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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17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

◈ (등록업자 수 : 8,084개) 매입채권추심업자의 증가 등으로

전기 수준 유지 [‘17.6말 8,075개 대비 +9개 (+0.1%)]

  * 개인 대부업자 수(개)    : (’17.6말) 5,700 → (’17.12말) 5,491 (△209)

법인 대부업자 수(개)    : (’17.6말) 2,375 → (’17.12말) 2,593 (+218)

      매입채권추심업자 수(개) : (’17.6말)  844 → (’17.12말)  994 (+150)

◈ (대부규모 : 16.5조원) 대형 대부업자의 영업확대 등으로

대부잔액
*
은 증가 [‘17.6말 15.4조원 대비 1.1조원 증가(+6.9%)]

  * 총 대부잔액(조원)                 : (’17.6말) 15.4 → (’17.12말) 16.5 (+1.1)

자산 100억원 이상 대부업자 (조원) : (’17.6말) 13.5 → (’17.12말) 14.2 (+0.7)

ㅇ 한편, P2P대출 연계 대부업자의 대부잔액* 증가세 지속

    * P2P대출 연계 대부잔액(조원) : (’16.12말) 0.3 → (’17.6말) 0.5 → (’17.12말) 0.9

◈ (거래자 수 : 247.3만명) 저축은행을 인수한 대부업자의 영업

감축*으로 소폭 감소 [‘17.6말 249.5만명 대비 2.2만명 감소(△0.9%)]

  * 거래자수 추이(만명) :     (’17.6말) 249.5 → (’17.12말) 247.3 (△2.2)

    저축은행 인수 계열(만명) : (‘17.6말)  65.5 → (‘17.12말)  61.3 (△4.2)

1  실태조사 배경

□ 대부업법 제12조제9항 및 제16조 등에 따라 금융위원회 및 금융

감독원은 반기 단위로 전국 등록 대부업자 대상 대부업 실태

조사
*
실시

* 금번 조사는 ‘17.12말 기준 대부업자가 제출한 업무보고서 등을 기초로 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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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7말 대부실태조사 주요 내용

□ (대부 잔액 : 16.5조원) 대형 대부업자의 영업 확대 및 P2P대출

시장의 확대로 전기(‘17.6말) 대비 1.1조원 증가

ㅇ 자산 100억원 이상 대형 대부업자의 대부잔액은 14.2조원으로

‘17.6말의 13.5조원 대비 0.7조원 증가

- 다만, 대부자산 감축의무가 있는 저축은행 인수 대부업자*는

’17.6말 4.3조원에서 ’17.12말 4.2조원으로 0.1조원 감소(△0.1%)

      * 아프로 계열사(아프로파이낸셜 등 7개사), 웰컴 계열사(웰컴크레디라인 등 3개사)

ㅇ 한편, P2P 연계 대부잔액의 가파른 증가세 지속(+0.4조원)

     * P2P대출 연계 대부잔액(추정, 조원) : (’17.6말) 0.5 → (’17.12말) 0.9 (+82.0%)

□ (거래자수 : 247.3만명) 저축은행 인수 대부업자의 영업 감축*에

따라 ‘17.6말의 249.5만명 대비 2.2만명 감소(△0.9%)

   * 아프로․웰컴 계열사 거래자수(만명) : (‘17.6말) 65.5 → (‘17.12말) 61.3(△4.2)

□ (등록업자 수 : 8,084개) 매입채권추심업자를 중심으로 한 소규모

법인 증가로 ‘17.6말(8,075개) 대비 9개 증가(+0.1%)

ㅇ (금융위 등록 : 1,249개) ‘17.6말 1,080개 대비 169개 증가(+15.6%)

- 매입채권추심업자
*
의 등록(’16.7.25, 등록 시행) 증가가 두드러지고,

P2P연계 대부업
**

신규등록(’17.8.29 공포, ‘18.3.2 전면시행)도 개시

     * 매입채권추심업자 수(본점, 개) : (‘17.6말) 844 → (‘17.12말) 994 (+150)

    ** P2P대출연계 대부업자 금융위 등록 현황 (개)  :  (‘17.12말)  35

ㅇ (지자체 등록 : 6,835개) 개인 대부업자의 폐업 및 법인으로의

전환* 등으로 ’17.6말 6,995개 대비 160개 감소(△2.3%)

    * 개인 대부업자(개) : (’17.6말) 5,700 → (’17.12말) 5,491 (△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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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 특성) ‘17년 하반기 중 1년 미만 거래자 비중이 60.8%로

