demirguc-Kunt, Laeven, Lebine(2003)

금융시장 구조와 예대마진간 관계분석을 통해 시장의 경쟁강화가 예대마진 축소와 관련

성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고광수 한성민 도 금융기관간 대출경쟁이 신용리스크를. , (2009)

증대시킨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내부요인으로서 규모 사업다각화 수준을 들 수 있다 은, , . Kashyap, Stein(1995)

소규모 금융기관일수록 여신건전성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어,

자산규모와 여신건전성 사이에 유의한 관련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Carter, McNulty(2005)

는 소규모 금융기관들이 중소기업 대출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고 주장함

으로써 자산규모와 수익성사이에 부 의 관계가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홍정효 고보현(-) . ,

도 의 주장을 지지하는 연구결과를 보고한 바 있다 서지용(2010) Carter, McNulty(2005) .

도 재무적 특성변수로서의 금융기관 규모가 대출행태와 관련성이 있음을 주장한(2011)

바 있어 동 요인이 유의한 영향요인인 것으로 추정된다 강종구 는 자산규모가 클. (2010)

수록 수익성 및 자본적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

사업다각화 수준도 금융기관의 경영안정성에 유의한 영향요인임을 보고한 대표적 연구

로서 를 들 수 있다 동 연구는 소규모 금융기관일수록 낮은 사업다각화 양Stever(2007) .

상을 보이며 이는 해당 금융기관의 경영안정성을 저해하는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했다.

본 연구에서는 상기 선행연구들에서 보고한 금융기관 경영안정성에 유의한 영향요인으

로서 금융기관들의 대외신뢰도 리스크관리수준이라는 변수를 추가로 고려하였다 이는, .

국내 금융기관중 자금조달능력이 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국내 신용카드회사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함이다 해당 변수들의 대리변수로는 총차입금중 채권발행비중 개. , 6

월이상 연체채권 비중을 각각 이용했다.

실증분석3.

데이터 및 분석모형3.1.

본 연구는 신용카드회사들의 내부 및 외부요인을 대리하는 변수로서 영업마진 고정이,

하여신비율 조정자기자본비율 원화유동성 비율 자산규모 경제성장률 시장금리 여, , , , , ,

수신 금리 등을 사용하였다 변수 정의 및 산출식은 에 제시되었다 분석기간은. Table 1 .

분기 분기이며 자료는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 주 에프앤가이드를 통해2000.1 ~2011.4 , , ( )

확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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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efinitions and explanations of variables

Factors Definitions Contents

Operating margins
Dependent variable

representing profitability
(operating revenue-interest expense)÷(operating

cost-interest expense)
Non performing

loan ratio
Dependent variable

representing loan soundness
non performing loan ÷ total loan

Adjusted capital
ratio

Dependent variable
representing capital adequacy

adjusted capital ÷ adjusted asset

Liquidity ratio
Dependent variable
representing liquidity

current asset ÷ current liabilities

Asset size
Independent variable

representing size of credit
card companies

standardized asset size by adding natural logarithm

Weight of non
interest revenue

Independent variable
representing level of

diversification of credit card
companies

weight of non interest revenue = non interest
revenue ÷ operating revenue

Weight of bond
issue

Independent variable
representing level of reputation

of credit card companies
weight of bond issue = bond ÷ total liabilities

Weight of
6-month overdue

loan

Independent variable
representing level of risk
management of credit card

companies

6-month overdue loan ÷ total overdue loan

Net interest
margin

Independent variable
representing level of

competitiveness among credit
card companies

net interest margin = non banking weighted
average lending rate-non banking weighted average

deposit rate

Business cycle
Independent variable

representing level of economic
condition

gross domestic product rate

Market interest
rate

Independent variable
representing level of policy

interest rate
call rate

분석모형은 다음과 같다. Stability t는 경영안정성을 의미하는 종속변수로서 수익성 자, ,

본적정성 여신건전성 유동성을 각각 나타낸다, , . size t-1, noni t- 1, bond t-1, risky t-1
은 각각 시차를 고려한 자산규모 비이자수익비중 채권발행비중 개월 이상 연체채권, , , 6

비중을 의미한다 이는 신용카드회사의 대형화 정도 사업다각화정도 대외신뢰도 리스. , , ,

크관리수준을 대리하는 독립변수들이다 또한 시차를 고려하지 않은. , sp t, gdp t, call t은
각각 경쟁정도 경기 금리수준을 나타낸다, , .

