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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 배경

우리나라는 아직 중·고금리 대출시장의 활성화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는 다시 말

하면 신용도가 비교적 낮을 경우 대출시장 접근성이 제한되는 일종의 금융소외

(financial exclusion) 상황을 의미한다. 이 때문에 정부에서는 정책금융을 통해 서민

금융 지원에 힘쓰고 있지만 그 재원에도 한계가 있으며 종종 정책금융과 복지의 경

계가 모호해져 정책금융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어려움이 따르기도 한다.

대부금융시장이 전체 금융시장에서 비록 작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적어도 시

장의 원리가 적용되는 중·고금리 대출시장으로서 기능하고 있다. 그러나 불법적인 

사금융과 구별 없이 부정적인 인식이 고착화되어 있는가 하면 정책과 규제를 담당

하는 기관도 대부금융시장의 상대적 중요성에 걸맞게 주의와 역량을 기울이지는 못

하고 있다. 더욱이 대부금융시장은 최고금리의 가격 규제를 받고 있다. 최고금리 규

제는 시장의 자율성과 지속가능성에 큰 걸림돌이 되는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

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과 동 시행령에서 정한 최고금리가 그동안 

잇따라 인하되면서 대부금융사업자1)의 대출 축소와 중단으로 대부금융시장의 지속

가능성에도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자칫 대부금융시장의 붕괴는 특히 저신

용 취약계층 금융소비자의 금융곤경과 소외를 가중시키고 불법적인 사금융 이용에 

따른 피해로까지 이어져 정부의 서민금융 지원 정책과 노력에 오히려 역행하는 결

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럼에도 최근까지 일부 국회의원과 지자체장을 중심으로 현

행 최고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최근 언론 보도2)에 따르면 여당 국회의원이 금리 상한을 연 20%로 낮추는 법안

을 발의했으며, 경기도지사는 10%로 대폭 인하할 것을 여당에 건의했다고 하며, 결

국 10%로 낮추는 법안까지도 발의되기에 이르렀다. 현재 21대 국회는 여당 주도로 

법안 통과가 가능한 의석 분포를 이루고 있어 언제든 최고금리 인하가 현실화될 가

1) 법에서 정한 공식 용어는 ‘대부업자’이지만 주로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소액 여신금융을 ‘대부금융’으로, 이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과 개인을 ‘대부금융사업자’로 통칭하는 것이 등록된 사업자로서의 공신력과 대외 
이미지 개선에 긍정적일 것이라는 견해를 가지고 본 연구에서는 동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2) 「정부, 최고금리 연 24%→20%로 인하 추진」(매일경제, 2020.6.4.), 「21대 국회 첫 법안은...법정금리 20%로 인
하」(연합인포맥스, 2020.6.2.), 「지자체장까지 대부업 이자 인하 호소...이자제한법 국회 논의 속도 붙나」(서울
경제, 202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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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성이 크다. 그러나 현 정부 출범 초기에 최저임금의 과도한 인상으로 인해 오히

려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이 컸던 만큼 최고금리 인하와 같은 직접적인 시장개입과 

통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대부금융시장의 현황과 시장 구조를 분석하고 최고금리 규제

의 필요성과 영향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향후 대부금융시장의 제도 개선 방향을 제

안하고자 한다. 현재 최고금리가 인하되면 대부금융시장이 위축되고 저신용 취약계

층의 금융소외가 심화된다는 데 대해 정부와 업계 간 시각 차이도 존재한다. 즉 업

계에서는 최고금리 인하와 대출 규모 축소 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반

면 정부는 최고금리 인하보다 정책금융 육성 등의 영향으로 대부금융시장의 수요가 

줄어들었다고 본다. 아울러 저신용 금융소비자들이 ‘감당할 수 있는’ 금리 수준

으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정책 결정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이러한 입장 차이에 대하여 실제 시장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 결과는 과연 무엇을 

더 지지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울러 본 연구 결과를 통하여 대부금융시장의 

현재 상황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아울러 앞으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모색하

는 데 기여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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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 내용

본 연구의 목적이 중립적인 연구자의 시각에서 대부금융시장을 분석하고 그 결과

를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얻고자 하는 것이므로 연구 수행의 주요 방향은 개별 금

융시장으로서의 대부금융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상호작용의 결과로서 금리가 결정

되는 과정을 파악하고, 정부의 정책적 개입이 시장 기능을 방해하지 않고 오히려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이론적, 실증적 근거를 마

련하는 것이다. 자의적인 기준에 따른 최고금리 규제보다 시장의 자율성이 발휘되

고 시장 기능의 강화를 도모하여 지속가능성이 전제되는 규제의 운용이 필요하다.

그동안 최고금리 규제와 관련하여 해외 주요국들과의 법제 비교와 저신용 금융소

비자들의 시장 배제 규모 추정 등의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다. 본 연구는 이에 더하

여 시장 기능을 중심으로 하는 시장 분석적인 연구를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설득력 

있는 연구 결과를 축적하고자 한다. 따라서 서론에서는 선행 연구의 결론들을 요약

적으로 검토해보고 이어지는 본론에서는 다음과 같이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 연

구를 진행한다.

첫째는 대부금융시장의 현황과 아울러 대출 규모와 대출 금리 등 주요 변수의 변

동 추이를 살펴본다.