’17년 상반기 대비 단기 이용자 비중(62.6%→60.8%) 소폭 감소

ㅇ 용도별로는 생활비 54.6%, 사업자금 21.1% 順

3  시사점 및 대응방향

□ 법정 최고금리 인하(27.9% → 24.0%)에 대응하기 위한 대형 대부

업자의 영업확대에 따라 시장 확대세도 지속

    * 최고금리의 24%로의 인하는 ‘17.7월 발표되어 ‘18.2월 전면 시행

⇨ 대형대부업자의 수익성에 치중한 과도한 대출 권유 등 불건전

행위가 없도록 대부 감독 및 지도 강화

   * ➊ 대출상품설명서 도입을 통해 대출시 비용, 연체시 불이익 등 세부내용 안내

➋ 청년‧노령층에 대한 소액대부시 대부업자의 소득‧부채 확인 면제특례 축소

(행정지도 및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 추진 중)

ㅇ 한편, ‘18.2월 법정최고금리 인하(27.9% →24%)가 전면 시행된 만큼

급격한 신용공급 변동이 없는지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

□ ‘16.7월 매입채권추심업자에 대한 금융위 등록 개시 이후 등록*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시장 난립 및 혼탁 우려

    * 매입채권추심업자(개) : ('15.12말) 494 → ('16.12말) 608 → ('17.12말) 994 (+386)

⇨ 소규모 매입채권추심업자의 난립에 따른 불법 채권추심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진입규제 및 영업 규제 강화(‘18.3Q 목표)

    * 매입채권추심업자의 진입자본요건 상향, 내부통제기준 수립 의무화 등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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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실태조사 개황

1 실태조사 개요

□ 조사 기준일 : ‘17.12.31.

□ 조사 대상 : 전국 등록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8,084개)

2 조사 결과(요약)

□ (등록업자 수 : 8,084개) ’17.6말(8,075개) 대비 9개(+0.1%) 증가

□ (대부잔액 : 16.5조원) ’17.6말(15.4조원) 대비 1.1조원(+6.9%) 증가

□ (거래자수 : 247.3만명) ’17.6말(249.5만명) 대비 2.2만명(△0.9%) 감소

< 등록업자수, 대부잔액, 거래자수 추이 (개, 억원, 만명, %) >

구 분
등록업자 수 대부잔액 거래자수

’17.6말 ’17.12말 증감률 ’17.6말 ’17.12말 증감률 ’17.6말 ’17.12말 증감률

법
인

자산 100억원이상 193 218 13.0 134,747 142,135 5.5 229.83 227.81 △0.9
자산 100억원이하 2,182 2,375 8.8 12,571 15,930 26.7 7.05 6.70 △5.0

개 인 5,700 5,491 △3.7 7,034 6,949 △1.2 12.61 12.79 1.4
계 8,075 8,084 0.1 154,352 165,014 6.9 249.49 247.30 △0.9

□ (중개금액 : 4.0조원) ’17년 상반기 대비 0.1조원(+1.9%) 증가

ㅇ (중개수수료율) 3.5% (’17년 상반기 3.6% 대비 0.1%p 감소)

□ (이용자 특성) 1년 이상 거래자 39.2%, 1년 미만 60.8%

ㅇ (차입용도) 생활비 54.6%, 사업자금 21.1%, 타대출상환 8.9%

   * ’17년 상반기 대비 증감 : (생활비) △0.4%p, (사업자금) +2.3%p, (타대출상환) +0.4%p

ㅇ (이용자 직업군) 회사원 59.0%, 자영업자 21.6%, 주부 4.8%

   * ’17년 상반기 대비 증감 : (회사원) △1.5%p, (자영업자) +2.8%p, (주부) △0.7%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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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대부업자등 등록 현황

□ (등록업자 수 : 8,084개) 매입채권추심업자 증가와 개인 대부업자

감소가 복합작용하면서 ’17.6말(8,075개)과 유사한 수준

ㅇ (업태별) 매입채권추심업 등록이 증가(+150개)하는 가운데, P2P

대출 연계 대부업 등록이 집계되기 시작(+35개)

* P2P등록 유예기간 종료 후 전면 등록제 시행은 ‘18.3.2일임

< 등록기관별, 업태별 대부업자 등록 현황(개, %) >

구 분 ’14.12말 ‘15.12말 ‘16.12말
‘17.6말

(A)
‘17.12말

(B)
증감
(B-A) 증감률

등록업태별(계) 8,694 8,752 8,654 8,075 8,084 9 0.1
1. 대부업 6,676 6,575 6,107 5,589 5,548 △41 △0.7
2. 대부중개업 1,051 1,130 1,211 1,236 1,157 △79 △6.4
3. 대부및중개겸업 967 1,047 1,336 1,250 1,344 94 7.5
4. P2P연계 대부

*
- - - - 35 35 -

※매입채권추심업
(대부업에 포함)

- 494 608 844 994 150 17.8

     * ‘17.8.29일 금융위 등록 의무화 이후 ‘17.12말 금융위로 등록한 P2P업체 수 

ㅇ (주체별) 개인 대부업자 감소(△209개), 법인 대부업자 증가(+218개)