Stability t= β 0+ β 1size t- 1+ β 2noni t- 1+ β 3bond t- 1+ β 4risky t- 1+ β 5sp t+ β 6gdp t+ β 7call t+μ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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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통계량3.2.

는 분석에 사용된 변수들의 기술통계량을 보여준다 고정이하여신비율 조정자Table 2 . ,

기자본비율 원화유동성 비율의 평균은 각각 임을 알 수 있다, 4.47%, 15.67%, 241.87% .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

variables mean median
standard
deviation

minimum
value

maximum
value

skewness kurtosis Jarque-bera

Operating margins 1.1165 1.2019 0.6544 -0.6888 3.4381 0.4676 5.7892 16.9481***

Non performing
loan ratio (%)

4.4719 3.7000 3.1054 1.0000 13.3900 1.0743 3.5811 9.7015***

Adjusted capital
ratio(%)

15.6711 22.3600 8.8376 -5.4900 30.1500 -0.4715 2.2452 2.8572

Liquidity ratio(%) 241.8653 221.7600 73.6940 130.3300 426.6100 0.6378 2.6480 3.4288

Asset size 17.5618 17.5161 0.3204 17.0985 18.2201 0.5053 2.2192 3.1943

Weight of non
interest revenue(%)

96.5030 97.3800 3.6647 87.8300 110.2500 0.1265 6.7661 27.9009***

Weight of bond
issue(%)

53.4492 57.0990 13.2593 28.2420 74.1646 -0.1962 1.8869 2.7281

Net interest margin
(%p)

6.2585 6.2500 -1.2768 0.9000 8.2800 -1.4735 7.5811 58.1057***

Weight of 6-month
overdue loan(%)

0.8022 0.5561 0.6037 0.2401 2.7335 1.3905 4.1244 17.6220***

GDP rate(%) 0.9894 1.0000 1.2788 -5.1000 3.8000 -2.0162 12.5959 212.1693***

call rate(%) 3.8051 4.0000 1.0187 1.8800 5.3500 -0.4464 2.2040 2.8020

분석결과3.3.

은 신용카드회사의 수익성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이다 은 대형화 요Table 3 . (1)~(7)

인 사업다각화정도 대외신뢰도 경쟁정도 리스크관리수준 경기수준 금리수준의 개, , , , , ,

별요인과 신용카드회사의 수익성사이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이며 은 모든 요인들을, (8)

동시에 고려하였을 경우의 분석결과이다 과 에서 자산규모는 수익성에 부 의. (1) (8) (-)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 에서만 수준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보였다. , (8) 5% .

즉 신용카드회사의 자산규모가 작을수록 수익성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작은, .

자산규모를 가지고 있는 신용카드회사일수록 수익성이 양호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홍정효 고보현 의 주장을 지지하는 연구결과이다 신용카Carter, McNulty(2005), , (2010) .

드회사의 외형확대전략이 수익성 제고에는 도움이 되지 못함을 시사한다.

사업다각화정도를 나타내는 비이자수익비중은 수익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신용카드회사들은 대출사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은행과는.

달리 할부 및 가맹점 수수료 비중이 높기 때문에 비이자수익 비중이 매우 높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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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오히려 높은 수수료 및 대출금리를 요구하는 카드론 현금서비스를 통한 이자수, ,

익 창출이 오히려 신용카드회사의 수익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유추된다.

다음은 대외신뢰도를 대리하는 신용카드회사의 채권발행비중과 수익성과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추정모수가 유의한 양의수치를 보여준다 에서 해당 수치는 각각, . (3), (8)

로서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당초 예상대로 대외신뢰도0.0017, 0.0157 1%, 5% .

