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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밴수수료 체계 변화에 대한 연구*
-밴산업의 수입과 가맹점 선택을 중심으로
2) *3)4) 남재현**․민세진***․박래수****

한국의 밴산업은 신용카드 이용에 필요한 전자적 거래 승인과 매출 확정 과정에
서의 전표 정리 및 매입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이다. 신용카드사의
가맹점수수료에 대한 정부 개입이 강화되면서 밴산업의 주요 수입원인 밴수수료가
신용카드 사용 결제건당 정액 지불(정액제)에서 결제금액의 일정 비율 지불(정률제)
로 바뀌었다. 본 연구는 밴산업 내 12개 회사 중 11개 밴사로부터 취득한 수입 및
비용 자료로부터 정률제로의 이행이 밴사의 수익성과 가맹점 유형 선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검토하였다. 소액 결제 비중이 크고 증가 추세에 있어 밴사의 수입은
정률제 이행 시점에서 크게 감소하고 장기적으로도 감소압력을 받을 것으로 추산되
었다. 또한 매출 규모가 작은 가맹점에 대한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커서 밴사
의 가맹점 유치 행태에 변화가 올 것이 예상된다.
핵심주제어: VAN 산업, VAN 수수료, 신용카드, 정액제, 정률제
경제학문헌목록 주제분류: G28, L80
Ⅰ. 서론

한국의 밴(Value-Added Network: VAN)산업은 신용카드의 원활한 이용에 필
요한 전자적 거래 승인과 매출 확정 과정에서의 전표 정리 및 매입 등의 서비스
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이다.1) 한국의 신용카드 이용 구조는 이른바 3당사자
체제로서 ‘카드회원-카드사-가맹점’의 이용 주체로 구성되어 있는데, 밴사는 카드
* 본 연구는 ‘한국신용카드VAN협회’가 위탁한 연구 “VAN 산업의 혁신 컨설팅 제안”의 일
부를 논문 형식으로 수정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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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
*** 교신저자, 동국대학교(서울) 경제학과 부교수, 전화: (02) 2260-8670, E-mail: sejin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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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적으로 밴은 ‘전자 데이터 교환’(Electronic Data Interchange: EDI)이 가능하도록 공급
되는 네트워크를 지칭한다.
-111-

112

신용카드 밴수수료 체계 변화에 대한 연구－밴산업의 수입과 가맹점 선택을 중심으로

사와 가맹점 간 신용카드 거래를 위한 인프라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카드사로부
터 그 대가를 받는다. 밴사는 또한 가맹점과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제반 업무(가
맹점 유치 및 관리, 전표 매입 등)는 대리점에 위탁한다(<그림 1> 참조).
<그림 1> 신용카드 거래 관련 주체 간 업무 관계

자료: 탁승호․류상기(2007).

최근까지 밴산업은 통신사업자로서 금융당국의 개입이 없었으나 2014년부터
규제가 논의되어 2015년 시작되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이 개정(2015년 7월 시행)
되어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 ‘부가통신업자’, ‘가맹점모집인’의 정의가 도입된 것
이다.2) 바뀐 법에 따라 밴사(부가통신업자)와 밴대리점(가맹점모집인)은 금융위원
회에 등록이 요구되고 검사․감독 대상이 되었다. 이에 따라 밴사와 밴대리점은
등록요건을 갖춰야 함(법 제27조의2, 제16조의2)은 물론 밴사에게는 거래안전성
및 신용정보보호에 대한 의무도 부과되었다(법 제54조의4 및 제54조의5). 한편,
당시 법 개정으로 밴사가 대형 가맹점에 지급하던 이른바 리베이트도 금지되었
다(법 제18조의3 및 제19조).
2)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자: 신용카드업자 및 신용카드가맹점과의 계약에 따라 단말기 설치,
신용카드 등의 조회․승인 및 매출전표 매입․자금정산 등 신용카드 등의 대금결제를 승
인․중계하기 위한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을 업으로 하는 것(법 제2조 제8호의2)
-부가통신업자: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에 대하여 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자(법 제2
조 제8호의3)
-가맹점모집인: 신용카드업자를 위하여 가맹점계약의 체결을 중개 또는 대리하고 부가통신
업자를 위하여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하는 자로서 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자(법
제2조 제5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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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산업을 둘러싼 이러한 규제 환경의 변화 배경에는 정부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개입이 있다. 신용카드업의 주요 수입원 중 한 가지는 가맹점으로부터
받는 수수료(가맹점수수료)인데, 정부는 2007년, 2012년, 2015년 등 크게 3번에 걸
쳐 가맹점수수료를 인하해 왔다.3) 가맹점수수료에 대한 정부 개입이 가능했던 것
은 신용카드업의 성장 자체에 정부의 영향이 컸기 때문이다. 1999년 조세특례제
한법 개정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가 도입되면서 신용카드 소비지출금액은
1998년 30조 원 정도에서 2002년 174조 원까지 급격히 증가했고 이 과정에서 신
용카드 사용이 일상적인 문화로 정착되었다. 김창준(2004)에서 신용카드 사용이
현금 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할 만큼 신용카드 사용 증가는 급격한 것
이었다. 2002년부터 시작된 카드대란에서 신용카드회사 구조조정에 금융당국이
나서게 되었고, 상황이 정리된 후에도 가맹점수수료 등에 대해 개입이 계속되었다.
부가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밴산업으로서는 신용카드산업의 성쇠에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신용카드사의 가맹점수수료에 대한 정부 개입이 강화되면서
밴산업에도 여파가 미쳤다. 즉, 가맹점수수료 인하를 위해 신용카드사가 밴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밴수수료)를 인하할 수 없겠는지 차원에서 밴산업이 주목받게
된 것이다. 게다가 2015년 가맹점수수료가 인하되는 과정에서 밴사가 대형 가맹
점에 지급하는 리베이트가 문제시되어 밴산업 전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형성
되었다. 밴사 입장에서는 밴수수료 규모가 가맹점 거래 규모에 달려 있어 대형
가맹점 유치가 중요하다. 그런데 밴수수료는 가맹점이 아닌 신용카드사에서 받기
때문에 가맹점 유치에 마땅한 경쟁 수단이 없는 상황이어서 대형 가맹점에 리베
이트를 제공해 오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가맹점수수료 인하의 주된 목적이 영
세 및 소형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을 줄이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밴사의 리
베이트는 비판의 대상이 되었고, 결과적으로 밴수수료도 인하 압력을 받게 되었다.
밴수수료 인하의 방향은 밴업무 축소와 밴수수료 체제 개편으로 나타나고 있
3)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관련 금융위원회의 주요 발표
-2007년 8월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체계 합리화 방안 : 모든 영세가맹점(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에 대해 카드사별로 2～2.2% 수준으로 일괄 인하, 일반가맹점도 1.5～4.5% 수
준을 1.5～3.3% 수준으로 인하, 체크카드 수수료율 대폭 인하 등
-2012년 7월 新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체계 도입 방안 : 여전법 개정으로 업종이 아닌 가
맹점별 수수료 체계 도입, 연매출 2억 원 이하 가맹점에 우대수수료율 적용 의무화(→
1.5%), 시장 상황 변화 반영을 위해 3년마다 수수료율 재산정
-2015년 10월 가맹점수수료 대폭 인하: 연매출 2억 원 이하 영세가맹점(1.5→0.8%), 2～3억
원 중소가맹점(2→1.3%), 10억 원 이하 일반가맹점(평균 0.3%p 인하), 수수료율 상한(2.7→
2.5%)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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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밴사가 신용카드사에 위탁받는 주요 업무는 신용카드 조회․승인 관련 정보
중계 및 매출전표 매입․자금정산 관련 업무이다. 이중 신용카드 조회․승인 정
보 중계는 이용된 신용카드가 유효한 카드인지 확인하는 필수적인 과정이기 때
문에 업무 축소가 어렵고 밴사에 업무를 위탁하는 효율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카드사의 밴업무 축소 노력은 주로 매출전표 매입․자금정산 과정에 집중되어
있다. 매출전표는 가맹점이 보관하던 거래 증빙 자료로 밴사가 수집․정리해 신
용카드사에 전달함으로써 거래를 확정하게 된다. 중요한 변화 중 하나는 전표 매
입이 필요 없는 무서명 거래가 확대되는 것이다. 기존에는 5만 원 이하 결제 시
카드사와 가맹점이 별도 계약을 체결한 경우 무서명 거래가 가능했으나, 2016년
1월 말부터 카드사의 가맹점 통지만으로 가능해졌다(여신전문금융업법 감독규정
제24조의6). 그러나 재차 여신금융협회 차원에서 2016년 5월부터 전 가맹점에서
무서명 거래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무서명 거래에 따른 부정 사용에 대한 책임
은 신용카드사가 부담하면서까지 비용을 절감하기로 한 것이다.
밴수수료 체제 개편은 이른바 정액제가 정률제로 바뀐 것이다. 정액제는 신용
카드사가 밴사에 결제 건당 일정 금액의 밴수수료를 지급하고, 정률제는 결제금
액의 일정 비율을 밴수수료로 지급한다. 2013년 “VAN 시장 구조 개선방안 공청
회”에서 한국 신용카드 VAN 시장 현황분석 을 발표한 회계법인 삼일PwC는
2012년 기준 오프라인 거래 평균 승인 수수료를 79.1원(온라인은 49.5원), 매입 데
이터 확정 20원, 전표 수거 등의 증빙 확인 약 20～40원으로 오프라인 거래 건당
약 120～140원의 정액 밴수수료가 발생한다고 계산한 바 있다.4) 신용카드사가 결
제금액의 일정 비율로 받는 가맹점수수료가 인하되면서 정액 밴수수료 부담이
과중하게 되었다는 것이 정률제 이행의 배경이다.
밴산업은 한국의 신용카드 사용 확대에 필수적인 기술적 인프라를 공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학술적인 논의가 거의 없었다. 최선욱(2004)이5) 신
용카드 매입시장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면서 밴사의 진출 가능성을 논의하였고,
탁승호․류상기(2007)에서6) 당시 밴산업의 현황과 해외 사례를 소개한 정도이다.
전술한 것처럼 최근 밴산업이 금융당국의 관심을 받게 된 것도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인하하는 과정에서 파생된 것이어서 정책 지원 차원의 연구보고서도
저자들이 아는 한 “VAN 시장 구조 개선방안 공청회” 자료(2013)가 유일하다. 신
4) 한국개발연구원․삼일PwC, “VAN 시장 구조 개선방안 공청회”, 2013.
5) 최선욱(2004).
6) 탁승호․류상기(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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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카드 결제 과정에 참여하는 서비스 제공자들의 산업 형성 유형은 국가마다 차
이가 있어서, 예컨대 미국의 경우 한국의 밴산업의 기능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산
업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 결과 신용카드산업과 달리 밴산업과 유사한 서비스산
업에 대한 해외 연구도 매우 찾기 어렵다.
그중에서 가장 가까운 해외 신용카드 시장 관련 기존 문헌은 카드 매입사가
카드 발급사에 지불하는 정산수수료(interchange fees)에 관한 것이다. 양면시장
을 이용한 신용카드 정산수수료에 대한 이론적인 분석은 Baxter(1983)를 필두로
여러 연구들7)이 수행되었으며, 특히 미국에서 시작된 VISA와 Mastercard사의
반독점법 위반 분쟁과 관련하여 정산수수료의 수준 및 규제에 대한 일련의 연구
들이 진행되었다. 반면에 이러한 정산수수료의 변화에 따른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 Chang et al.(2005)은 호주에서의 정산수수료
의 감소에 따른 효과를 VISA의 분기 자료를 이용하여 호주의 카드 가맹점들은
정산수수료의 감소에 따른 혜택을 소비자에게 전가하지 않았음을 분석하였다.
Hayes(2007) 역시 호주의 정산수수료 규제에 대한 영향을 거시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월별 자료를 이용하여 정산수수료의 변화가 신용카드 구
입 비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50%의 강제적인 정산수수료 감소에도 불
구하고 구조적인 변화(structural breaks)의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또한
Valverde et al.(2016)은 스페인의 미시 자료를 이용하여 1997년부터 2007년 사이
의 정산수수료 감소가 카드 가맹점, 소비자, 카드 발급자, 매입사 및 카드 거래량
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국내에서 가장 가까운 기존 연구 분야는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에 관한 것이
다. 이론적으로는 이성복(2011)이 신용카드와 현금 결제 간 가격 차별을 금지하
는 현재의 규제 하에 시장 자율로 수수료가 결정되면 사회 최적 수준보다 회원
수수료(customer fee)는 낮게, 가맹점수수료(merchant fee)는 높게 결정되므로 가
격 규제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보였다. 반면 윤선중 외(2013)는 또 다른 규제인
신용카드 의무수납제도가 가맹점수수료를 인상시키고 신용카드 사용을 크게 증
가시킬 수 있음을 보이며, 가맹점수수료가 시장원리에 의해 자율적으로 결정되도
록 의무수납제도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가맹점수수료와 관련된 정책에
대해서는 김준호 외(2012), 김상봉․노재확(2013), 신승만 외(2013), 박우진(2016)
등에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였다. 그러나 밴수수료와 관련해서는 선행 연구가
미진한 상황에서 본 연구가 밴산업 및 관련 정책의 영향을 진지하게 논의하는
7) Schmalensee(2002), Rochet and Tirole(2002), Chakravorti and Rosen(2006)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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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에서는 밴수수료가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변화함에 따라 밴산업과 가맹
점에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인지 고찰한다. 이를 위해 한국신용카드VAN협회를 비
롯해 11개 밴사의 협조로 취득한 자료를 이용하였다. 자료의 신뢰도 문제로 일부
밴사의 자료만 이용한 경우도 있지만, 저자들이 알기로 이 정도 규모의 밴서비스
관련 자료를 이용한 연구는 본 연구가 최초일 것이다. 연구 결과 밴수수료의 정
률제 이행이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인하 과정에서 파생되었고, 가맹점수수료 인
하를 통해 정부가 우선적으로 보호하려고 하는 대상이 영세사업자임에도 불구하
고, 정률제 이행의 결과 밴사의 가맹점 유치 유인이 왜곡되어 밴사가 영세사업자
유치를 기피하게 될 가능성이 있음이 드러났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제Ⅱ절에서는 밴산업의 연혁과 현황을 살펴보고, 제Ⅲ절에서는 밴서비스의
수입과 비용 구조를 이해한다. 제Ⅳ절에서는 정률제 이행의 영향을 논의하고, 제
Ⅴ절에서 맺는다.
Ⅱ. 밴산업의 연혁과 현황