둘째는 대부금융시장과 다른 대출시장과의 연관성, 특히 대출 금리의 변동 추이와 

관련하여 시장의 동조화가 나타나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최고금리 인하

를 요구하는 데는 대출 금리 변동의 동조화라는 대출시장들 간의 긴밀한 연관성을 

하나의 근거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분석의 주된 목적은 기능적으로 분리된 

개별 금융시장마다 특징적인 수요와 공급이 형성되고 수요자와 공급자 간의 상호작

용에 따라 시장 가격(금리)이 결정되므로 독립적인 시장 특성이 나타날 수 있음을 

보이고, 바로 다음으로 이어지는 시장 분석의 전제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셋째는 대부금융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른 시장 균형을 분석함으로써 현행 최고

금리 수준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해보고자 한다. 물론 이 과정은 대부금융시장의 최

고금리 규제 영향에 대한 이론적, 실증적 분석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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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는 대부금융시장의 최고금리 규제 등 현안 과제들에 대해 관련 분야 전문가

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종합하여 해당 사안들을 통찰해보고자 한다. 물론 제한

된 인원의 그룹이지만 각 관련 분야를 대표할 수 있는 전문가적 견해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은 향후 제도 개선 방향 검토에 유용한 참고가 될 것이다.

1.3 선행 연구 검토

본 연구는 대부금융시장의 활성화와 더불어 이 시장이 포용적 금융에 기여하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어

떤 제도나 규제가 그 나름대로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현재 시장 상황에 대

한 충분한 고려 없이 도입되거나 시행되는 것은 바림직하지 않다. 따라서 현재 일

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최고금리 인하 주장에 대해서도 과연 이론적으로나 실증적으

로 타당한 것인지, 그리고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를 탐구해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연구 주제이다.

최고금리 규제가 대부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오랫동안 여러 연구자들을 통해 

논의가 이루어졌다. 박덕배 (2018)는 대부금융이 갖는 서민금융으로서의 순기능과 

이에 따른 경제적 편익을 분석하면서 과거 잇따른 최고금리 인하 조치가 이러한 순

기능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해 왔음을 강조하였다. 한편 법적인 측면에서 김대규 

(2017)의 연구는 미국, 영국 등 주요 선진국들의 금리 상한 규제 현황과 시사점을 

조명하고 있는데 이들 나라에서는 대체로 엄격한 금리 상한 규제를 명문화하고 있

지 않으며 규제를 두는 경우에도 시장 상황을 감안하고 시장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

중하는 전통이 배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한편 최고금리 인하로 저신용 금융소비자들이 시장에서 배제되는 문제점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졌다. 김상봉 (2017)은 신용도별 신규 대출 거래자 수가 금리, 산업생

산지수, 소비자물가지수, 최고금리와 같은 설명 변수의 영향을 받는 회귀 모형을 상

정하고 이를 추정한 결과 최고금리가 당시 27.9%에서 20%로 인하될 경우 비은행 

권역에서만 약 49만명(전체로는 약 84만명)의 저신용 금융소비자들의 시장 배제, 즉 

금융소외가 초래될 것으로 보았다. 한편 이수진 (2018)은 대부금융사업자의 자금 조

달 비용, 판매비와 관리비, 대손상각비 등으로 구성되는 원가 금리와 아울러 신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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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손익분기점이 되는 금리를 추정하여 최고금리 인하 시 대부금융사업자가 대출을 

취급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대부금융시장 이용자들이 배제되는 규모를 산정하였다. 

그 결과 대손비용률 13%, 자기자본비용 1.25%로 가정할 경우 당시 27.9%였던 최고

금리가 25%로 인하된다면 최소 9만명의 저신용 대출 수요자가 시장에서 배제되며, 

최고금리가 20%로 인하된다면 최소 65만명의 저신용 대출 수요자가 배제되므로 최

고금리 인하 문제는 저신용 금융소비자들의 대출시장 접근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사안임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는 대부금융시장에 대해 미시경제학적 접근을 통한 시장 구조, 수요와 공

급의 특성을 분석하고 있다. 강종구·임호성 (2015)은 은행과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의 수요와 공급을 도출하기 위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주택가격 

상승률, GDP 증가율을 수요 측면의 결정 요인으로, 콜금리, 자기자본비율, 신용위험

을 공급 측면의 결정 요인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그리고 시장의 구조방정식 추정

을 통해 각각 수요와 공급을 도출하였는데 그 결과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공급이 확대되거나 축소될 때 금리의 변동폭이 훨씬 더 

커지는 시장의 특성을 알 수 있다.

최고금리 인하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서민금융연구원 (2019)은 대부금

융사업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대부금융사업자들이 최고금리 인

하에 따라 실제로 신규 신용대출 취급을 축소했으며 또한 1인당 평균 대출 금액도 

감소했다는 응답 결과를 얻었다. 이것은 보다 강화된 최고금리 규제 환경에서 대부

금융사업자들이 이익률을 제고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대출 승인율을 낮추고 우량 

고객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리스크 관리를 강화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대부금융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분석하고 각각의 특성을 탐구하였는

데 구정한 외 (2016)에서 대부금융 이용 경험이 있는 대출 수요자의 특성 중 일반적

으로 대출이 매우 절실하다는 것은 수요 곡선의 금리 탄력성이 작을(비탄력적일) 것

이라는 예측의 단서를 제공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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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론

2.1 대부금융시장의 기본적 분석

대부금융시장의 현황을 파악하고 본론의 분석들을 위한 기초 자료를 만드는 데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 반기 단위로 발표하는 ‘대부업 실태 조사 결과’를 

참고하였다. 이것을 제외하고는 체계적인 시계열 자료를 구성하기 어려울 만큼 대

부금융시장에 대한 통계가 매우 부족한 편이다.

우리나라 대부금융사업자로는 법인과 개인이 있으며, 법인의 경우 다시 자산 규모

를 기준으로 100억 이상의 법인과 100억 미만의 법인으로 나뉜다. 이 연구에서는 

등록사업자로서 자산 100억 이상의 법인을 T1(Tier 1), 자산 100억 미만의 법인을 

T2(Tier 2), 개인을 T3(Tier 3)으로 표시하기로 한다.