가 높을수록 신용카드회사들의 수익성은 크게 높아짐을 알 수 있다 해외 선행연구인.

가 주장한대로 금융기관의 원활한 자금조달 구조가 수익성Demirguc-Kunt, Huizinga(2010)

제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국내신용카드회사들의 리스크관리수준과 수익성과의 관련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

의 관계를 보였다 즉 신용카드회사들의 장기연체채권의 비중이 높을수록 수익성은(-) . ,

저하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에서 추정모수가 모두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 (5), (8) 1%

타났기 때문이다 장기 연체채권의 비중이 높다는 것은 대손충당금 증가 대손발생에 따. ,

른 신용카드회사들의 수익성 저하를 의미한다.

앞에서 살펴본 가지 요인들이 신용카드회사들의 내부적 요인이었다면 다음의 가지4 , 3

요인들은 금융시장 거시경제여건과 같은 외부요인들을 나타낸다 경쟁정도를 나타내는, .

예대금리차는 수익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시장금리수준도 신용카드회사들의.

수익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경기수준도 수익성에 유의. ,

한 영향을 주지는 못하였다.

는 신용카드회사의 자본적정성 결정요인의 분석결과이다 대형화 정도의 경우Table 4 .

에서는 통계적 유의성을 보이지 못했지만 의 경우 수준에서 유의한 부 의 영(1) , (8) 1% (-)

향을 자본적정성에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규모의 신용카드회사일수록 자본적정성이.

양호한 것을 알 수 있다.

사업다각화 정도는 자본건전성에 유의한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와 에서 양의 추정모수를 보여주었으며 에서만 해당 모수가 수준에서 유의한(8) , (8) 1%

것으로 나타났다 현금성 대출사업비중이 높을수록 위험가중자산으로 분류되는 대출자산.

의 증가를 가져오고 이는 결과적으로 자기자본비율의 하락을 가져온다 이로써 비현금, . ,

성 대출사업인 가맹점 할부 및 일시불 판매와 같은 신용판매사업의 비중이 높을수록 자,

본적정성 제고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대외신뢰도 역시 자본건전성에 유의한 정 의 영향력을 행사한다 즉 추정모수는(+) . ,

에서 각각 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 유의성도 매우 높은 편이다(3), (8) 0.4800, 0.3380 , .

예상대로 자본확충에 도움이 되는 후순위채와 같은 채권발행 비중이 높을수록 자본건전

성은 양호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리스크관리수준을 나타내는 장기 연체채권 비중 증가는 자본적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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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서 모두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보여준다. (5), (8) 1% .

채권부실화로 인한 위험가중자산의 증가는 자기자본비율을 낮추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

다.

다음은 외부적 요인인 경쟁정도 경기수준 시장금리수준과 신용카드회사의 자본적정, ,

성과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유의성을 보이는 요인은 시장금리수준이었다 금리수준이 높, .

아지면 자금조달비용 증가로 자본확충이 여의치 않게 되어 자본건전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된다.

는 신용카드회사의 여신건전성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를 보여준다 내부요인Table 5 .

중 대형화정도 대외신뢰도가 유의한 영향요인임을 보여준다 즉 소규모의 신용카드회, . ,

사일수록 고정이하 여신비율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해당결과는 소규모의 금융기관일수.

록 여신건전성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의 주장과 상반되는 연Kashyap, Stein(1995)

구결과이다 또한 대외신뢰도가 높을수록 보유하고 있는 여신의 건전성이 유지됨을 알. ,

수 있었다.

은 유동성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결과이다 사업다각화정도 대외신뢰도가 높을Table 6 . ,

수록 유동성 증가에 기여하였다 사업다각화정도의 경우 추정모수가 에서 각각. (2), (8)

수준에서 유의한 양의 수치를 보여주었다 즉 사업다각화가 이루어질 경우 현금10%, 1% . ,

흐름 창출원천이 다양화됨으로써 유동성 확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된,

다.

대외신뢰도의 경우에 에서 각각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수치를(3), (8) 1%

보였다 채권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이 신용카드회사 유동성 확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해석된다.