2015년 말 현재 국내에서 실제 영업활동을 하는 밴사는 12개사이고(<표 1>
참조), 2015년 말 시장점유율이 10%가 넘는 회사는 5개사(나이스정보통신, 한국
정보통신, 케이에스넷, 스마트로, KIS정보통신)이다.
밴산업은 1986년 5월 한국정보통신(주)이 설립되면서 시작되었다. 1986년 9월
아시안게임 때 카드 사용이 급증하였는데, 당시 신용카드사는 일본, 미국 등에서
수입한 단말기를 사용하면서 고액의 수수료를 지급한 것이 밴산업 수요를 일으
켰다. 최선욱(2004)에 따르면 한국정보통신은 1987년 7월 신용카드업자로부터 거
래승인 업무를 위임받아 본격적인 사업을 수행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불량거래정
지자 정보를 전산 데이터로 수신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하고 가맹점에 설치된 신용
카드조회기(단말기)를 통해 신용카드 승인조회 요청이 들어오면 밴사 전산시스템
으로 기본 검증을 하고 3일 한도 내에서 무조건 대행승인하는 시범 서비스를 시
작하였다. 1988년 올림픽을 계기로 가맹점에 단말기를 보급하고 가맹점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던 중 1992년 재정경제부가 신용카드업자의 전 거래 승인제도와 가
맹점에 단말기 설치 의무화 지침을 발표하며 단말기 보급이 더욱 확대되었다. 이
후 나이스, KIS정보통신, 케이에스넷 등 주요 대형사들이 1990년대 전반에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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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그림 2> 참조).

<표 1> 밴사 시장점유율(2005년 vs. 2015년)

회사
2005년
나이스정보통신(NICE)
12
한국정보통신(KICC)
18
케이에스넷(KS-NET)
17
스마트로(Smatro)
10
KIS정보통신(KIS)
6
퍼스트데이터코리아(FDIK)
16
코밴(KOVAN)
5
금융결제원(KFTC)
10
1)
다우데이타
0.1
제이티넷(JTNET)
2
한국신용카드결제(KOCES)
3
한국사이버결제(KCP)
2
주: 1) 다우데이타 2005년 시장점유율은 스타밴코리아에 대한 것임.
자료: 탁승호․류상기(2007), 한국신용카드VAN협회.

2015년
18
16
12
12
12
8
5
4
4
4
3
2

<그림 2> 밴산업 요약 연혁

자료: 각사 홈페이지 및 채용정보 사이트. 연도는 가능한 밴서비스 개시 연도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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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상위 5개 밴사 영업 추이(2000～2015년)

(단위: 조 원, %)
매출액 자기자본
당기 자본총계 수지비율 순이익률
연도 매출 매출원가 순이익
이익률
(ROS) (ROE)
2000 116.95 77.98
4.42 127.25 150.0
3.8
3.5
2001 205.00 144.19
4.17 136.98 142.2
2.0
3.0
2002 263.55 191.72
-7.05 121.14 137.5
-2.7
-5.8
2003 230.78 162.58 -18.14 100.30 142.0
-7.9 -18.1
2004 201.40 137.59 -39.57 98.52 146.4
-19.6 -40.2
2005 222.34 137.63
18.20 145.53 161.5
8.2
12.5
2006 256.65 165.05
21.95 165.37 155.5
8.6
13.3
2007 301.27 197.64
24.99 189.22 152.4
8.3
13.2
2008 358.98 238.43
14.27 130.99 150.6
4.0
10.9
2009 430.88 297.43
60.15 178.36 144.9
14.0
33.7
2010 520.78 367.83
52.49 236.13 141.6
10.1
22.2
2011 625.22 447.12
54.46 280.93 139.8
8.7
19.4
2012 734.99 547.82
58.06 337.19 134.2
7.9
17.2
2013 828.58 620.98
74.27 413.45 133.4
9.0
18.0
2014 934.18 687.84
92.02 492.26 135.8
9.9
18.7
2015 1,060.08 757.87 105.56 590.27 139.9
10.0
17.9
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스템상 각사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밴서비스뿐만 아니라 해당
밴사의 모든 사업 부문 포함.