전체 T1 T2 T3

신용 담보 계 신용 담보 계 신용 담보 계 신용 담보 계

8,911 7,006 15,917 8,421 4,699 13,120 357 1,706 2,063 133 601 734

(100.0) (100.0) (100.0) (94.5) (67.1) (82.4) (4.0) (24.4) (13.0) (1.5) (8.6) (4.6)

주: 괄호 안은 전체 대비 비중

<표 1> 대부금융시장의 대출 규모와 비중(2019년 말 기준)

(단위: 십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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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그룹별(T1/T2/T3) 신용대출 규모 변동 추이

(단위: 십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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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2019년 말 기준으로 대부금융시장의 대출 현황은 <표 1>과 같다. 전체적으로 

신용대출과 담보대출이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지만 T1에 속한 대부금융사업자의 경

우 신용대출이 담보대출의 약 1.8배에 달한다. 이와 달리 T2와 T3의 경우 신용대출

보다 담보대출의 비중이 훨씬 더 큰 것이 특징적이다.

한편 2009년 하반기부터 2019년 하반기까지 10년 동안 그룹별 신용대출과 담보대

출 규모의 변동 추이를 살펴보면 <그림 1>에서 신용대출은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나타낸다고 보기 어려우나 <그림 2>에서 담보대출은 뚜렷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

다. 특히 법인 사업자(T1과 T2)의 경우 대략 2016년 하반기 이후부터 담보대출 규모

가 가파르게 상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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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그룹별(T1/T2/T3) 담보대출 규모 변동 추이

(단위: 십억원)

본 연구에서는 주로 신용대출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신용대출 규모의 변동 추이

는 대부금융사업자 수와 거래자 수의 변동 추이를 함께 고려해볼 때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적인 점들이 발견된다. <그림 3>은 대부금융사업자 수의 변동 추이를, 

<그림 4>는 거래자 수의 변동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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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신용대출 규모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뚜렷한 증가 추세를 보이지 않는 것은 

대부금융시장의 성장성과도 관련된 중요한 특징이다. 특히 법인 사업자(T1과 T2)의 

수는 대체로 증가했지만 대출 규모가 그에 비례해서 증가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일

반적으로 공급자 수가 증가하는 것은 시장 공급의 증가 요인이므로 수요가 일정하

다면 균형 수급량, 즉 시장에서 관찰되는 대출 규모는 증가하게 된다. 하지만 T2의 

경우 시간에 따른 증가 추세가 매우 미약하고, T1의 경우에도 사업자 수는 꾸준히 

증가했지만 신용대출 규모는 2018년 하반기부터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이처럼 사

업자 수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대출 규모가 증가하지 않는 것은 아예 공급 증가 요

인으로 작용하지 않았거나 공급 증가 요인으로 작용했더라도 다른 공급 감소 요인

이나 수요 감소 요인이 있었음을 암시하는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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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대부금융사업자 수 변동 추이

(단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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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대부금융사업자의 거래자 수 변동 추이

(단위: 만명)

둘째, 그룹별 등록사업자 수의 변동 추이를 살펴보면 대체로 법인은 증가, 개인은 

감소 추세임을 알 수 있다. T1의 경우 꾸준한 증가를 보이고 있지만 T2는 2019년 

상반기에 감소로 바뀐 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업자 수를 시장에

서 공급 변동 요인들 중 하나로 볼 때 <그림 3>에서와 같이 사업자 수의 변동 추이

가 그룹별로 다른 특징을 갖는다는 점은 이들 시장을 각각 세분화해서 분석해볼 필

요성을 제기한다.

셋째, 같은 기간 대부금융사업자의 대출 거래자 수는 <그림 4>에 나타난 것처럼 

대체로 감소 추세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때 거래자 수는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

진 대출 실적을 근거로 한 것이어서 순수하게 시장 수요를 형성하는 수요자의 수와 

같은 것은 아니다. 또한 신용대출뿐만 아니라 담보대출 거래자까지도 포함된 통계

라서 신용대출로 한정된 시장 분석에서는 이를 수요 변동 요인으로 보기 어렵다. 

그래도 신용대출과 담보대출 거래자 수를 구분해본다면 <그림 2>에서 담보대출이 

증가 추세임을 감안할 때 적어도 신용대출 거래자 수가 증가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둘 다 감소했거나 만일 둘 중 하나만 감소했다면 신용대출 거래자 수가 

감소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그룹별로 살펴볼 때 T1의 대출 거래자 

수 변동 추이가 다른 그룹들에 비해 급격히 증가하여 한동안 비교적 일정한 수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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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하다가 다시 급격히 감소한 점이 두드러진다. 각각 <그림 1>과 <그림 4>에서 

T1의 대출 거래자 수와 신용대출 규모는 처음에 거래자 수가 급증하는 패턴에서 약

간의 차이가 있을 뿐 매우 비슷한 변동 추이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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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자산 100억 이상 법인 사업자(T1)의 신용대출 변동 추이

(단위: 십억원, %)

대부금융시장 전체 신용대출의 94.5%를 차지하는 T1의 신용대출 규모가 증가 추

세에서 감소 추세로 바뀐 것은 매우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그림 5>는 T1의 신용

대출 규모와 그 증가율의 추이를 함께 보여주고 있는데 T1의 신용대출 증가율은 등

락을 거듭하면서도 전반적으로는 뚜렷한 감소 추세임을 알 수 있다. 즉 신용대출 

규모가 증가하던 시기에도 그 증가율은 감소하고 있었다. 그러다 마침내 가장 최근

의 최고금리 인하 시점인 2018년 상반기 이후로는 신용대출 증가율이 음수로 전환

되었다.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최고금리 인하가 이루어졌는데 2011년 상반기에