리스크관리수준의 경우 의 추정모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수치를 보여, (5), (8)

준다 즉 장기 연체채권의 비중이 증가할수록 신용카드회사의 유동성 수준이 낮아짐을. ,

의미한다 이는 채권에 대한 이자수입 등이 줄어듦으로써 유동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 ,

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로써 특정 금융기관의 신용리스크 증가가 유동성 리스크. ,

증가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다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의 경우 미 금융기관의 채권부실화.

가 전세계 금융기관의 유동성 위기를 촉발시켰던 점을 감안하면, Acharya, Gale,

의 주장이 설득력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Yorulmazer(2008) .

다음은 외부요인에 관해 살펴보자 경쟁정도는 에 한해 유동성에 부 의 영향을. (8) (-)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 의 경우 추정모수가 통계적 유의성을 보이지 않았다. , (4) .

이는 경쟁정도만으로는 유동성 수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내부 및 외부요인,

이 동시에 영향을 미칠 경우 경쟁요인은 신용카드회사의 유동성에 부 의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유동성이 금융기관의 예비적 동기. (precautionary moti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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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해 유지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자금조달 상황이 좋지 않을 경우 신용카드회사들,

은 예비적 차원에서 오히려 유동성 확보에 주력한다고 볼 수 있다.

경기수준은 에 한해 신용카드회사의 유동성 수준에 정 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8) (+)

으로 나타났다 경기확장국면에 신용카드회사의 유동성은 유의하게 증가한다고 볼 수 있.

다 단 의 경우에는 추정모수의 유의성이 보이지 않았다 또한 금리수준의 경우. , (6) . ,

에서는 유동성 수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7) (-) ,

내부 및 외부요인들이 함께 고려된 에서는 추정모수의 부호가 음의 수치를 보였으나(8)

유의성을 보이지 않았다 금리수준 상승은 유동성 감소에 기여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금. .

리상승이 신용카드회사의 자금조달비용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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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The results on the determinants in profitability of credit card companies

(1) (2) (3) (4) (5) (6) (7) (8)

Factors
Variables cof. t-stat. cof. t-stat. cof. t-stat. cof. t-stat cof. t-stat cof. t-stat cof. t-stat cof. t-stat

intercept 0.0037 0.73 0.0012 0.40 0.0026 0.75 0.0012*** 3.00 0.0147*** 11.54 0.0118*** 10.94 0.0130*** 6.21 0.1997** 2.67

size
asset size

( size t-1 ) -0.0015 -0.51 -0.0096** -2.32

diversification

weight of
non interest
revenue

( noni t- 1 )
-0.0001 -0.03 -0.0003 -0.79

reputation

Weight of
bond issue

( bond t-1 )
0.0017*** 2.79 0.0157** 2.20

risk
management

Weight of
6-month

overdue loan

( risky t-1)
-0.0041*** -3.52 -0.0060*** -2.79

competitiveness

Net interest
margin

( sp t)
-0.0001 -0.1859 0.0007 0.78

business cycle
GDP rate

( gdp t) -0.0007 -0.92 -0.0008 -1.03

interest rate
call rate

( call t ) -0.0005 -0.67 0.0009 1.04

R
2

0.0050 0.0000 0.1139 0.0005 0.1473 0.0162 0.0055 0.3687

D.W. 1.0991 1.0974 1.2019 1.0493 1.2835 1.0238 1.0552 1.7793

Note. ***, ** means statistically significant at 1%, 5% level respectively.①
The value of Durbin Watson test exists between 0 D.W. 4, thus indicating no autocorrelation.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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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The results on the determinants in capital adequacy of credit card companies

(1) (2) (3) (4) (5) (6) (7) (8)