- 법인 대부업자 증가는 주로 매입채권추심업자의 등록
*
에 기인

    * 매입채권추심업자 수(본점 기준)  : (‘17.6말)  844개  → (‘17.12말)  994개 (+150개)

< 대부업자 형태별, 자산규모별 등록 현황(개, %) >

구 분 ’14.12말 '15.12말 '16.12말
'17.6말

(A)
'17.12말

(B)
증감
(B-A) 증감률

법 인 1,678 1,822 2,156 2,375 2,593 218 9.2
자산100억원이상 165 169 187 193 218 25 13.0
자산100억원미만 1,513 1,653 1,969 2,182 2,375 193 8.8

개 인 7,016 6,930 6,498 5,700 5,491 △209 △3.7
합 계 8,694 8,752 8,654 8,075 8,084 9 0.1

ㅇ (등록별) 금융위 등록은 증가(+169개), 지자체 등록은 감소(△160개)

< 등록기관별 대부업자 등록 현황(개, %) >  

구 분 ’14.12말 ‘15.12말 ‘16.12말
‘17.6말

(A)
‘17.12말

(B)
증감
(B-A) 증감률

합계 8,694 8,752 8,654 8,075 8,084 9 0.1
금융위 등록 - - 851 1,080 1,249 169 15.6
지자체 등록 8,694 8,752 7,803 6,995 6,835 △16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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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대부업자 중 자료 미제출 업체 등을 제외한 4,444개사를 대상으로 분석

[(법인) 1,005개, (개인) 3,439개 / (금융위 등록) 235개, (지자체 등록) 4,209개]

Ⅲ. 실태조사 세부결과

1  전체 대부업자 영업현황

가. 개황

□ (대부잔액) 16조 5,014억원으로 대형업자의 영업확대에 따라

’17.6말(15조 4,352억원) 대비 1조 662억원 증가(+6.9%)

ㅇ (대형업자) 자산 100억원 이상 대형 대부업자의 대부잔액은

14.2조원으로 ’17.6말(13.5조원) 대비 0.7조원 증가

- 다만, 자산 감축의무가 있는 저축은행 인수 대부업자*는 ’17.6말

4.3조원에서 ’17.12말 4.2조원으로 0.1조원 감소(△0.1%)

    * 아프로 계열사(아프로파이낸셜 등 7개사), 웰컴 계열사(웰컴크레디라인 등 3개사)

ㅇ  (P2P대출) 한편, P2P 대출시장 확대에 따라 P2P대출 연계

대부업자의 대부잔액
*
증가세 지속

    * P2P대출 연계 대부잔액(조원) : (’16.12말) 0.3 → (’17.6말) 0.5 → (’17.12말) 0.9

□ (거래자수) 247.3만명으로 저축은행 인수 대부업자의 거래자수*

감소로 ’17.6말 대비 2.2만명 감소(△0.9%)

    * 거래자 수(만명)               : ('17.6말) 249.5 → (‘17.12말) 247.3 (△2.2)

      저축은행 인수 대부업자 (만명) : (‘17.6말)  65.5 → (‘17.12말)  61.3 (△4.2)

ㅇ 다만, 거래자 1인당 대부 잔액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

   * 1인당 평균 대부잔액(만원) : (’16.12말) 586 → (‘17.6말) 619 → (‘17.12말) 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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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잔액 및 거래자수 추이(억원, 만명, %) >

대부업자 구분별 ’15.12말 ‘16.12말 ‘17.6말
(A)

‘17.12말
(B)

증감
(B-A) 증감률

법 인
대부업자

대부잔액 125,995 139,503 147,318 158,065 10,747 7.3

거래자수 (253.2) (236.8) (236.9) (234.5) △2.4 △1.0

자산
100억원 이상

대부잔액 117,820 128,319 134,747 142,135 7,388 5.5

거래자수 (244.1) (230.5) (229.8) (227.8) △2.0 △0.9

자산
100억원 미만

대부잔액 8,175 11,184 12,571 15,930 3,359 26.7

거래자수 (9.2) (6.3) (7.1) (6.7) △0.4 △5.6

개 인
대부업자

대부잔액 6,457 6,977 7,034 6,949 △85 △1.2

거래자수 (14.7) (13.2) (12.6) (12.8) 0.2 1.6

합 계
대부잔액 132,452 146,480 154,352 165,014 10,662 6.9

거래자수 (267.9) (250.0) (249.5) (247.3) △2.2 △0.9

※ 금융위 등록업체를 기준으로 하면 대부잔액 139,058억원(비중 84.3%), 거래자수 228.3만명(비중 92.3%)

◈ (P2P연계 대출 추이) 실태조사에 실적이 집계된 P2P대출 연계

대부업자 수는 106개로 ’17.6말(86개) 대비 20개 증가(+23.3%)