는 44%에서 39%로, 2016년 상반기에는 종전 34.9%에서 27.9%로 인하되었다가 2018

년 상반기에 현행 24%로 인하되었다. <그림 5>의 세로선은 이러한 최고금리 인하 

시점을 나타내는데 최고금리가 인하된 직후에는 신용대출 규모가 감소했을 뿐만 아

니라 그 증가율도 큰 폭으로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최고금리 인하가 대부금

융시장, 특히 신용대출시장의 균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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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자산 100억 미만 법인 사업자(T2)의 신용대출 변동 추이

(단위: 십억원, %)

반면에 전체 신용대출 규모의 각각 4.0%와 1.5%를 차지하는 T2와 T3의 신용대출

은 <그림 6>와 <그림 7>에서 뚜렷하게 감소 추세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그 증가율 

또한 뚜렷한 감소 추세 없이 등락이 거듭되었다. 또한 신용대출 규모가 최고금리 

인하 조치 이후 항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지 않아 T1의 신용대출과는 구별되는 특

징을 보인다. 한편 신용대출 금리는 <그림 8>과 같이 하락 추세를 보였다. 여기서 

T1의 금리가 T2나 T3의 금리 수준보다 다소 높게 형성되어 있는 것이 특이한 점이

다. 대출 금리가 낮아진 것은 우선 최고금리 인하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기 때문

이다. 그런데 <그림 8>에서 2018년 상반기에 최고금리가 24%로 인하된 이후에도 신

용대출 금리는 계속 하락하였고 T2와 T3의 경우 그 이전에도 이미 상당 기간 동안 

24%를 하회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최고금리가 설정되어 있더라도 결국 시

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변동 요인에 따라 시장 가격인 금리가 달라짐을 암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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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개인 사업자(T3)의 신용대출 변동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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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대부금융시장과 다른 대출시장의 연관성 분석

기본적으로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형성하는 참가자들의 특성이 다르다면 시장의 

균형은 물론 외부 영향 요인에 따라 변화하는 모습도 달라진다. 즉 이렇게 구분된 

시장들은 동일한 경제 환경의 영향 속에서도 다른 결과를 도출하며 서로 독립적인 

변화 특성을 보일 수 있다. 금융시장에서 관찰되는 가격인 금리는 바로 그러한 시

장의 특성이 구별되어 나타남을 알려주는 중요한 변수 중의 하나이다.

대부금융시장의 최고금리가 낮아져야 한다는 생각의 배경에는 다른 대출시장의 

금리가 낮다는 사실이 있다. 은행을 비롯한 대부분의 금융기관 대출 금리가 이미 

낮은 수준이므로 대부금융시장의 금리도 낮아야 한다는 식으로 서로 다른 두 시장

을 연관시키고 있다. 그러나 과연 모든 대출시장들이 그럴 만큼의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해볼 수 있다, 예컨대 한국은행이 정하는 기준금리

를 시작으로 단기에서 장기 금융시장에 이르기까지의 파급 효과와 시장들 간의 영

향력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시장들 간의 상호 연관성, 즉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

계의 정도는 매우 다를 것이다. 따라서 대부금융시장과 다른 대출시장과의 연관성

을 살펴보기 위해 동조화(co-movement)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과연 두 시장이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어느 정도인지를 검증해보고자 한다.

여기서는 네 개의 구분된 대출시장에서 결정되는 금리들로서 대부금융시장 신용

대출 가중평균 금리(), 저축은행 소액대출 금리(), 은행 소액대출 금리(), 은행 

일반대출 금리() 간의 연관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저축은행의 소액대출은 300만원 

이하, 은행 소액대출은 500만원 이하를 기준으로 하는데 대부금융시장의 1인당 대

출 규모를 감안할 때 적절한 비교 대상이 될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본 연구의 주

요 분석에서 이용된 21개(저축은행 소액대출 금리의 경우 일부 구간 누락으로 12개)

의 반기 시계열 자료가 보다 정밀한 추정이나 검정을 위해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다양한 분석 방법들을 적용해보고 그 결과들의 일치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보다 신빙성 있는 결론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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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9646 (0.0000) 1

 0.5371 (0.0718) 0.3508 (0.2635) 1

 0.7748 (0.0031) 0.6556 (0.0206) 0.8515 (0.0004) 1

주: 괄호 안은 p-value

<표 2> 대출시장 금리들 간의 상관계수()

우선 서로 다른 대출시장 금리들 간의 상관관계는 <표 2>와 같다. 선형의 상관관

계가 없다(  )는 귀무가설을 5%의 유의수준에서 기각할 수 있는 것은 네 가지 경

우(<표 2>에서 굵게 표시된 숫자)이며, 대부금융시장의 신용대출 가중평균 금리와 

저축은행 소액대출 금리가 비교적 강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대부금융 신용대

출과 비교 대상으로서 더 가깝게 예상되었던 은행 소액대출보다도 일반대출이 오히

려 더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동조화란 같이 움직이는 경향을 뜻하기는 하

지만 단순히 원 변수의 추이가 비슷하거나 상관관계가 큰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예컨대 원 변수들의 추세가 비슷하더라도 각 변수가 매 시점마다 변화하는 방향성

이 전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대출시장들 사이의 금리를 비교한 그래프가 <그

림 9>와 같다. 저축은행 소액대출 금리의 경우 비록 일부 구간의 누락으로 시계열

이 짧기는 하지만 원 변수를 기준으로 할 때 대부금융시장과 금리 수준이나 변화 

추이 모두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은행 소액대출 금리는 금리 수준이

나 변화 추이에 있어서 같은 은행의 일반대출 금리와 비슷하다. 이 둘은 대부금융

시장 신용대출 금리와 비교할 때 전반적인 감소 추세는 공통적이지만 <그림 9>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상반된 기울기를 가지고 그래프가 교차하면서 변화의 방향

(증가 또는 감소)이 불일치하는 시점들이 두드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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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대출시장 금리(,      ) 비교

(단위: %)

저축은행은 제2금융권에 속하지만 소액대출 금리는 대부금융시장의 신용대출 가

중평균 금리와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어 비교적 소액의 신용대출이라는 점에서도 

같지만 대출 수요자의 신용도에 있어서도 공통적인 특성을 가질 것으로 짐작된다. 