Factors
Variables cof. t-stat. cof. t-stat. cof. t-stat. cof. t-stat cof. t-stat cof. t-stat cof. t-stat cof. t-stat

intercept 0.1151 0.18 -0.7475 -1.18 -0.0660** -2.09 0.1617** 2.45 0.2672*** 15.51 0.1893*** 13.58 0.3274*** 10.25 1.8919*** 8.29

size
asset size

( size t-1) 0.0042 0.11 -0.1163*** -7.24

diversification

weight of
non interest
revenue

( noni t- 1 )
0.0971 1.47 0.0284*** 2.75

reputation

Weight of
bond issue

( bond t-1 )
0.4800*** 8.84 0.3380*** 14.15

risk
management

Weight of
6-month

overdue loan

( risky t-1)
-0.0960*** -6.16 -0.1080*** -10.45

competitiveness

Net interest
margin

( sp t)
0.0040 0.37 -0.0005 -0.13

business cycle
GDP rate

( gdp t) -0.0026 -0.28 0.0029 0.77

interest rate
call rate

( call t ) -0.0370*** -4.05 -0.0073* -1.82

R
2

0.0002 0.1675 0.5213 0.0033 0.4362 0.0014 0.1815 0.9331

D.W. 0.1451 0.3157 0.4138 0.1468 0.3685 0.1420 0.1938 1.8061

Note. ***, **, * means statistically significant at 1%, 5%, 10% level respectively.①
The value of Durbin Watson test exists between 0 D.W. 4, thus indicating no autocorrelation.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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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The results on the determinants in loan soundness of credit card companies

(1) (2) (3) (4) (5) (6) (7) (8)

Factors
Variables cof. t-stat. cof. t-stat. cof. t-stat. cof. t-stat cof. t-stat cof. t-stat cof. t-stat cof. t-stat

intercept 0.9164*** 3.70 0.1553 0.95 0.1108*** 5.00 0.0850*** 2.90 0.0312*** 5.11 0.0427*** 10.89 0.0280** 2.04 1.0242*** 3.16

size
asset size

( size t-1) -0.0497*** -3.52 -0.0512*** -2.77

diversification

weight of
non interest
revenue

( noni t- 1 )
-0.0115 -0.68 0.0139 0.11

reputation

Weight of
bond issue

( bond t-1 )
-0.1245*** -3.51 -0.1339*** -4.01

risk
management

Weight of
6-month

overdue loan

( risky t-1)
0.0165** 2.46 -0.0019 -0.29

competitiveness

Net interest
margin

( sp t)
-0.0064 -1.42 -0.0006 -0.16

business cycle
GDP rate

( gdp t) 0.0020 0.74 -0.0005 -0.13

interest rate
call rate

( call t ) 0.0044 1.48 -0.0044 -1.44

R
2

0.2383 0.0183 0.2749 0.0701 0.1011 0.0069 0.0207 0.5125

D.W. 0.4430 0.3104 0.4667 0.4596 0.3576 0.3146 0.3236 0.79

Note. ***, ** means statistically significant at 1%, 5% level respectively.①
The value of Durbin Watson test exists between 0 D.W. 4, thus indicating no autocorrelation.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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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The results on the determinants in liquidity of credit card companies

(1) (2) (3) (4) (5) (6) (7) (8)

Factors
Variables cof. t-stat. cof. t-stat. cof. t-stat. cof. t-stat cof. t-stat cof. t-stat cof. t-stat cof. t-stat

intercept -8.8706 -1.26 -6.6163 -1.40 -0.0283 -0.12 1.9368*** 3.58 2.9735*** 15.55 2.4501*** 20.05 3.5493*** 11.14 -7.7755* -1.88

size
asset size

( size t-1) 0.6438 1.59 0.3329 1.41

diversification

weight of
non interest
revenue

( noni t- 1 )
0.9372* 1.89 0.3415*** 3.35

reputation

Weight of
bond issue

( bond t-1 )
0.0462*** 9.79 0.0378*** 10.27

risk
management

Weight of
6-month

overdue loan

( risky t-1)
-0.6708*** -3.83 -0.4290*** -4.77

competitiveness

Net interest
margin

( sp t)
0.0770 0.85 -0.0789* -1.81

business cycle
GDP rate

( gdp t) -0.0318 -0.56 0.0782** 2.04

interest rate
call rate

( call t ) -0.2971*** -4.12 -0.0459 -1.05

R
2

0.0715 0.2186 0.6764 0.0178 0.2981 0.0030 0.1687 0.8602

D.W. 0.2942 0.6256 1.0257 0.3039 0.4187 0.2594 0.3608 1.9600

Note. ***, **, * means statistically significant at 1%, 5%, 10% level respectively.①
The value of Durbin Watson test exists between 0 D.W. 4, thus indicating no autocorrelation.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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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4.