2002년에서 2004년 사이의 카드대란으로 밴사 역시 신규 설립이 정체되었으나
<표 2>와 <그림 3>에서 나타나듯이 2004년 이후에는 매출 증가가 가파르다. 이
에 따라 2015년 말 밴사 전체 매출 규모는 약 1조 5,000억 원으로 추산된다.8) 상
위 5개 밴사의 자료를 보면 전체적으로 매출 증가가 가파르나 그들 간 시장점유
율 추이는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지 않다(<그림 3> 참조). 그 결과 <그림 4>에서
처럼 지난 10년간 전체 밴사의 시장점유율 순위 역시 변동이 있었다. 연혁이나
시장점유율로 미루어 보건대, 밴산업은 기술적 진입장벽이 있을 수 있음에도 불
구하고 비교적 진입이 자유로운 경쟁적인 산업으로 판단된다.
8) 일반적으로 밴사들은 밴서비스 이외의 다른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신용카드 승
인․정산과 관련된 업무만으로 시장 규모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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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상위 5개 밴사 매출 및 시장점유율 추이(2000～2015년)

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스템상 각사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밴서비스뿐만 아니라 해당
밴사의 모든 사업 부문 포함.

<그림 4> 밴사 시장점유율 순위 변화(2005년 vs. 2015년)

자료: 탁승호․류상기(2007), 한국신용카드VAN협회.

밴산업의 매출은 2004년부터 급격히 증가해 왔으나 시설에 대한 투자 등 비용
증가는 전반적으로 더 가팔랐다. <그림 5>와 같이 매출원가 대비 매출은 2005년
에 165%로 정점을 찍고 이후 급격히 하락하여 2013년 133%까지 떨어졌다. 이후
비율이 다소 회복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었으나 2016년부터 정률제 전환이 본격
화되어 향후 추이는 알 수 없다. 한편, 밴산업의 수익성을 판단하기 위한 당기순
이익의 매출 대비 비중(매출액순이익률, ROS)과 자본총계 대비 비중(자기자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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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률, ROE)은 2009년 일시에 개선된 후 이전보다 다소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
다. <그림 5>와 같이 밴사의 수익성은 카드대란 당시 매우 악화되었다가 2005년
이후 평균 ROS 8.9%, ROE 17.9%로 양호한 편이다.9)
<그림 5> 상위 5개 밴사 매출 원가 대비 매출 비율, ROS, ROE(2000～2015년)

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스템상 각사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밴서비스뿐만 아니라 해당
밴사의 모든 사업 부문 포함.

밴산업의 성장세나 수익성은 신용카드산업과 대비하여 파악할 필요가 있다.
밴사의 매출은 1차적으로 신용카드 이용실적의 영향을 받는다. 신용카드 이용실
적은 카드대란 시기에 급격히 감소했다가 2005년 이후 호전되었다(<그림 6> 참
조). 이용실적 증가율은 2009년부터 연평균 10.1%에 달한다. 이렇게 신용카드 이
용실적은 증가하고 있으나 신용카드사의 당기순이익 규모는 2007년 이후 하향
추세이다. 2008년 당기순이익의 감소는 금융위기의 여파로 신용카드 이용실적 자
체가 감소한 영향과 가맹점수수료가 인하된 영향이 복합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2010년에서 2011년 사이에는 이용실적은 급증했지만 당기순이익은 크게 감소했
고, 2011년과 2012년에 연이어 이용한도 제한이나 가맹점수수료 체계 개편이 발
표되었다. 그러나 2011년 이후 이용실적이 완만하게 증가하면서 당기순이익도 완
만하게 증가하고 있다. 2015년 말 가맹점수수료가 다시 인하되었으나 밴수수료
정률제 전환 등 비용 감소 요인이 있어 향후 이익의 추이는 예측하기 어렵다.
9) 카드대란 당시의 수익률 악화는 한국정보통신에서 특히 심했는데, 이를 제외한 4개사의 평
균 수익률 추이는 5개사 평균보다 더 양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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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신용카드 이용실적과 신용카드사 당기순이익(2003～2015년)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그림 7> 신용카드사 수지비율(수입 대비 비용)과 총자산이익률(ROA)(2003～2015년)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당기순이익 규모가 최근 10년 정도의 기간을 놓고 볼 때 하향 추세인 것과 관
련하여 신용카드사의 비용 부담을 나타내는 수지비율(수입 대비 비용)은 상승 경
향을 보이고 있다. <그림 7> 왼쪽 그림에서는 신용카드사의 수지비율을 보이는
데, 카드대란의 부실 해소 후 2007년과 2011년에 다소 계단식으로 상승하여 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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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오름세이다. 수지비율은 2006～2010년에 85% 미만이었으나 2011～2015년
에는 86%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자산 대비 당기순이익 비율인 총자산
이익률(ROA)은 최근 10년에 걸쳐 뚜렷한 하락 추세가 관찰된다(<그림 7> 오른
쪽 참조). 신용카드사의 ROA는 2011년부터 3%를 넘지 못하고 있다.
<그림 8> 신용카드사 가맹점수수료와 밴사 매출(2008～2015년)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각 밴사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상위 5개 밴사 매출
은 밴서비스뿐만 아니라 해당 밴사의 모든 사업 부문 포함.

이러한 신용카드사의 실적 하락은 비용 감소 노력으로 이어져 밴사가 지급받
는 수수료가 주목받게 되었다. <그림 8>과 같이 신용카드사의 주 수입원인 가맹
점수수료(A)는 2011년 말 카드 발급 기준과 이용한도 강화 및 2012년 중반 가맹
점수수료 인하 조치 등으로 2012년에 다소 감소한 것 외에는 꾸준히 증가해 왔
다. 그러나 상위 5개 밴사의 매출(B)로 근사한 밴수수료 역시 증가하여 가맹점수
수료 대비 밴사 매출 규모 비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물론 밴사의 매출에는
밴서비스에 대한 밴수수료 수입 이외에 다른 수입들이 포함되어 있어 <그림 8>
비율의 절대적 수치를 수용할 수는 없으나 가맹점수수료 대비 밴수수료 비중이
증가한 것은 짐작할 수 있다.
가맹점수수료에 대한 외적인 인하 압력과 동시에 신용카드사의 이익을 압박하
는 요인은 소액 거래 건수가 급증하는 것이다. “VAN 시장 구조 개선방안 공청
회”(2013)에서 발표된 바에 따르면 만 원 이하 소액거래 건수는 전체 거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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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7.7%에서 2012년 35%로 증가했다. 신용카드사의 가맹점수수료 수입은 결
제금액에 비례해 발생하는데 밴수수료 비용은 결제 건당 정액으로 발생하기 때
문에 소액 결제는 신용카드사에 손실요인이 된다. 이러한 배경에서 밴수수료의
정률제 전환이 이루어진 것이다.
Ⅲ. 밴서비스의 수입․비용 구조
1. 밴수수료 체계에 따른 수입․비용

밴서비스의 수입은 밴수수료이고 비용은 밴대리점 지급수수료, 내부 비용, 단
말기 비용, 전표 비용 등이다. 이 절에서는 정률제 이행의 의미를 논의하기에 앞
서 밴서비스의 수입과 비용 구조를 이해한다.
서론에서 설명한 것처럼 정액제는 신용카드사가 밴사에 결제 건당 일정 금액
의 밴수수료를 지급하고, 정률제는 결제금액의 일정 비율을 밴수수료로 지급한다.
밴사는 정액제 하에서 결제건수에 따라 대체로 비례적으로 증가하는 수입이 발
생한다. 한편, 비용은 가맹점 지급수수료를 제외하면 기술적 속성 때문에 인프라
확충을 위한 고정비용이 크고 결제건수에 따라 증가하는 비용(변동비용)은 상대
적으로 작다. 편의를 위해 가맹점의 규모에 관계없이 요구되는 인프라가 비슷하
고 변동비용 역시 가맹점에 관계없이 같다고 가정하면, 정액제 하 수입 및 비용
구조는 <그림 9>와 같이 표현된다. 따라서 정액제 하 밴사의 이윤극대화 전략은
결제건수가 많은 가맹점을 가능한 한 많이 확보하는 것이다.
<그림 9> 정액제 하 밴서비스 수입․비용 구조

( : 수입, : 건당 수수료,  : 결제건수)
( : 비용,  : 고정비용,  : 평균 가변비용,  : 결제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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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률제 하에서는 수입 구조가 다음과 같이 바뀌게 된다.