하지만 은행의 소액대출 금리와는 대출 수요자 특성이 매우 다를 것이다. 은행 소

액대출 금리는 대상 기간 동안 최저 4.25%에서 최고 6.88%의 범위 내에서 변화하였

지만 대부금융시장 신용대출 가중평균 금리는 같은 기간 최저 20.85%에서 최고 

42.33% 범위 내에서 변화했다.

매 시점마다 변화의 방향성을 비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각 금리 변수의 1차 차

분(1st difference)을 구하여 <그림 10>부터 <그림 12>까지의 그래프를 도출하였다.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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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대부금융과 은행 대출 금리 변동분(,    )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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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대부금융과 은행 대출 금리 변동분(,    ) 비교

(단위: %P)

<그림 10>에서 대부금융과 저축은행의 대출 금리 변동분은 대체로 일치하지만 

<그림 11>과 <그림 12>에서 은행 대출 금리 변동분과의 비교에서는 불일치하는 시

점이 많이 관찰되는데 월이나 분기가 아닌 반기라서 어느 정도 평활화(smoothing)된 

자료임에도 차이가 두드러지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변동분을 기준으로 상

관계수를 구하면 <표 3>과 같다. 원 변수를 기준으로 유의미한 상관계수를 가졌던 

변수들이 변동분을 기준으로 하면 큰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은행 소

액대출 금리와 은행 일반대출 금리의 유의미한 연관성이 눈에 띠는 부분이다. 저축

은행 소액대출 금리의 변동분과 은행 일반대출 금리의 변동분은 유의미한 음의 상

관관계를 보이는데 이는 은행 일반대출 금리가 내릴 때 저축은행 소액대출 금리는 

오르는 것을 의미하므로 일반적으로 금리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동조화 경향과

는 다른 결과라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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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5966 (0.0527) 1

 0.1229 (0.7036) -0.3095 (0.3544) 1

 -0.2138 (0.5047) -0.6202 (0.0418) 0.6196 (0.0317) 1

주: 괄호 안은 p-value

<표 3> 대출시장 금리 변동분들 간의 상관계수

시계열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저축은행 소액대출 금리를 제외하고 나머지 세 개 

대출시장 금리에 대해 단위근 검정(unit root test)을 통해 정상성(stationarity) 여부를 

살펴보았다. 원 변수와 차분 변수에 대한 연속적인 Dickey-Fuller 검정을 실시한 결

과 대부금융시장 신용대출 금리와 은행 일반대출 금리 모두 , 즉 원 변수는 비

정상적(non-stationary)이지만 1차 차분 변수는 정상적(stationary)인 것으로 나타났

다. 그러나 은행 소액대출 금리는 , 즉 1차 차분 변수도 단위근을 가지며 2차 차

분 변수가 정상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위에서 상관계수 분석과 그래프를 통해서도 대부금융 신용대출 금리와 유의미한 연

관성을 가질 것으로 예상되는 다른 대출시장의 금리는 없었지만 추가적으로 적용 가

능한 시계열 분석 방법들을 통해서도 금리 변수들 간의 연관성을 분석해볼 필요가 있

다. 그러나 이 중 저축은행 소액대출 금리는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추가적인 분석이 

어렵고 나머지 대부금융 신용대출 금리와 은행 일반대출 금리를 중심으로 두 변수의 

연관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두 변수 모두 임을 알았으므로 두 변수의 선형결합이 

과연 정상성을 보이는지 여부에 대하여 공적분(cointegration) 검정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Engle-Granger 검정 방법과 Johansen 검

정 방법을 이용하였다. 이는 본 연구에 이용된 자료가 비교적 소표본이므로 신뢰성 제

고 차원에서 두 가지 서로 다른 방법들에 의한 결과를 비교·대조하기 위함이다. 

Engle-Granger 검정 방법은 두 변수의 선형 회귀 모형의 추정을 통해 얻어진 잔차의 

정상성을 검정하는 방법인데 두 단계에 걸친 검정 방법을 수행한 결과 대부금융 신용

대출 금리와 은행 일반대출 금리 간에는 공적분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Johansen 검정 방법을 통해서도 마찬가지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처럼 공적분 검정을 

통해서도 대부금융시장과 다른 대출시장 간의 연관성이 검증되지 않는 것은 결국 대

출시장마다 그 시장 특성과 상황에 따라 금리 결정 구조가 다를 수 있고 이는 서로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받기보다는 독립성이 강한 시장일 수 있음을 암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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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계열 분석의 전형적인 방법들 외에 Goodman & Grunfeld (1961)에 소개된 별도

의 비모수적 방법을 통해서도 대출 금리들 간의 연관성을 검증해보고자 한다. 우선 

<표 4>와 같이 연관성을 파악하려는 두 금리 변수들을 선택하여 각 변수의 증가 또

는 감소 여부를 기준으로 이분형 변수()를 생성한다. 해당 변수가 증가이면 1, 감소

이면 0을 부여한다. 예컨대 시계열  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2)        

    

두 시계열  와  에 대해 <표 4>와 같이 주어진 2×2 분류표에서 행렬 의 

원소는 다음과 같다.