본 연구는 신용카드회사의 안정적인 경영영위를 위해 필수적 요건인 수익성 자본적정,

성 여신건전성 유동성 수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 .

즉 대형화정도 사업다각화정도 대외신뢰도 리스크관리수준의 내부요인과 경쟁정도, , , , ,

경기 금리수준의 외부요인들이 국내 신용카드회사들의 경영안정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

치는 지에 관해 살펴보았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첫째 신용카드회사의 수익성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결정요인들은 대형화정도 대외, ,

신뢰도 리스크관리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규모가 작을수록 대외신뢰도가 높을수, . , ,

록 리스크관리수준이 제대로 이루어질수록 국내신용카드회사들의 수익성은 개선되었다, .

외부요인인 경쟁정도 경기수준 금리수준은 수익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 .

둘째 자본적정성 결정요인들은 대형화정도 사업다각화정도 대외신뢰도 리스크관리, , , ,

수준 금리수준이었다 즉 규모가 작을수록 사업다각화 비중이 높을수록 대외신뢰도, . , , ,

가 높을수록 리스크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질수록 자본적정성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외부요인으로 금리수준이 높을수록 자본적정성은 악화되었다. , .

셋째 여신건전성 결정요인들은 대형화정도 대외신뢰도였다 규모가 클수록 대외신, , . ,

뢰도가 높을수록 여신건전성은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넷째 유동성 결정요인들은 사업다각화정도 대외신뢰도 리스크관리수준 경쟁정도, , , , ,

경기 금리수준이었다 즉 사업다각화 비중이 높을수록 대외신뢰도가 높을수록 리스, . , , ,

크관리가 잘될수록 유동성이 개선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시장경쟁이 치열할수록 예비. ,

적 측면에서 유동성이 증가하고 경기확장국면에도 유동성이 개선됨을 알 수 있었다, .

단 금리수준의 상승은 자금조달비용 증가로 유동성이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국내 신용카드회사의 경영안정성 결정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

고 유의한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학문적 기여사항이 있다고 사료된다, .

본 연구를 토대로 신용카드회사들은 최근 금융감독당국의 일련의 규제강화조치가 국내

신용카드회사의 경영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세심하게 파악하고 관련 대책을 마련할 필,

요가 있다 또한 금융감독당국도 신용카드회사들의 경영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을. ,

수립하는 등 신용카드회사들의 지속성장을 위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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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tudy on the Business Stability in Korean Credit Card Firms

Ji-Yong Seo12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empirically the determinants of business stability in

Korean credit card companies which represents profitability, capital adequacy,

loan soundness, and liquidity. Especially, I verified whether internal and

external factors confirmed from previous studies affect significantly business

stability of Korean credit card companies. Main test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determinants in profitability was the levels of size, reputation, and

risk management. Second, the determinants in capital adequacy was the levels of

size, business diversification, reputation, risk management, and market interest

rate. Third, the determinants in loan soundness was levels of size and

reputation. Fourth, the determinants in liquidity was levels of business

diversification, reputation, risk management, market competitiveness, business

cycle, and market interest rate. As a concluding remark, it is required that the

influence to the business stability in credit card companies should be examined

with care by using the results of the studies under implementing the series of

tight regulation to credit card industry by financial regulators: the reduction

of small merchant fees, the restriction of financial leverage, and the control

of the card loan issue. Thus, the related steps should be suggested to make the

Korean credit card companies grow continuously.

Keywords : Credit card companies, Profitability, Capital adequacy, Loan

soundness, Liquidity, Business st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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