ㅇ 거래자 수 및 대부잔액은 ’17.6말 대비 큰 폭 증가

   * 거래자수(추정) :   (’17.6말) 9,191명 → (’17.12말) 13,289명 (+44.6%)

     대부잔액(추정) :  (’17.6말) 4,978억원 → (’17.12말) 9,061억원 (+82.0%)

※ P2P대출 연계 대부업에 대해 ’17.8.29일부터* 금융위 등록을

시행하였으며, ’17.12말 기준 금융위 등록 완료 업체는 35개

 * 6개월간 유예기간 부여, ‘18.3.2일부터 완전시행

<P2P대출 추정 현황 (명, 억원>

구 분

’16.12말 ’17.6말(A) ’17.12말(B) 증감(B-A)

거래
자수

대부
잔액

거래
자수

대부
잔액

거래
자수

대부
잔액

거래
자수

대부
잔액

신용대부 4,947 697 7,829 1,278 11,324 1,695 3,495 417

담보대부* 1,685 2,409 1,362 3,700 1,965 7,366 603 3,666

합 계 6,632 3,106 9,191 4,978 13,289 9,061 4,098 4,083

  * 담보대부의 경우 담보권이 일부(통상 후순위) 확보된다는 이유로 투자성사가 
쉽고 대부금액도 커 신용대부보다 대부잔액 증가세가 급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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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대부영업 현황

□ (대부유형) ‘17.12말 대부잔액 16조 5,014억원 중 신용대부는 12조

6,026억원(+2,069억원), 담보대부는 3조 8,988억원(+8,593억원)

ㅇ (신용대부) ’17.6말 대비 신용대부는 2,069억원 증가(+1.7%)

ㅇ (담보대부)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대부업자의 대손관리 및

담보대부 중심 P2P대출 확대*로 8,593억원 증가*
(+28.3%)

     * 담보대부 비중(%) : (’16.12말) 16.5 → (’17.6말) 19.7 → (’17.12말) 23.6

□ (평균 대부금리) ’17.12말 평균 대부금리는 21.9%로, 법정 최고

금리 * 인하 등의 영향으로 ‘17.6말(23.0%) 대비 1.1%p 하락

    * 법정최고금리 : (’14.4월) 34.9% → (’16.3월) 27.9% → (’18.2월) 24.0%

ㅇ 신용대부(△0.7%p) 및 담보대부 금리(△0.8%p) 모두 하락

< 대부유형(신용․담보)별 잔액 및 금리 추이(억원, %, %P) >

대부업자 구분별 ’15.12말 ‘16.12말 ‘17.6말 ‘17.12말 증감 증감률

법 인
대부업자

신용 110,609 120,733 122,547 124,755 2,208 1.8

담보 15,386 18,770 24,771 33,310 8,539 34.5

자산
100억원
이상

신용 106,918 117,133 118,629 121,045 2,416 2.0
금리 30.4 25.3 24.9 24.3 △0.6

담보 10,902 11,186 16,118 21,090 4,972 30.8
금리 13.6 13.8 13.6 12.7 △0.9

자산
100억원
미만

신용 3,691 3,600 3,918 3,710 △208 △5.3
금리 21.2 18.2 21.8 17.4 △4.4

담보 4,484 7,584 8,653 12,220 3,567 41.2
금리 20.3 17.6 17.2 17.2 0.0

개 인
대부업자

신용 1,703 1,642 1,410 1,271 △139 △9.9

금리 17.4 16.5 18.0 19.2 1.2

담보 4,754 5,335 5,624 5,678 54 1.0

금리 22.3 18.2 20.3 19.9 △0.4

합 계

신용 112,312 122,375 123,957 126,026 2,069 1.7

금리 29.9 25.0 24.7 24.0 △0.7

담보 20,140 24,105 30,395 38,988 8,593 28.3

금리 17.1 16.0 15.9 15.1 △0.8

총대부 132,452 146,480 154,352 165,014 10,662 6.9

금리 28.0 23.5 23.0 21.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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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자금조달 현황

□ (차입금 잔액 : 11.1조원) 대형업자의 영업확대에 따라 차입금

잔액은 ‘17.6말 대비 3,835억원 증가(+3.6%)한 11조 1,197억원

ㅇ 금융회사 차입 5조 8,897억원(53.0%), 일반차입 3조 7,696억원

(33.9%), 사모사채 발행 1조 4,604억원(13.1%) 順

- 금융회사 차입(+4,661억원
*
) 및 사모사채 발행(+2,572억원)은 증가한

반면 일반차입은 감소(△3,398억원)