(3)              

(4)              

(5)              

(6)              

아울러 각 행과 열의 합(와 ), 총 합계()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7)   
  



 (   ),   
  



 (   ),   
  




  





이상의 분류표 항목들의 정의에 따라 대부금융 신용대출 금리에 대하여 ① 은행 

소액대출 금리와의 연관성, ② 은행 일반대출 금리와의 연관성을 각각 분석하기 위

해 실제 자료를 통해 얻은 결과가 <표 4>와 같다. 저축은행 소액대출 금리와의 연

관성은 저축은행의 금리 자료가 소표본(  )이어서 통계량 산출이 불가하여 이 

분석에서는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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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vs.  (  )     (   )     (   )

    (   )      

    (   )      

②  vs.  (  )     (   )     (   )

    (   )      

    (   )      

<표 4> 대출시장 금리 변동 분류표

최종적으로 위의 분류표로부터 다음과 같은 통계량을 구할 수 있다.

(8)   ××  ×
 ×   ××

이 통계량을 이용하여 두 금리 변수들의 분포가 독립적인지 여부를 검정할 수 있

는데 이때 표본의 크기가 커질수록 가 표준정규분포에 가까워지는 특성을 이용한

다. <표 4>의 결과에 따라 계산된 의 값들은 다음과 같다.

(9) ①  ×× ×
× ××

 , ②  ×× ×
× ××

 

본 연구에서 이용된 자료가 비교적 소표본이기는 하지만 5%의 유의수준에서 위의 

결과들은 각각 두 금리 변수의 독립성을 기각하기 어렵다. 이는 위에서 대부금융 

신용대출 금리와 은행의 소액대출이나 일반대출 금리의 연관성이 희박하다는 시계

열 분석의 결과를 지지해주고 있다. 이상의 분석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대출시장마

다 구별되는 특성으로 인해 금리의 동조화가 항상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특히 

대부금융시장의 경우 은행 등 다른 대출시장과의 차별성이 강하다는 암시를 주고 

있다. 이로써 다른 대출시장의 상황을 대부금융시장의 최고금리 규제의 근거로 삼

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대부금융시장의 

수요와 공급 분석을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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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대부금융시장의 수요와 공급 분석

2.3.1 최고금리 규제가 대부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최고금리 규제가 시장에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은 현재 시장에서 결정되는 금리 

수준보다 최고금리가 낮은 경우이다. 그러므로 신용도가 높은 금융소비자들이 수요

자인 시장에서는 일반적으로 금리 수준이 낮게 결정되기 때문에 결국 최고금리는 

신용도가 낮은 금융소비자들이 수요자인 시장에서 그 통제력이 발휘된다. 만일 대

출 공급자인 대부금융사업자들이 대출 거래에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터무니없

는 고금리를 매기는 관행이 존재한다면 이러한 가격 규제가 시장의 공정성 확보 차

원에서 충분히 의미를 갖지만 대출 수요자의 비교적 낮은 신용도와 대출 공급자의 

자금 조달 비용 등을 모두 감안하여 정상적인 시장 상호작용의 결과로 금리가 결정

되는 것이라면 최고금리 규제는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정책 목적과 반대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그림 13> 대부금융시장의 균형과 최고금리 규제의 영향

(단위: 십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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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의 <그림 13>은 대부금융시장에서 최고금리 규제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설명

하기 위해 예시적으로 설정된 시장 모형의 균형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여기서 수

요는 수요의 법칙에 따라 우하향하는 직선(검은색 실선)으로, 공급은 공급의 법칙에 

따라 우상향하는 직선(파란색 실선)으로 주어지고 대부금융시장의 가격인 금리는 수

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는 에서 결정되고 있다. 그런데 만일 금리 상한을 20%로 

규제한다면 다른 조건의 변화가 없는 한 에서 거래가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때 시

장에서 수요자는 에 해당하는 만큼(60십억원) 대출을 받고자 하지만 공급은 에 

해당하는 만큼(50십억원)만 가능하므로 결국 두 점 와 의 수평 거리만큼(10십억

원)의 초과 수요(excess demand)가 발생한다. 초과 수요란 수요자가 원하는 만큼 시

장이 공급을 다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시장이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문제 상황이 발생한 것은 분

명하지만 이제 이러한 초과 수요를 다음과 같은 상황을 가정하고 논의해보고자 한

다. 사실 이 예시적인 모형에 암묵적으로 내포된 기본 가정 중 하나가 이 시장에 

참가하고 있는 수요자의 동질성(homogeneity)에 관한 것이다. 수요자 특성을 여러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지만 대출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특성은 역시 신용도일 것이

다. 그러면 ‘동질적 특성’의 가정은 동일한 시장에 수요자로서 참가하게 되는 특

성으로서 기본적으로 수요자들이 동일한 수준의 신용도를 갖는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면 최고금리 규제로 인해 이 시장에서는 에 상응하는 만큼 대출 자금이 공급

될 수 있는데 <그림 13>에서 보면 이 대출 자금(50십억원)에 대해 지금 이 시장에는 

에 해당하는 만큼의 금리(40%)까지도 기꺼이 지불할 용의가 있는 수요자들이 존재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시장에 가격 규제가 있지만 여전히 수요자들이 갖는 수

요는 종전과 같기 때문이다. 상황을 다시 요약하면, 최고금리가 20%로 규제된 가운

데 수요자들은 에 상응하는 만큼 대출을 받고자 하지만 공급 가능한 대출 규모는 

에 상응하는 만큼이며 이에 대해 에 상응하는 수준의 금리도 부담할 수 있는 수

요자들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대출이 더 절실한 수요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일단 에 상응하는 대출 자금이 소진되고 나면 40%까지의 금리도 기꺼이 

부담할 용의가 있었지만 결국 이 시장에서 대출을 받지 못한 수요자들은 불법적으

로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하는 사금융이라도 이용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일부 수요

자들이 사금융시장으로 내몰리고 더 높은 금리를 부담하게 된다면 소비자 잉여

(consumer surplus)로 알려진 수요자 편익의 상당 부분까지 사금융업자에게 이전되

고 에서 이루어진 대출 거래의 결과는 종전의 에서와 비교할 때 사회 전체적으



- 25 -

로도 더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손실이 따를 뿐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부금융시장의 구조와 특성을 이해하고 아울러 최고금리 

규제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파악해보기 위해 수요와 공급을 추정해보

고자 한다.