  ×     ×  × 
여기서,  : 가맹점 수
 : 수수료율
 : 가맹점  의 매출
 :  의 결제건당 평균 매출
 :  의 결제건수




 



 









<그림 10> 정률제 하 수입 구조

이러한 정률제 하에서는 <그림 10>과 같이 가맹점의 결제건당 평균 매출 수
준에 따라 결제건수가 증가할 때 수입이 증가하는 속도가 다르다. 즉, 건당 평균
매출 규모가 큰 가맹점의 결제건수 증가에 따른 밴수수료 증가율이 매출 규모가
작은 가맹점보다 높다( 의 기울기가  의 기울기보다 크다).
정률제 하 비용 구조는 기본적으로 변화가 없으나, 가맹점별로 나타내면 다음
과 같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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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정률제 하 수입․비용 구조

그 결과 결제건수뿐만 아니라 가맹점의 건당 평균 매출 규모 역시 이윤극대화
를 위한 가맹점 유치 전략에 중요한 변수가 된다. 예컨대, <그림 11>처럼 가맹점
의 특성을 결제건수와 건당 평균 매출 규모에 따라 [A], [B], [C], [D]로 나눌 때,
정액제 하에서는 [A]와 [C]가 무차별하고 [B]와 [D]가 무차별하지만, 정률제 하
에서는 [A]≺[C]이고, [B]≺[D]가 된다. 이때 [B]와 [C] 간 선호 관계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것이지만, 건당 평균 매출 규모가 작으면서 결제건수는 많은
[B] 특성의 가맹점이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전환됨에 따라 밴사의 관심이 줄어드
는 대상이 된다. 반대로 건당 평균 매출 규모가 크면서 결제건수가 적은 [C] 특
성의 가맹점은 이전보다 밴사의 입장에서 유리하지만, 불가피한 고정비용을 감안
하면 여전히 수입보다 비용이 큰 상황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밴수수료의 정
액제에서 정률제로의 이행이 밴사가 유치하는 가맹점에 대한 선호에 변화를 가
져올 것에 주목하고, 이용할 수 있는 자료를 통해 최대한 그 방향성을 예측한다.
이하에서는 한국신용카드VAN협회를 비롯해 산업 내 12개 밴사 중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제공한 11개 밴사의 협조로 취득한 2013～2015년 연간 영업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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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바탕으로 비용 및 수입 구조를 파악한다.10)
2. 밴수수료 수입 구조

밴수수료는 크게 매입수수료와 승인수수료로 나눌 수 있다. “VAN 시장 구조
개선방안 공청회”(2013)에서 정리한 바에 따르면 신용카드 사용과 관련된 밴서비
스의 흐름으로 보면 ‘승인’ 업무가 가장 먼저 발생한다. 밴사는 카드사와 가맹점
간 카드 유효성(거래정지 여부, 거래 한도 확인) 승인을 전산으로 중개하고 카드
사에 전산 장애가 발생하면 대행 승인도 수행한다. 거래 유형에 따라 크게 일반
(오프라인)거래와 온라인거래로 나뉜다. 신용카드 이용 거래로 가맹점은 매출채
권을 갖게 된다. 카드사는 이를 ‘매입’하여 거래를 확정하고 가맹점에 결제대금을
지급하는데, 이 과정에서 밴사는 승인 내역 중 중복 승인이나 전화 승인 등 매입
보류건을 확인하고 매입 데이터를 가맹점별로 확정하여 카드사별 양식으로 전환
해준다. 마지막으로 매입 과정에 포함되는 ‘증빙 확인’ 절차가 있다. 종이전표를
사용하는 방식(Data & Draft Capture: DDC)은 밴대리점이 가맹점을 직접 방문
하여 수거하고, 사인패드를 이용하는 방식(Data & Electronic Signature Capture:
DESC)은 서명 이미지 데이터를 공인 전자 문서 보관소로 자동 전달한다. 대형
가맹점의 경우 매입 데이터를 직접 확인(Electronic Data Interchange: EDI 방식)
하여 이 부분의 밴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다.
지난 3년간 밴사의 수수료 수입과 승인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했다(<표 3>,
<그림 12> 참조). 그러나 승인건수의 증가율이 더 높아 평균 총수수료와 평균
승인수수료는 각각 96.3원에서 94.8원, 65.5원에서 61.7원으로 감소했다.
<표 3> 수수료와 승인건수 추이
연도
2013
2014
2015

매입수수료
2,424
2,773
3,155

승인수수료
5,161
5,708
6,282

(단위: 억 원, 억 건, %)
승인건수
건수 증가율
79
89
13.6
102
13.8

10) 데이터의 질에 따라 부분적으로 일부 밴사의 자료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또한 일부 변수는
2016년 상반기 자료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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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수수료 수입 특성과 추이

<표 4> 업무 종류별 수수료 수입 비중 추이
매입 Data-Capture
Draft-Capture
Signature-Capture
ESC
EDI
기타(배치 등)
승인 일반거래
온라인
해외 카드
취소
기타 별도 단가
주: 10개사 제공 자료로부터 계산.

2013년
31.9
6.2
46.1
10.7
4.9
0.3
90.1
6.4
0.4
0.6
2.5

2014년
31.7
5.2
47.3
10.9
4.7
0.3
92.6
3.9
0.4
0.7
2.4

2015년
31.9
4.4
48.3
10.4
4.7
0.3
93.0
3.8
0.4
0.7
2.0

(단위: %)
2016년
상반기
33.0
4.0
47.1
10.6
4.9
0.4
93.3
3.8
0.5
0.6
1.8

수수료 수입 차원에서 중요한 업무는 매입에서는 DESC 방식, 승인에서는 일
반거래이다(<표 4>, <그림 13> 참조). 매입방식은 크게 DDC, DESC(비씨카드의
경우 ESC), EDI로 나눌 수 있는데,11) 종이전표에서 수수료가 더 저렴한 사인패
드로 전환되면서 Signature capture만으로도 매입수수료 수입 중 지속적으로
11) DDC는 Data capture와 Draft(종이전표) capture의 결합, DESC는 Data capture와
(electronic) Signature capture의 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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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승인수수료는 전체의 90% 이상이 일반거래에서 발생
하고 증가 추세에 있다. 인터넷 쇼핑이나 모바일 결제가 증가하고 있지만 수수료
수입 차원에서는 일반거래 증가 속도가 더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3> 업무 종류별 수수료 수입 비중 추이

주: 11개사 제공 자료로부터 계산(승인업무는 10개사).

수수료 수입과 건수를 통해 계산된 업무 종류별 평균 수입은 <표 5>와 <그
림 14>에 나타나 있다. 매입수수료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DESC 방식은
2016년 상반기 기준으로 건당 48.1원의 수입(Data capture 19.0원+Signature
capture 29.1원)을 발생시켰다. 승인업무의 대표격인 일반거래의 수수료 단가는
2016년 상반기 기준으로 60.0원인데, 일반거래 수수료 단가 역시 주요 매입수수료
단가처럼 하락한 것을 알 수 있다. 수수료 단가 하락률보다 건수 상승률이 커서
결과적으로 수수료 수입은 증가했다. 결과적으로 가장 비중이 큰 일반거래 승인
과 DESC 매입 방식을 조합한 ‘대표적 결제 상황’의 수입은 2013년 124.6원에서
2016년 상반기 108.1원으로 하락했다(<표 5> 참조).
이러한 결과는 10～11개 밴사의 평균치이므로 밴사가 수수료 단가를 정하는데
있어서 시장지분(M/S)에 따른 교섭력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승인건수를 기준
으로 한 각 밴사의 시장지분 대비 일반거래 수수료와의 관계(<그림 15> 참조)
및 Signature capture 수수료와의 관계(<그림 16> 참조)를 보았다. 만약 밴사의
규모가 수수료 협상에 교섭력을 발휘할 수 있으면 시장지분과 수수료 간 양(+)의
상관관계가 관찰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최소한 2015년에는 그런 관계가 나타
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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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업무 종류별 건당 평균 수입 추이
매입

Data-Capture
Draft-Capture
Signature-Capture
ESC
EDI
기타(배치 등)
승인 일반거래
온라인
해외카드
취소
기타 별도 단가
대표적 결제 상황 수입
(일반거래+DESC)

2013년
19.6
34.8
36.4
19.4
5.1
5.8
68.5
56.5
53.2
42.1
48.6
124.6

2014년
19.4
35.0
36.3
19.4
5.1
5.9
67.0
43.9
58.0
41.3
47.2
122.7

2015년
19.4
35.4
32.2
19.2
5.0
6.0
64.0
41.4
52.5
40.7
42.4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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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원)
2016년
상반기
19.0
31.0
29.1
19.5
5.1
6.4
60.0
38.7
52.1
37.2
31.3
108.1