     * 금융회사 차입(억원): 여전사 +4,161, 저축은행 +946, 증권사 △1,039, 은행 △81 등

□ (평균 차입금리 : 5.8%) '17.12말 시점 시장 조달금리가 안정적인

가운데 대부업자의 차입금리도 연 5.8%로 ‘17.6말(5.9%) 수준

ㅇ 자산 100억원 이상의 대형 대부업자*의 금리는 하락세 유지

   * 대형대부업자 평균 차입금리(%) : ('16.12말) 5.9 → ('17.6말) 5.7 → ('17.12말) 5.5

< 대부업자 유형별 차입현황 및 금리 현황(억원, %, %p) >

구 분 ’16.12말 ’17.6말(A) ’17.12말(B) 증감(B-A) 증감률

차
입
금

자산 100억원 이상 법인 86,299 95,185 98,343 3,158 3.3

자산 100억원 미만 법인 9,895 9,833 10,431 598 6.1

개 인 2,248 2,344 2,423 79 3.4

합 계 98,443 107,362 111,197 3,835 3.6

차

입

처

금융회사 45,051 54,236 58,897 4,661 8.6

국 내 45,051 54,236 58,897 4,661 8.6

해 외 - - - - -

일반차입(개인 등) 40,735 41,094 37,696 △3,398 △8.3

국 내 32,408 33,877 33,490 △387 △1.1

해 외 8,327 7,217 4,206 △3,011 △41.7

사모사채 발행 12,657 12,032 14,604 2,572 21.4

차
입
금
리

자산 100억원 이상 법인 5.9 5.7 5.5 △0.2

자산 100억원 미만 법인 7.8 8.0 7.9 △0.1

개 인 6.4 6.6 6.4 △0.2

전 체 6.1 5.9 5.8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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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형 대부업자 영업현황(자산 100억원 이상 137개사)

※ 자산 100억원 이상 법인 218개사 중 대부실적이 없는 업체(81개사)를 제외한 137개사
(전업 112개, 겸영 25개*)를 대상으로 분석

  * 등록 관할 기준으로는 금융위 등록 106개, 지자체 31개임

 * 전체 대부업자 중 대형 대부업자의 대부잔액 비중은 86.1%, 거래자수는 92.1% 

가. 개황

□ (대부잔액 : 14.2조원) ’17.6말(13조 4,747억원) 대비 7,389억원

증가(+5.5%)한 14조 2,136억원

ㅇ 신용대부가 12조 1,046억원으로 전체 대부금액의 85.2%를 차지

- 다만,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대손관리 등에 따라 담보대부 비중

증가 추세

     * 담보대부 비중(%) : ('16.12말) 8.7 → ('17.6말) 12.0 → ('17.12말) 14.8

□ (거래자수: 227.8만명) ’17.12말 거래자수는 227.8만명으로

’17.6말(229.9만명) 대비 2.1만명 감소(△0.9%)

ㅇ 주로 저축은행 인수 대부업자*의 영업축소에 기인(△4.2만명)

     * 아프로 계열(△307억원, △23,603명), 웰컴 계열(△464억원, △18,022명) 

< 자산 100억원 이상 대형 대부업자 현황(억원, 만명, %) >

구 분
대부잔액(억원) 거래자수(만명)

’16.12말 ’17.6말 ’17.12말 증감 증감률 ’16.12말 ’17.6말 ’17.12말 증감 증감률

대
부
이
용
자

개
인

신용 95,081 98,705 101,740 3,035 3.1 227.1 225.5 222.1 △3.4 △1.5

담보 4,949 6,615 8,367 1,752 26.5 2.8 3.6 4.7 1.1 30.6

소계 100,030 105,320 110,107 4,787 4.5 229.9 229.1 226.8 △2.3 △1.0

법
인

신용 22,052 19,924 19,306 △618 △3.1 0.4 0.4 0.5 0.1 25.0

담보 6,238 9,503 12,723 3,220 33.9 0.3 0.4 0.4 - -

소계 28,290 29,427 32,029 2,602 8.8 0.7 0.8 0.9 0.1 12.5

합 계

신용 117,133 118,629 121,046 2,417 2.0 227.5 225.9 222.6 △3.3 △1.5

담보 11,187 16,118 21,090 4,972 30.8 3.1 4.0 5.2 1.2 30.0

계 128,320 134,747 142,136 7,389 5.5 230.6 229.9 227.8 △2.1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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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금리 : 22.6%) ’17.12말 평균 대부금리는 22.6%로 법정

최고금리 인하 등의 영향으로 ‘17.6말(23.6%) 대비 1.0%p 하락

    * 평균금리(%) : (’16.12말) 24.3 → (’17.6말) 23.6 → (’17.12말) 22.6

ㅇ (신용대부) '17.12말 24.3% (‘17.6말 24.9% 대비 △0.6%p)

- 개인 신용대부 금리의 경우 28.0% 수준

ㅇ (담보대부) '17.12말 12.7% (‘17.6말 13.7% 대비 △1.0%p)

 