2.3.2 대부금융시장의 수요와 공급

대부금융시장의 가격인 금리는 수요와 공급의 상호작용 원리에 따라 균형수준에 

결정된다. 수요는 대부자금 수요자(차입자)로부터 형성되며 일반적으로 수요의 금리 

탄력성이 다른 대출시장에 비해서는 비탄력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신용도가 낮은 

자금 수요자(대출 이용자)의 경우 대출시장의 이용 기회가 비교적 제한되는데 만일 

자금 조달이 절박한 상황임을 가정한다면 금리 변화율에 따른 수요량의 변화율의 

절댓값이 크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 공급은 대부금융사업자로부터 형성되는데 일반적으로 공급의 금리 탄력성은 

다른 대출시장에 비해서는 탄력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대부금융사업자의 자금 조달 

비용 역시 높은 수준이므로 금리 변화율에 대한 공급량의 변화율이 민감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대부금융시장의 수요와 공급의 기본적인 구조 모형(structural model)을 다음과 같

이 제시할 수 있다.

(10)    

(11)    

(12)     

식 10과 식 11은 각각 수요 함수와 공급 함수이며 식 12는 대부금융시장의 균형

조건을 나타낸 것이다. 각각 수요자와 공급자의 의도된 수요량과 공급량인 와 

는 직접 관찰하기 어려우므로 여기서는 균형조건식을 이용하여 내생변수인 과 에 

대하여 축약 모형(reduced form model)을 도출한 다음 각각의 계수들을 추정하고 

이를 다시 구조 모형의 계수 추정에 사용하는 간접적인 추정 방법을 적용할 수도 

있으며, 또한 2SLS(two-stage least-squares) 또는 3SLS(three-stage least-squares) 방

법을 적용하여 추정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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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제시된 구조 모형을 추정하는데 와 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들은 외생

변수 또는 외생변수들의 벡터로서 각각 수요 함수와 공급 함수에서 중요한 영향 요

인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각 식이 식별되도록 해주기 때문이다. 우선 수요 함수

의 영향 요인 변수로서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은 대출 수요자인 개인이나 가계의 생

활 자금 부족이나 사업 운영 자금의 부족 등과 같은 재무적 곤경을 나타낼 수 있는 

변수들이다. 예컨대 실업률이나 부도율 등과 같은 변수들이다. 한편 공급 함수의 영

향 요인 변수로서는 공급자(대부금융사업자)의 수나 공급자가 보유한 여유 자금의 

규모 또는 여유 자금 확보의 용이성 등을 생각해볼 수 있다. 그러나 대부금융사업

자가 보유한 여유 자금의 규모나 여유 자금 확보의 용이성을 직접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변수를 찾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서 제공되는 통

계 중 본원통화 그리고 예금을 취급하지 않는 금융기관이 보유한 M2 통화량을 대

리변수로서 이용하였다.

구조 모형의 수요 함수와 공급 함수의 내생변수들과 외생변수들이 열거되었지만 

아직 각 식의 구체적인 함수 형태는 정해지지 않았다. 여러 가지 함수 형태를 고려

해볼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함수 형태를 상정한다.

(13)   ×
×



(14)    ×
 ×

 

이러한 형태의 함수는 각각 로그를 취하여 선형으로 쉽게 변환할 수 있을 뿐만 아니

라 각 변수의 추정된 계수는 종속변수에 대하여 곧바로 탄력성의 의미를 갖는다. 최종

적으로 추정될 회귀 모형은 다음과 같다. 각 식에서 는 교란항(disturbance term)이며, 

구별된 수요량과 공급량 대신에 균형조건식이 만족될 때 얻어지는  , 즉 대부금융시

장에서 관찰된 대출 규모를 이용하여 3SLS로 추정한 결과가 <표 5>와 같다.

(15) ln   lnln 
(16) ln   ln ln 



- 27 -

대출 수요 대출 공급

변수 계수 p-value 변수 계수 p-value

ln -1.203 0.000*** ln 4.129 0.040*

ln 0.272 0.008** ln 3.545 0.009**

상수( ) 13.721 0.000*** 상수( ) -46.202 0.041*

주: p-value<0.001이면 *, p-value<0.01이면 **, p-value<0.05이면 *

<표 5> 대부금융시장(T1 신용대출)의 수요와 공급 추정 결과

모형을 구체화하기 위해 각각 수요 함수와 공급 함수의 외생변수인 와 로서 

자료 수집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다양한 경제 변수들을 고려해보았지만 최종적으로 

수요 함수에서는 어음 부도율(금액 기준)을, 공급 함수에서는 본원통화를 이용하였

다. 그리고 <표 5>와 같이 추정된 수요 함수와 공급 함수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그

림 14>와 같다. 전통적으로 가격인 금리를 수직축에, 금액을 수평축에 표시하면 수

요(검은색 실선)는 우하향, 공급(파란색 실선)은 우상향하는 곡선의 형태로 나타난다.