3. 밴서비스 비용 구조

수수료와 달리 밴서비스의 비용은 서비스의 양(건수)에 따라 산출하는 것이
쉽지 않다. 수수료 수입은 서비스 건수에 따라 수수되지만, 비용은 단말기 유지나
가맹점 모집, 판매 및 관리비 등 서비스 건수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비용이 상당
부분 존재하기 때문이다. 또한 서비스 건수에 대해 밴대리점에 지급하는 비용이
존재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 또한 변동비용으로 보기 어렵다. 밴사가 밴대리점
에 지급하는 수수료는 밴수수료처럼 결제 건당 일정액으로 지출되어 밴사 입장
에서는 변동비용으로 간주하지만, 실제로 대리점 지급수수료는 가맹점을 모집한
것에 대한 성과급의 의미가 더 강하다. 대리점이 가맹점 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서비스량(결제건수)에 비례하는 기여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
이다. 예컨대, 각 승인 건의 처리는 밴사의 전산에 의존하지 밴대리점이 개입하지
않는다. 밴대리점이 밴서비스 공급량과 연동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는 종이전
표 수거이다. 특히, 최근에는 종이전표가 발생하지 않는 사인패드를 이용해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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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미지로 저장되기 때문에 실제로 대리점이 직접 수거해야 하는 전표 수집
업무는 크게 축소되었다.
<그림 14> 업무 종류별 평균 수입 추이

주: 11개사 제공 자료로부터 계산(승인업무는 10개사).

<그림 15> 각 밴사 M/S와 일반거래 수수료의 관계

주: 10개사 제공 자료로부터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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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자료로부터 경제적 비용을 명확하게 분리할 수 없기 때문에 회계적 비용
을 최대한 경제학적으로 해석해 보기로 한다. 밴비용은 주로 밴대리점에 지급하
는 매출원가와 밴사의 판매 및 관리비로 구성된다(<표 6> 참조). 매출원가와 판
매 및 관리비 비율은 대략 3:1 정도이고 매출원가는 다시 상품, 용역, 기타에 대
한 부분으로 나뉘는데, 매출원가에서는 용역매출원가가 2015년 기준 66.3%로 압
도적인 비중을 차지한다. 가장 비중이 큰 용역매출원가의 구성 항목은 거래조회
서비스(승인 관련), 매입 관련 서비스, 가맹점 모집 비용, 기타 등으로 나뉜다.
<표 6> 회계적 비용의 구성
매출원가
상품매출원가
용역매출원가
기타 매출원가
판매 및 관리비

2013년
74.3
(3.4)
(66.9)
(4.0)
25.7

2014년
73.4
(2.6)
(66.9)
(3.9)
26.6

<그림 16> 각 밴사 M/S와 Signature capture 수수료의 관계

주: 10개사 제공 자료로부터 계산.

(단위: %)
2015년
73.3
(3.4)
(66.3)
(3.5)
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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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서비스의 비용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변동비와 고정비로 나누는 것이
필요한데, 회계 자료 자체의 한계로 경제학적 변동비와 고정비로 나누는 것이 불
가능하다. 진정한 의미의 변동비는 해당 건을 처리하는데 동원된 자원의 비용, 즉
밴서비스 한 건이 추가될 때 네트워크상 부여되는 부담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
이어야 하는데, 경제학적으로 이 비용은 0에 가까울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회
계 자료상에서는 각 서비스 건에 대해 대리점에 지급하는 비용이 변동비로 잡히
고 있다. 현실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료는 회계적 변동비밖에 없으므로 <표
7>과 같이 서비스 건에 대한 비용은 변동비에 포함하고 나머지 전체는 고정비로
간주하기로 한다. 이에 따라 분류했을 때 10개 밴사의 비용 평균 비중은 <표 8>
과 같다.
<표 7> 변동비와 고정비의 구분
변동비

매출원가

고정비

매출원가

판매 및 관리비

회계적 항목
용역매출원가
거래조회서비스(승인)
오프라인 거래 승인 대리점수수료
온라인 거래 승인 대리점수수료
매입 관련 서비스
DDC
DESC
EDI
전표비용(종이 등)
상품매출원가
용역매출원가
거래조회서비스(승인)
기타
매입 관련 서비스
기타
가맹점 모집 비용
기타
기타 매출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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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변동비와 고정비의 비중
매출원가
판매 및 관리비

변동비
고정비
고정비

2013년
53.8
20.5
25.7

2014년
52.9
20.5
26.6

<표 9> 주요 업무 종류별 평균 변동비용
2013년
2014년
승인비용
37.6
35.5
일반거래(오프라인)
40.3
38.0
온라인주
9.2
14.0
매입비용
20.9
22.2
DDC
31.4
36.9
DESC
23.0
24.8
EDI
1.5
1.2
전표비용
4.5
4.2
대표적 결제 상황 비용
63.4
62.8
(일반거래+DESC)
주: 온라인 거래승인서비스 관련 비용이 발생하는 6개 밴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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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2015년
52.2
21.2
26.7
(단위: 원)
2015년
30.1
31.6
13.2
22.1
42.9
24.9
1.2
4.0
56.5

이와 같은 분류 하에서 업무별 평균 변동비용 추이는 <표 9>에 나타나 있다.
앞 절에서 평균 수입이 감소 추세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일반거래 평균
승인비용에서는 감소 추세가 나타났으나(2013년 건당 40.3원→2015년 31.6원), 매
입건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DESC의 평균 비용은 약 2원 상승했다.12) 결과적으
12) 중요성이 가장 큰 일반거래의 변동비용에 혹시 고정비적 요소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각
밴사 일반거래 결제건수와 평균 승인비용 간에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지 확인해 보았다.
고정비의 경우 생산량(서비스 건수)이 늘어나면 항상 평균 고정비용은 감소하므로 결제건
수와 평균 승인비용에 그러한 관계가 나타나는지 본 것이다. 그 결과 일반거래 결제건수
와 평균 승인비용 간에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다른 각도에서 보면, 밴사의 결제건
수가 많아도 대리점에 지급하는 평균 수수료가 낮아지지 않는 것은 밴사가 대리점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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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대표적 결제 상황(일반거래(오프라인)+DESC)의 건당 평균 비용은 2013년
63.4원에서 2015년 56.5원으로 감소했다. 같은 기간 해당 결제 상황의 건당 평균
수입이 124.6원에서 115.6원으로 감소했으므로 건당 마진은 61.2원에서 59.1원으로
약 2원 감소한 셈이다.
<표 10> 고정비의 구성 비중
매출원가

상품매출원가
용역매출원가
거래조회서비스(승인)
기타
매입 관련 서비스
기타
가맹점 모집 비용
기타
기타 매출원가
판매 및 관리비

(단위: %)
2015년
6.9
32.2

2013년
6.9
32.4

2014년
5.4
32.4

5.7

3.8

3.7

0.7
12.3
13.7
8.2
52.5

0.6
14.0
13.9
7.9
54.3

0.4
14.9
13.3
7.1
53.7

한편, 밴서비스의 고정비는 총비용에서 변동비를 제외한 부분으로 결제건수가
전혀 없더라도 단기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다. 밴사의 판매 및 관리비나 가맹점
설치․유지에 따른 비용이 대표적인데, 고정비는 다시 가맹점에 대한 고정비와
변동비 두 가지 개념으로 나눌 수 있다. 즉, 가맹점이 전혀 없더라도 단기적으로
발생하는 밴사의 판매 및 관리비를 가맹점에 대한 고정비로, 가맹점 개수가 증가
함에 따라 증가하는 (결제건수에 대한 변동비를 제외한) 매출원가를 가맹점에 대
한 변동비로 보는 것이다. <표 10>에 따르면 고정비 중에서는 판매 및 관리비가
반을 넘고 매출원가 중에는 가맹점 모집 비용과 기타 용역매출원가 비중이 높은
편이다.13) 다소 복잡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결제건수에 따라 변하는 비용을 변동
교섭력이 크지 않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도 있다. 대형 밴사가 대리점에 지급하는 수수료
의 결정력이 크면 결제건수가 많을수록 평균 수수료는 낮아졌을 것이기 때문이다.
13) 기타에 포함되는 항목과 금액이 밴사마다 달라 구체적으로 어떤 명목의 비용이 대리점에
지출되는지 일관성 있는 비교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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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그 외 고정비 중 매출원가에서 변동비를 제외한 부분을 가맹점에 대한 변동
비(가맹점 수에 따라 변하는 비용), 판매 및 관리비를 가맹점에 대해서도 고정비
인 것으로 간주하고 논의를 진행하기로 한다.
고정비를 가맹점에 대한 고정비와 변동비로 구분하여 파악하기 위해서는 각
밴사의 거래 가맹점 수가 필요하다. 거래 가맹점 수에 대한 자료가 3개 밴사에
대해서만 수집되었기 때문에 나머지 밴사의 가맹점 수는 일반거래 승인건수의
각사 비중을 이용하여 추산하였다(<표 11> 참조). 이하에서는 추산 결과 중 ‘(가)
사 기준’ 결과를 이용하기로 한다.14) 이렇게 추산된 각 밴사 가맹점 수와 매출원
가의 고정비 부분(가맹점에 대한 변동비), 판매 및 관리비(가맹점에 대한 고정비)
의 관계를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그 결과 가맹점 수와 고정매출원가(가맹점에
대한 변동비)는 뚜렷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고(<그림 17> 참조), 가맹점 수와
판매 및 관리비(가맹점에 대한 고정비)는 별다른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그
림 18> 참조). 따라서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고정비를 가맹점에 대해 다시 변동비
와 고정비로 나눈 분류는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해서는 크게 문제되지 않으리라
판단된다.
<표 11> 가맹점 수의 추산
(가)사 기준
(나)사 기준
(다)사 기준