< 대형 대부업자의 대부금리 현황(%, %p) >

구 분 ’16.12말 ’17.6말(A) ’17.12말(B) 증감(B-A)

대부

거래자

개인
신용 30.1 29.0 28.0 △1.0

담보 19.0 18.6 18.5 △0.1

법인
신용 5.0 4.9 4.8 △0.1

담보 9.6 10.2 8.9 △1.3

합 계

신용 25.3 24.9 24.3 △0.6

담보 13.8 13.7 12.7 △1.0

계 24.3 23.6 22.6 △1.0

□ (연체율: 5.8%) '17.6말 5.6% 대비 0.2%p 상승

   * 30일 이상 연체 기준

ㅇ 신용대부 연체율은 5.0%로 전기(’17.6말) 4.8% 대비 상승(+0.2%p)

ㅇ 담보대부 연체율 10.4%로 전기(’17.6말) 11.2% 대비 하락(△0.8%p)

< 대형 대부업자의 연체율 추이(%, %p) >

구 분 ’15.6말 ’15.12말 ’16.6말 ‘16.12말 ‘17.6말(A) ‘17.12말(B) 증감(B-A)

신용대부 5.0 4.0 4.4 4.5 4.8 5.0 0.2

담보대부 10.3 11.5 11.9 9.3 11.2 10.4 △0.8

전 체 5.5 4.7 5.0 4.9 5.6 5.8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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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재무현황

 ※ 자산 100억원 이상 대부업자(137개) 중 대부업 외의 업종(예 :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겸영업체(25개)를 제외한 112개 전업업체를 대상으로 분석

□ (자산 : 17.3조원) ‘17.6말 15조 9,186원 대비 1조 4,235억원 증가

(+8.9%)한 17조 3,421억원

ㅇ 대형 대부업자의 영업 확대에 따른 대출금 증가에 주로 기인(+7,567억원)

□ (부채 : 10.9조원) ‘17.6말 10조 1,181억원 대비 7,429억원 증가

(+7.3%)한 10조 8,610억원

ㅇ 대부영업 확대 과정에서의 차입금 증가에 주로 기인(+3,158억원)

□ (자본 : 6.5조원) ’17.6말 5조 8,005억원 대비 6,806억원 증가

(+11.7%)한 6조 4,811억원

ㅇ 영업확대 및 대부증가로 이자수익도 증가(+9,449억원)한 데 기인

< 대형 대부업자 재무현황(억원, %) >

구 분 자산 부채
자기
자본대출금 차입금 자본금

주
영업

형태별

개인신용(55개) 128,431 115,561 74,350 69,895 54,081 2,825

개인담보(17개) 4,842 3,493 4,467 4,369 375 211

법인신용(8개) 17,458 8,996 10,947 10,368 6,511 181

법인담보(32개) 22,690 11,682 18,846 13,711 3,844 795

'17.12말 계(112개) 173,421 139,732 108,610 98,343 64,811 4,012

'17.6말 계(100개) 159,186 132,165 101,181 95,185 58,005 4,392

증 감 14,235 7,567 7,429 3,158 6,806 △380

증감률 8.9 5.7 7.3 3.3 11.7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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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7.25일 매입채권추심업자의 금융위(원) 대부업 등록 의무 신설

3  매입채권추심업자 현황

□ (업자수 : 994개) ‘17.6말 844개 대비 150개* 증가(+17.8%)

   * 업자 수(본점 기준) : (‘17.6말)844개(전업392, 겸업452) → (‘17.12말)994개(전업443, 겸업551)

ㅇ금전대부업과 추심업을 겸영하는 대부업자는 551개(55.4%),

추심을 전업으로 영위하는 대부업자는 443개(44.6%)

ㅇ 이중 매입채권잔액이 있는 매입채권추심업자는 575개

  * 업자 수(본점 기준) : (’16.6말) 501개→(‘16.12말)477개→(‘17.6말) 507개→(‘17.12말) 575개
 

< 등록기관별 매입채권추심업자(개) >

구 분 ’16.6말 ’16.12말 ’17.6말 ’17.12말

채권매입추심업 등록(‘16.7월 이후) - 333 395 474

지자체 등록* 501 144 112 101

합 계 501 477 507 575

  * 매입채권추심업에 대한 등록 의무 시행 이전에 채권을 매입하여 잔존가액이 남아

있는 경우로, 신규 채권 매입이 불가함

□ (보유 채권액 : 4.0조원) ‘17.6말 3조 6,285억원 대비 4,446억원

증가(+12.3%)한 4조 731억원(장부가 기준, 채권 원금기준 36.6조원)