2013년
2,360,552
2,387,828
2,753,637

2014년
2,406,028
2,577,437
2,711,768

(단위: 개)
2015년
2,499,869
2,843,818
2,811,360

14) 금융위원회의 2015년 11월 2일 보도 자료에 따르면 전체 가맹점의 97%에 해당하는 가맹
점 수가 238만 개라고 밝혔으므로, 전체 가맹점 수는 약 245만 개다. <표 11>의 추산 결
과 중에는 ‘(가)사 기준’이 이에 가장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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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각사 추정 가맹점 수와 고정매출원가

주: 10개사 제공 자료로부터 계산.

<그림 18> 각사 추정 가맹점 수와 판매 및 관리비

주: 10개사 제공 자료로부터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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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사의 비용 관련 회계 자료와 추산한 가맹점 수를 이용하여 가맹점당 평균
고정비용을 추산한 결과가 <표 12>에 나타나 있다. 이에 따르면 가맹점당 고정
비는 2013년 약 18만 5,000원에서 2015년 약 21만 1,000원으로 증가했다. 추산된
가맹점 수가 증가 추세에 있으나 이보다 빠른 속도로 총고정비가 증가한 결과이
다. <그림 19>는 전체 고정비에서 가맹점에 대한 고정비(판매 및 관리비)와 변동
비(고정 매출원가)의 구성을 요약해 보여 주고 있다. 10개 밴사의 평균 판매 및
관리비는 약 500억 원으로 계산되었고, 가맹점당 고정매출원가의 비율로 고정비
가 증가하는 구조이다.
<표 12> 가맹점당 고정비용
가맹점당 고정비(A+B)
가맹점당 고정매출원가(A)
가맹점당 판매 및 관리비(B)

2013년
184,985
87,919
97,065

2014년
203,415
92,966
110,449

(단위: 원)
2015년
210,726
97,607
113,119

<그림 19> 가맹점 수에 따른 밴사 고정비 구조(2015년 기준)

이상과 같이 밴서비스에 대한 밴사의 수수료 수입과 비용 구조를 파악해 보았
다. 지난 3년 동안 주요 매입수수료와 승인수수료 모두 총액은 증가하고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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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수 증가율이 더 커서 평균 단가는 감소하고 있다. 비용의 경우 밴대리점에 지
급하는 변동비는 매입 부분에서는 증가했으나 승인 부분에서는 이보다 큰 폭으
로 감소하여 평균 변동비용은 감소했다. 결과적으로 평균 수입과 평균 변동비용
의 차이는 감소해 왔다. 고정비는 결제건수에 대한 고정비로, 이는 개념적으로 가
맹점에 대한 변동비와 고정비로 나눌 수 있다. 가맹점당 고정비는 증가 추세를
보였다.
Ⅳ. 정률제 이행의 영향
1. 밴산업의 수입

2015년 신용카드사의 가맹점수수료가 다시 인하되면서 신용카드사의 수익성
악화 개선 방안으로 밴수수료 인하가 주목받았다. 그 결과 2015년 후반부터 대부
분의 신용카드사들이 밴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건당 일정 금액(정액제)에서 결
제금액의 일정 %(정률제)로 전환했다.15) 이러한 변화는 1차적으로 밴산업의 수
익성, 특히 수입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즉, 정률제 하에서는 <그림 11>과 같이
수입 구조에 변화가 생긴다. 정액제에서 정률제로의 이행으로 밴사의 수입은 결
제건수 이외에 건당 결제금액에 영향을 받는다. 건당 결제금액 규모가 증가하는
추세라면 수입이 증가할 수 있다. 또한 건당 결제금액 규모가 감소하는 추세라도
전체 결제건수 증가가 이를 상쇄할 만큼 크다면 수입에의 영향이 크지 않을 수
있다.
정률제 이행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먼저 정액제 하에서의 밴사 이익을 정리
한다. <표 5>와 <표 9>, <표 12>를 이용하여 ‘대표적 결제 상황’(일반거래
+DESC)을 가정한 밴사의 손익분기(Break-even Point: B.P.) 결제건수를 계산하
면 <표 13>과 같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2015년 기준 결제건수에 따른 개별 가
맹점의 수입 및 비용 구조를 도식화하면 <그림 20>과 같다. 손익분기 결제건수
는 2013년 3,021건에서 2015년 3,567건으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2015년에 월
평균 결제건수가 약 300건을 넘어야 밴사 입장에서 해당 가맹점으로부터 순이익
이 발생했다는 의미이다. 손익분기 결제건수가 증가한 것은 가맹점당 고정비용이
증가하는 동시에 결제 건당 마진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15) 신용카드사 중 시장지분이 가장 적은 2개사는 2016년 1월 현재 정액제를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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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정액제 하 B.P. 가맹점 규모(결제건수 기준)
2013년
건당 수수료(평균 수입)*
124.6
평균 변동비용*
63.4
건당 마진(A)
61.2
가맹점당 고정비용(B)
184,984.6
B.P. 결제건수(B/A)
3,021
월평균 B.P. 결제건수
252
일평균 B.P. 결제건수
8
주: *는 대표적 결제 상황(일반거래+DESC).

2014년
122.7
62.8
59.9
203,415.1
3,393
28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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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원, 건)
2015년
115.6
56.5
59.1
210,725.8
3,567
297
10

<그림 20> 결제건수에 따른 가맹점 수입 및 비용 구조(2015년 기준)

정률수수료는 각 밴사와 각 신용카드사가 결정하는 것으로, 밴사마다, 한 밴사
에 대해서도 신용카드사마다 다를 수 있다. 그러나 계약된 수수료 수준은 영업상
기밀사항이어서 직접 알 수는 없다. 따라서 <표 14>에서는 밴사들이 정률제를
가정하고 예측한 수입 자료로부터 주요 업무별 평균 수수료율을 추산하였다. 평
균 수수료율은 일반결제 승인건에 대해서는 0.16%로 계산되어, 예컨대 만 원짜리
승인 건이 발생하면 16원의 수수료가 발생한다.16) 건당 정액수수료가 64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결제금액이 39,000원이 넘어야 밴사의 일반결제 건당 수입이 감소
16) 일반결제 평균 수수료율은 0.16%이지만 각 밴사별로 보면 <표 14>와 같이 0.12%에서
0.17%까지 수수료율이 다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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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매입의 대표적 형태인 DESC 수수료율은 0.05%로 추산
되었는데,17) 결제금액이 10만 원 정도가 넘어야 밴사의 DESC 건당 수입이 감소
하지 않는다는 결과이다. 대표적 결제 상황(일반결제+DESC)을 가정하면 평균 수
수료율은 0.22%이고, 정액수수료 수입과 대등한 수입을 일으키는 결제금액은 약
54,000원 정도로 추산된다.
<표 14> 정률수수료율 평균 추정과 정액수수료와의 비교(2015년 기준)
평균
최소
최대 정액수수료
승인 일반결제
0.16
0.12
0.17
64.0
온라인
0.05
0.05
0.06
41.4
매입 DDC
0.05
0.03
0.06
54.8
DESC(ESC)
0.05
0.03
0.06
51.6
EDI
0.01
0.01
0.03
5.0
대표적 결제 상황
0.22
115.6
(오프라인+DESC)
주: 9개사 제공 자료로부터 계산. *는 정액수수료를 정률수수료율로 나누어 계산.

<표 15> 결제금액 규모별 거래건수 비중(각 연도 4월 기준)
2013년
1,000원 미만
1.2
5,000원 이하
18.2
1만 원 이하
16.7
3만 원 이하
29.8
5만 원 이하
14.0
10만 원 이하
12.7
30만 원 이하
5.6
50만 원 이하
1.0
100만 원 이하
0.6
100만 원 초과
0.3
5만 원 이하 비중
79.8
주: 11개사 제공 자료로부터 계산.