    * ’17.12말 매입채권 잔액을 보유한 575개 업체 기준

ㅇ 금융위 등록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 보유 매입채권은 3조

9,612억원(원금기준 34.9조원)으로 전체 매입채권의 97.3%를 차지

    * 매입채권 잔액(억원) : ('16.12말) 27,310 → ('17.6말) 36,285 → ('17.12말) 40,731

< 등록기관별 매입채권 보유 현황(명, 억원, %) >

등록 여부
기말 잔액 최초 매입시

거래자수 장부가 액면가 장부가 액면가 매입률
대부채권매입

추심업자
3,880,034 39,612 349,226 66,861 456,173 14.7

지자체
등록업체

147,599 1,119 16,430 3,662 24,613 14.9

합계 4,027,633 40,731 365,656 70,523 480,786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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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12말 대부중개 현황을 제출한 922개 업체(법인 181개, 개인 741개) 대상

 * 대부중개업자는 대부분 지자체 등록이며, 금융위에 대부중개업만 등록한 경우는 미미

4  대부중개업자 현황

□ (중개업자 수 : 2,501개) ‘17.6말 2,486개 대비 15개 증가(+0.6%)

ㅇ 전업 중개업자는 감소(△79개)한 반면, 대부업을 겸업하는 중개

업자의 증가(+94개)로 전체 중개업자 소폭 증가

< 대부중개업자 현황(개) >

구 분 ‘17.6말 ‘17.12말 증 감

전업 중개업자 1,236 1,157 △79

겸업 중개업자 1,250 1,344 94

합 계 2,486 2,501 15

□ (중개건수 : 67.8만건)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대부업자의

영업비용 감축 노력 등으로 상반기 대비 0.8만건 감소(△1.2%)

    * 중개건수(만건) :  ('16.상) 66.3 → ('16.하) 70.2→ ('17.상) 68.6→ ('17.하) 67.8

□ (중개금액 : 4.0조원) '17년 상반기 3조 9,498억원 대비 758억원

증가(+1.9%)한 4조 256억원

ㅇ 대부업 TV 광고 시간대 제한(’15.8월)의 영향, 방송 광고 총량

자율 감축(’17.7월) 등의 영향 등으로 대부중개 의존 지속*

     * 중개액(억원) : ('16.상) 35,042→('16.하) 39,942 →('17.상) 39,498 →('17.하) 40,256

< 대부중개업자 중개 현황(개, 건, 억원) >

구 분
분석업자수 중개건수 중개금액

′16.하 ′17.상 ′17.하 ′16.하 ′17.상 ′17.하 ′16.하 ′17.상 ′17.하

법 인 169 183 181 584,773 574,890 558,377 32,884 31,797 31,156

상위 10개 10 10 10 355,381 381,271 303,474 20,626 19,490 16,670

개 인 658 743 741 117,030 110,958 119,508 7,058 7,701 9,100

합 계 827 926 922 701,803 685,848 677,885 39,942 39,498 4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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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 100억원 이상 대형 대부업자(218개사) 중 해당항목 제출업체

□ (중개수수료 : 1,420억원) ‘17년 상반기 수준에서 유지(△0.4%)

ㅇ 중개수수료율은 3.5%로 일부 대형 대부업자와 중개업자간

수수료율 인하 협상에 따라 ‘17년 상반기(3.6%) 대비 0.1%p 감소

     * 대부규모별 수수료 상한 : (~5백만원) 5% (~1천만원) 4%, (1천만원~) 3%

< 대부중개업자 중개 수수료 현황(억원, %) >

구 분
중개수수료 수입 중개수수료율

‘16.하 ′17.상 ′17.하 ‘16.하 ′17.상 ′17.하

법 인 1,292 1,184 1,175 3.9 3.7 3.8

상위 10개 833 758 714 4.0 3.9 4.3

개 인 219 242 245 3.1 3.1 2.7

합 계 1,511 1,426 1,420 3.8 3.6 3.5

5  대부업 이용자 특성 분석

□ (이용기간) 1년 미만 거래자 비중이 60.8%로 단기 이용자 비중이

높으나, ’17년 상반기 대비해서는 1.8%p 감소

< '17년 하반기 대부 거래기간별 대부 상환액(억원, %, %p) >

구 분 3개월 미만 3～6개월 미만 6～12개월 미만 1년 이상
'17년 하반기 6,237 4,699 5,712 10,742

비 중(A) 22.8 17.2 20.8 39.2
'17년 상반기 비중(B) 25.5 15.5 21.6 37.4

증 감(A-B) △2.7 1.7 △0.8 1.8

* 관련 현황을 제출한 111개사 기준

□ (대부 목적) 대부목적별로는 생활비 54.6%, 사업자금 21.1% 順

ㅇ ‘17년 상반기 대비 생활비 대출비중(△0.4%p) 감소, 사업자금

대출비중(2.3%p) 증가

□ (거래자 직업) 회사원 59.0%, 자영업자 21.6%, 주부 4.8% 順

ㅇ 직업별 대부목적은 회사원의 경우 생활비(74.5%) 및 타대출

상환 (10.9%)이 많고, 주부는 생활비(83.6%) 비중이 높은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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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년 하반기 대부실행액 기준 대부목적 현황(억원, %, %p) >