2014년
1.4
19.9
17.5
29.7
12.9
11.8
5.1
0.9
0.5
0.3
81.4

2015년
1.5
21.1
18.9
29.6
12.6
10.3
4.5
0.8
0.5
0.3
83.7

(단위: %, 원)
정액 대등
결제금액*
39,176
77,365
112,835
99,511
37,081
53,718

(단위: %)
2016년
1.6
22.8
19.6
29.1
11.9
9.4
4.1
0.7
0.4
0.3
85.1

17) DESC 수수료율 역시 각 밴사별로는 최소 0.03%에서 최대 0.06%까지 다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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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사 입장에서의 문제는 신용카드 사용이 대중화되면서 소액 결제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표 15>와 <그림 21>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1만 원 이하 결제
금액 구간의 거래건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중 1,000원 미만 결제
거래건수 비중은 2013년 4월 기준 1.2%에서 2016년 4월 기준 1.6%로 증가했는
데, 이는 30만 원 초과 100만 원 이하 구간의 비중 감소와 거의 비슷한 규모이다.
수수료 정액제와 비교할 때 5만 원 이하 결제에서는 정률수수료가 정액수수료보
다 적은데, 이 구간 결제건수가 급격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5만 원 이하 결제
비중은 2013년 4월 기준 79.8%에서 2016년 4월 기준 85.1%로 5.3%p 증가한 것
이다. 반대로 정률수수료가 유리한 5만 원 초과 결제 비중은 20.2%에서 14.9%로
감소했다. 물론 승인건수 증가율이 연간 13%를 상회하기 때문에(<표 3> 참조) 5
만 원 초과 구간의 결제건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기는 한다.
<그림 21> 결제금액 규모별 거래건수 비중 추이

정률제 이행 시점부터 밴수수료가 급격히 감소하는 것과 별도로 장기적으로도
꾸준히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 5만 원 이하 결제 비중이 2020년 92%가 넘을 것
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표 16>은 선형 회귀식을 이용하여 결제건수와 각 결
제 구간별 비중 및 평균 결제금액을 예측한 것이다. 또한 예측치들을 이용하여
계산한 밴산업 전체 수입 규모도 제시되어 있다. 시계열이 짧아 각 금액 구간별
예측에는 오차가 클 수 있으나 5만 원 이하 구간의 추세는 비교적 뚜렷이 나타
난다고 볼 수 있다. 결제건수가 가장 많은 구간은 2013～2016년 4월 기준으로 1
만 원 초과 3만 원 이하 구간이지만, 2020년경에는 1,000원 초과 5,000원 이하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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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 결제건수, 결제금액 규모별 결제건수 비중 및 평균 결제금액 예측

(단위: 백만 건(A), %(B), 원(C), 백만 원(D))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결제건수(A)
14,099
15,455
16,811
18,167
비중 평균 금액 비중 평균 금액 비중 평균 금액 비중 평균 금액
(B) (C) (B) (C) (B) (C) (B) (C)
1,000원 미만
1.8
670 1.9
651 2.0
632 2.2
614
5,000원 이하
24.3 3,324 25.8
3,351 27.3
3,378 28.8
3,405
1만 원 이하
20.7 7,548 21.8
7,562 22.8
7,575 23.8
7,588
3만 원 이하
29.0 18,721 28.8 18,650 28.6 18,580 28.4 18,509
5만 원 이하
11.2 40,414 10.6 40,169 9.9 39,925 9.3 39,680
10만 원 이하
8.1 82,254 7.0 82,499 5.8 82,745 4.7 82,991
30만 원 이하
3.6 174,094 3.1 174,787 2.6 175,480 2.1 176,173
50만 원 이하
0.6 398,786 0.5 398,161 0.4 397,536 0.3 396,911
100만 원 이하 0.4 711,019 0.3 712,266 0.3 713,512 0.2 714,759
100만 원 초과 0.3 1,000,000 0.2 1,000,000 0.2 1,000,000 0.2 1,000,000
5만 원 이하 비중 87.0
88.8
90.6
92.4
밴수입 규모(D)
1,025,303
1,025,428
1,007,965
972,841
주: 각 연도의 예측치는 2013～2016년 결제건수와 4월 기준 결제금액 규모별 결제건수 비중 및
평균 금액을 종속변수로, 자연수 1～4를 독립변수(시간추세변수)로 단순 선형회귀식을 추정
한 결과 추세선상의 수치임.18) 수치 간격이 연도별로 일정하지 않은 일부 수치는 반올림
때문에 나타남. 100만 원 초과 결제금액은 100만 원으로 정률수수료가 계산되므로 100만
원으로 표시. 밴산업 전체 수입 규모(D)는 각 결제구간에 대해 A×B×C×0.22%(정률수수료
율)를 계산한 후 합산한 것임.

간이 결제건수가 가장 많은 구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1만 원 초과 3만
원 이하 구간의 감소세와 1,000원 초과 5,000원 이하 구간의 비중 증가세가 유지
된다면 2020년 28%대에서 비중이 역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결제금액이 소액화하
는 동시에 결제건수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밴산업 수입 규모의 증감은 단순히
예측하기 어렵다. 그러나 <표 16>의 예측치를 이용하여 밴산업 전체의 수입 규
18) <표 16>의 예측치는 이용 시계열이 4기로 매우 짧기 때문에 통계적 유의성을 갖지 못한
다. 또한 비중의 경우 구간별로 추세선을 구했기 때문에 그 예측 비중의 합이 100%가 담
보되는 것이 아니나, 소수점 아래 둘째 자리의 올림 또는 내림 정도의 조정으로 합계가
100%가 되었다. 이로부터 각 구간의 추세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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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를 추산해 보면 2018년까지는 결제건수 증가의 영향으로 증가하지만 이후에는
소액화의 영향이 더 강하여 감소할 것으로 나타난다. 물론 이는 제한된 데이터와
매우 단순한 추세 분석에 근거한 것이므로 확대 해석을 경계해야 하지만, 기존의
결제건수 중심의 비용 구조가 유지된다면 정률제 전환으로 밴산업의 수익성은
수년 안에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2. 가맹점 선택

정률제가 정착된다면 밴사 입장에서 선호하는 가맹점의 유형이 바뀌게 된다.
정액제 하에서는 결제건수가 많을수록 좋다면, 정률제 하에서는 매출 규모가 클
수록 좋은 것이다. 여기서는 일부 밴사의 보유 가맹점 연 매출 규모에 따른 분포
및 특성을 이용하여 정률제 전환에 따른 밴사 가맹점 선호의 변화를 예상해 본
다.19) <표 17>은 두 개 밴사 보유 가맹점의 연매출 규모별 평균 건당 거래금액
과 가맹점당 거래건수를 계산한 결과를 보인다.20) 두 개 회사가 보유한 가맹점
특성이 차이가 있으나, 정액제 하에서 2015년 기준 두 회사 모두 2억 미만 가맹
점에서는 평균적으로 손익분기점을 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밴사 입장에서 가맹
점당 손익분기 결제건수가 2015년에 약 3,500건이었기 때문이다. 정률제 전환 상
황을 2015년에 적용시켜 보면 건당 결제금액이 약 54,000원을 초과해야 정액제만
큼 수입이 발생하므로 (가), (나) 두 회사 모두 연매출 1,000억 원 넘는 가맹점에
서나 평균적으로 가능한 상황이다.
밴사마다 보유 가맹점의 특성이 다를 수 있고 데이터가 제한적이긴 하지만 정
률제 효과를 가맹점 유치 차원에서 좀 더 논의하기 위해 <표 18>에서는 두 개
밴사 2015년 자료로부터의 가맹점 연매출 규모 구간 평균 건당 거래금액, 가맹점
당 거래건수, 건당 평균 수입을 추산하였다. 건당 평균 수입은 건당 거래금액에
정률수수료율(대표적 결제 상황 가정)을 곱해 구한 것이다. 평균 수입 계산의 한
가지 문제점은 정률제의 경우 100만 원 이상 결제건을 100만 원으로 간주하여
수수료가 부과되는데 가맹점의 결제금액 분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고려하지 못
했다는 점이다. 따라서 건당 평균 수입은 실제보다 과대 추산되었다.
19) <그림 11>의 A～D에 해당하는 가맹점을 분류하여 수집된 자료가 있으면 본 분석에 적합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이러한 자료를 취득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20) <표 17>의 (가), (나)사는 매출 규모로 보았을 때 대형 밴사와 중형 밴사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회사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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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 가맹점 규모에 따른 특성

건당
거래금액

가맹점당
거래건수

(가)사
(나)사
(가)사
(나)사

2013년
2014년
2015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3년
2014년
2015년

2억 미만
28,380
27,168
27,594
41,300
36,581
35,208
1,185
1,276
1,293
794
885
973

(단위: 원, 건)

가맹점 연매출 기준
2억～1,000억 1,000억 초과
37,388
89,592
32,839
118,438
28,949
125,745
60,165
49,569
54,654
55,971
49,451
52,038
14,883
4,205,551
16,798
4,016,091
18,854
4,060,071
9,163
4,222,081
8,862
4,146,319
6,986
5,647,947

<표 18> 가맹점 규모에 따른 건당 평균 수입 추산(2015년)

(단위: 원, 건)