구 분

대부목적

'17.12말 '17.6말
증감
(A-B)생활비

사업
자금

타대출
상환

물품
구매

기타
비중
(A)

비중
(B)

회사원 16,413 467 2,405 159 2,575 22,019 59.0 19,286 60.5 △1.5

자영업 2,258 4,472 493 59 785 8,067 21.6 5,983 18.8 2.8

주 부 1,506 48 48 4 195 1,801 4.8 1,750 5.5 △0.7

기 타 208 2,877 381 25 1,941 5,432 14.6 4,858 15.2 △0.6

'17.12말 20,385 7,864 3,327 247 5,496 37,319 100.0 31,877 100.0

비중(a) 54.6 21.1 8.9 0.7 14.7 100.0 　 100.0 　

'17.6말 17,523 5,993 2,714 347 5,300

비중(b) 55.0 18.8 8.5 1.1 16.6

증감(a-b) △0.4 2.3 0.4 △0.4 △1.9

* 관련 현황을 제출한 104개사

□ (대부 거래자 신용등급) 4~6등급 25.1%, 7~10등급 74.9%(NICE)

ㅇ 대부영업 확대 지속으로 대부거래 중인 중신용자 (4~6급)와

저신용자(7~10등급)수가 모두 증가하였으나, 중신용자 증가폭이 큼

    * 4~6등급자 :  (‘17.6말) 38.5만명  → (’17.12말) 40.1만명 (+1.6만명)

7~10등급자 : (‘17.6말) 119.1만명 → (’17.12말) 119.7만명 (+0.6만명)

< NICE 기준 신용등급별 대부 현황(천명, 억원, %) >

신용
등급

'16.12말 '17.6말 '17.12말

인원 대출금 인원 대출금 인원 대출금
비중 비중 비중

1∼3 0.02 0.0 1 0.01 0 1 0.02 0.0 6

4∼6 363 23.3 32,884 385 24.4 36,530 401 25.1 38,955

7∼10 1,193 76.7 95,255 1,191 75.6 99,101 1,197 74.9 103,784

계 1,556 100.0 128,140 1,576 100.0 135,632 1,598 100.0 142,745

* 자료 : NICE(’16.12말 90개, ‘17.6말 89개, ‘17.12말 89개 회원사의 대출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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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시사점 및 대응방향

□ 법정 최고금리 인하(27.9% → 24.0%, ‘18.2월) 등에 대응한 대형

대부업자 중심의 영업 확대로 대출 증가세 지속이 예상

ㅇ 비용구조가 열악한 개인 대부업자*가 감소하면서 시장이 영세

업체에서 전문적 대형업체 중심으로 재편 가속화

     * 개인대부업자(개) : ('15.12말) 6,930 → ('16.12말) 6,498 → ('17.12말) 5,491 (△1,007)

⇨ 대형대부업자의 수익성에 치중한 과도한 대출 권유 등 불건전

행위가 없도록 대부 감독 및 지도 강화

   * ➊ 대출상품설명서 도입을 통해 대출시 비용, 연체시 불이익 등 세부내용 안내

➋ 청년‧노령층에 대한 소액대부시 대부업자의 소득‧부채 확인 면제특례 축소

□ 한편, 지난 최고금리 인하(‘16.3월~, 34.9% →27.9%)가 시장 전반적인

영업 위축으로는 이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대부 잔액(조원)         : (‘15.12말) 13.2 → (’16.12말) 14.6 → (‘17.12말) 16.5

자산 100억원이상 법인  : (‘15.12말) 11.7 → (’16.12말) 12.8 → (‘17.12말) 14.2

자산 100억원미만 법인  : (‘15.12말)  0.8 → (’16.12말)  1.1 → (‘17.12말)  1.5

개인                   : (‘15.12말)  0.6 → (’16.12말)  0.7 → (‘17.12말)  0.7

⇨ 다만, ‘18.2월 추가적인 법정최고금리 인하(27.9% →24%)가 이뤄진

만큼 급격한 신용공급 변동이 없는지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

□ ‘16.7월 매입채권추심업의 금융위 등록 개시 이후 매입채권

추심업 등록
*
이 지속 증가하는 등 시장 난립 및 혼탁 우려

   * 매입채권추심업자(개) : ('15.12말) 494 → ('16.12말) 608 → ('17.12말) 994 (+386)

⇨ 소규모 매입채권추심업자의 난립에 따른 불법 채권추심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진입규제 및 영업 규제 강화(‘18.3Q 목표)

   * 매입채권추심업자의 진입자본요건 상향, 내부통제기준 수립 의무화 등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 추진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