가맹점 연매출 기준
2억 미만
2억～1,000억 1,000억 초과
건당 거래금액
29,501
34,475
87,778
전체 가맹점당 거래건수
1,194
12,932
4,747,605
평균
건당 평균 수입
64.9
75.8
193.1
건당 거래금액
31,401
39,200
88,891
평균의 가맹점당 거래건수
1,133
12,920
4,854,009
평균
건당 평균 수입
69.1
86.2
195.6
주: 1) 전체 평균: 두 개 밴사 자료를 통합하여 건당 거래금액과 가맹점당 거래건수 구함.
2) 평균의 평균: 두 개 밴사 각각의 평균으로부터 단순 평균을 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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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8>과 <표 9>, <표 12>의 건당 평균 수입, 건당 평균 변동비용, 가맹점
당 고정비용을 바탕으로 가맹점 연매출 규모별 손익분기 결제건수를 계산한 결
과는 <표 19>와 같다. 건당 평균 수입은 전체 평균 방식을 이용한 것이다. 그 결
과 각 구간의 손익분기점 결제건수는 약 25,167건, 10,909건, 1,543건으로 계산되
었다. 이러한 손익분기 결제건수를 <표 18>의 연매출 규모별 가맹점당 평균 거
래건수와 비교해 보면 연매출 2억 원을 초과하는 가맹점에서 이 분기점을 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연매출 2억 원 초과 가맹점 수는 2015년에 17%에 불
과하다. <그림 22>는 결과를 도식화하고 있는데, 가맹점당 비용 구조가 일정하게
유지될 때 수입 구조와 손익분기점 결제건수가 가맹점 특성에 따라 변하면서 밴
사 입장에서 유리한 가맹점은 복잡하게 변함을 짐작할 수 있다.
<표 19> 정률제 하 가맹점 규모별 B.P. 결제건수 추산(2015년)
수입)*

건당 수수료(평균
평균 변동비용*
건당 마진(A)
가맹점당 고정비용(B)
B.P. 결제건수(B/A)
월평균 B.P. 결제건수
일평균 B.P. 결제건수
주: 대표적 결제 상황(일반거래+DESC).

2억 미만
64.9
8.4
25,167
2,097
69

(단위: 원, 건)
가맹점 연매출 기준
2억～1,000억
1,000억 초과
75.8
193.1
56.5
19.3
136.6
210,725.8
10,909
1,543
909
129
30
4

자료에 한계가 있지만 이상의 결과를 보면 영세 가맹점으로 분류되는 연매출
2억 미만의 가맹점은 평균적으로 밴사에 이익이 되지 못하게 될 것을 알 수 있
다. 결과적으로 매출 규모가 큰 가맹점으로부터 영세 가맹점에 교차지원이 발생
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는 다른 모든 여건에는 변화가 없으면서 수수료만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뀔 때를 가정한 것이고, 데이터의 한계로 통계적 유의성
이 담보되지 않은 평균치들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해석에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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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가맹점 규모별 결제건수에 따른 이익 구조(추산 정률 이용)
2억 미만

2～1,000억

1,000억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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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맺음말

정부가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에 개입하여 인하하면서 신용카드사의 수익 구
조 악화 부담을 덜어주고자 밴수수료 인하 가능성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 결
과 밴사가 대형 가맹점에 지급하는 리베이트를 대형 가맹점의 범위를 확대하며
두 차례에 걸쳐 금지하였고, 신용카드사들은 2015년 말부터 자체적으로 밴수수료
를 정률제로 전환하여 사실상 밴수수료 인하를 시행하였다. 밴수수료가 정률제로
바뀌게 됨에 따라 건당 매출 규모가 작은 가맹점에 대한 밴사의 영업상 관심은
감소할 수밖에 없다. 가맹점 모집 및 관리에 소요되는 고정비용을 결제 관련 수
수료와 별도로 수수해야 할 필요가 생겼지만, 이 경우 매출 규모가 작은 가맹점
의 수수료를 인하해 온 정부의 의도에 반하게 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제재 대상
이 될 우려가 있다. 그러나 영세 가맹점으로부터 발생하는 밴사의 비용을 적절하
게 보전할 방법이 강구되지 않는다면 최악의 경우 밴대리점을 통한 가맹점 유치
활동 자체가 감소할 수 있고, 보전할 방법이 도입된다면 영세 사업자 입장에서는
별도의 비용을 부담하며 신용카드 가맹점이 되는 것을 포기하고자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시장 내에서의 경쟁에 의해 수수료 체계가 변하거나 수수료가 인
하되는 것은 문제가 없다. 그러나 밴서비스 시장은 두 가지 측면에서 원활한 경
쟁이 어려운 점이 있다.
첫째, 밴서비스의 궁극적 구매자인 가맹점이 밴수수료 결정에 관여하지 않는
다. 물론 신용카드사도 밴서비스의 구매자로 볼 수도 있으나 수수료 수입의 규모
를 결정하는 주체는 가맹점이다. 밴수수료를 신용카드사가 지불하다보니 밴사는
가맹점을 상대로 경쟁하기 어렵게 되었다. 따라서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밴수수료
를 가맹점(서비스 구매자)과 밴사(서비스 공급자)가 직접 결정하는 것이다. 이러
한 방안은 이미 “VAN 시장 구조 개선방안 공청회” (2013)에서 제시한 바 있으
나, 당시 대형 가맹점에 대한 리베이트 근절만 강조되고 근본적 해결책이 도입되
지 않았다.
둘째, 밴사의 교섭력이 밴대리점에 대해 대등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밴사는
신용카드사와 가맹점을 잇는 독점적 통로이지만, 가맹점 확보에 있어서는 대리점
에 의존한다. 그런데 대리점은 복수의 밴사와 거래하는 독립대리점 형태가 보편
적이어서 각 밴사별로 전속대리점 비율이 50%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
다. 따라서 대리점에 대해서 교섭력이 약할 때가 많다. 결과적으로 밴사 수익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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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화에 대한 개선 방안이 있더라도 시장 구조상 자체적 협상과 적용이 쉽지 않
은 상황이다.
전술했듯이 밴서비스는 네트워크 구축의 매몰비용 및 네트워크 유지에 따르는
단기적 고정비용의 비중이 크고, 신용카드 결제건당 추가 ‘생산’되는 밴서비스의
한계비용은 크지 않은 특징을 갖고 있다. 따라서 밴사 입장에서 기술적으로 합리
적인 수수료는 네트워크의 감가상각, 신규 투자비용, 네트워크 유지비용 등을 적
절하게 회수할 수 있는 정액제라고 판단된다.21) 현실적으로 정률제를 해야 하는
상황이면 대리점수수료 역시 적절한 정률제로 전환하는 것이 합리적이지만, 복수
의 밴사와 거래하는 대리점이 많아 이러한 전환이 쉽지 않다. 이러한 변화를 시
도하는 밴사는 단기적으로 다른 밴사에 비해 대리점에 대한 경쟁력이 떨어져서
신규 가맹점 확보가 어려워질 것이어서 개별 밴사가 대리점수수료를 정률제로
전환하는 것은 시도조차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밴업계가 공동으로 대응하는
경우 담합의 소지가 있다. 그나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정률제와 정액 기
본 서비스 요금을 결합한 혼합제가 될 수 있다. 예컨대 연매출 2억 원 이하 가맹
점에 대해서는 가맹점당 고정비를 어느 정도 회수할 수 있는 수준의 정액 기본
서비스 요금을 연간 분할로 징구하고 개별 결제 건에 대해서는 정률제 수수료를
적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이 제대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대리점과 가맹점이
밴수수료에 대해 약정하는 내용이 밴사에 공유되어야 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밴수수료의 개편 문제는 다수의 시장참가자들이 연루
되어 있고 일방의 노력으로는 개선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4차 산업혁명의 도래와
함께 신용카드를 기술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지급․결제 수단이 논의되
고 있으나 기존의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 역시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
한 차원에서 밴수수료를 둘러싼 최근의 문제가 시장 친화적인 방법으로 해결되
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본 연구는 선행 연구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밴산업 내 대부분 회사의 영업 데
이터를 이용, 밴수수료의 정률제 전환이라는 산업 내 충격의 영향을 가늠했다는
의의가 있다. 그러나 데이터 정밀성 등의 문제로 신용카드 가맹점에 미치는 효과
를 명확하게 가려내지 못했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밴사로부터 특히 영세 가맹점
이 소외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문제를 감안할 때 데이터의 정밀성을 보
완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21) 그러나 기술적(경제적) 한계비용은 낮은데 대리점에 지급하는 회계적 한계비용이 존재하기
때문에 적정 정액 수수료 수준은 각사 대리점수수료에 영향을 받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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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f the VAN Fee Structural Change
22) Jaihyun

Nahm*․Sejin Min**․Rae Soo Park***

As the merchant fees in the credit card industry had been heavily
intervened by the government, the VAN fees had also been put under the
downward pressure. As the result, the structure of VAN fees recently
changed from the flat-rate to the fixed-percentage. We collect the data of 11
out of 12 VAN firms in the industry and show that the change would reduce
the revenue of the firms because of the increase in the share of small
transactions. The change is also expected to make the VAN firms less
interested in the already-little-attended small-sized merch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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