식 10과 식 11에서 각각 외생변수가 달라진다면 <그림 14>에서의 수요와 공급은 

각각 이동을 하게 된다. 예컨대 수요 함수의 외생변수인 어음 부도율이 2배가 되고 

공급 함수의 외생변수인 본원통화가 20% 증가하는 경우 대부금융시장의 수요와 공

급은 <그림 15>에서 점선과 같이 각각 오른쪽으로 이동(증가)하게 된다. 이것은 수

요와 공급의 추정을 위해 다른 적절한 외생변수를 상정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수요와 공급이 교차하는 지점인 균형점도 달라진다. <그림 15>에서는 대출 

규모가 증가하고 금리도 낮아지는 새로운 균형점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특히 금리가 

하락하는 것은 대출 공급의 증가폭이 훨씬 더 크고, 수요 곡선은 가파른 기울기를 

가진 데 비해 공급 곡선은 완만한 기울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실제로 

대상 기간 동안 어음 부도율의 경우 매년 –0.1%P와 0.1%P 사이에서 변화하고 본원

통화는 3.1%와 9.3% 사이에서 변화한 점을 감안하면 어음 부도율이 2배가 되고 본

원통화가 20% 증가하는 것은 그래프의 이동을 시각적으로 보다 두드러지게 나타내

기 위한 다소 과도한 가정이었음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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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대부금융시장(T1 신용대출)의 수요와 공급

(단위: 십억원, %)

<그림 15> 수요와 공급의 변화와 시장 균형의 이동

(단위: 십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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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추정 결과의 평가와 활용

<표 5>에 요약된 추정 결과를 바탕으로 실제 대부금융시장의 가장 대표적인 T1의 

신용대출시장을 중심으로 수요와 공급을 추정하였고 이를 토대로 얻어진 금리와 대

출 규모를 실제 관찰된 값들과 비교해볼 수 있다.

<그림 16>과 <그림 17>은 각각 대출 금리와 대출 규모에 대한 실제 관찰된 값과 

모형에서 예측된 값을 비교하여 나타내고 있다. 대출 금리의 경우 모형을 통해 예

측된 값들이 실제 관찰된 값들과 비교적 근사하면서도 훨씬 평탄한 추이를 보이고 

있다. 최고금리가 현행 24%로 인하된 2018년 상반기에 실제 시장에서 관찰된 금리

는 22.8%였는데 예측된 금리는 23.9%로 다소 높았고, 대상 기간 중 마지막 시점인 

2019년 하반기의 경우 실제 금리인 21.5%와 가까운 21.1%로 예측되었다. 이는 대부

금융시장의 신용대출에 법인에 대한 대출도 일부 포함되므로 실제보다는 다소 과소

추정된 것일 수 있다.

대출 규모의 경우에는 실제 관찰된 값과 예측된 값의 차이가 다소 크고 대상 기

간의 후반부로 갈수록 이러한 오차가 더 커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019년 하반

기에 실제 대출 규모는 8,421십억원이었는데 모형을 통해서는 11,257십억원으로 예

측되었다. 그럼에도 전반적인 추세는 실제와 비슷하며 특히 2018년 상반기에 거의 

같은 수준의 정점(실제 12,222십억원, 예측 12,164십억원)을 기록하고 나서 그 이후

부터 감소하는 추세에 있어서도 매우 비슷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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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대부금융시장(T1 신용대출)의 대출 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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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대부금융시장(T1 신용대출)의 대출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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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추정된 모형을 최고금리 규제의 영향을 분석하는 데 다음과 같이 활용할 수 

있다. <그림 14>에 나타난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은 대상 기간 중 가장 최근인 2019

년 하반기의 관찰된 외생변수의 값을 이용하여 도출한 것이다. 이때 수요와 공급의 

균형점에서 얻어진 대출 금리와 대출 규모는 각각 21.1%와 11,257십억원이다. 금리

는 0.4%P 과소 예측, 대출 규모는 2,836십억원 만큼 과대 예측되었다. 만일 모형의 

외생변수가 2019년 하반기와 동일하고 따라서 <그림 14>와 같은 수요와 공급이 그

대로 유지된다면 최고금리를 현행 24%에서 20%로 4%P 인하했을 때 초과 수요( )

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이때   ,   ,   , 그리고 파라미터의 추

정치는 <표 5>에서와 같다.

(17)   
×

×
  

(18)   
 ×

 ×
   

(19)       

모형에서 모든 비율은 백분율로 표시했을 때의 수치를, 모든 금액은 십억원 단위

를 사용하였으므로 약 3조원 정도의 초과 수요가 발생하고 모형에서 예측했던 2019

년 하반기의 균형 대출 규모(즉 21.1%의 금리에서 11,257십억원)와 비교해도 757십

억원 만큼의 대출 규모 감소가 초래된다. 실제로 같은 시기에 T1의 총 거래자 수(담

보대출 거래자 포함)가 160.5만명이었고 신용대출 규모가 8,421십억원이었으므로 1

인당 평균 대출 금액이 약 5,247천원인 점을 감안하면 약 57만명의 수요자가 대출

을 받고자 해도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된다. 또한 모형이 예측한 균형점을 기준으로 

하면 4%P의 최고금리 인하로 약 14만명3)의 수요자들이 T1 신용대출시장에서 배제

될 수밖에 없다.

모형의 추정 결과 <표 5>에서 수요의 금리 탄력성의 절댓값이 약 1.2인 반면 공급

의 금리 탄력성의 절댓값은 약 4.1로 3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 것도 최고금리 규제

의 영향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사실이다. 예를 들어 수요의 금리 탄력성()이 식 

13에서 금리()의 지수()와 같다는 것은 다음의 식 20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3) 이렇게 추정된 수치는 분석 모형의 가정이나 자료의 제약 등을 모두 감안해서 이해해야 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전체 대부금융시장이 아닌 T1 신용대출시장만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으며 자료의 주기가 반기임을 참고할 필요
가 있다. 따라서 전체 대부금융시장으로 범위를 넓히거나 주기를 연간으로 하는 경우 추정된 수치는 더 커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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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

  ×
×


  ×


×


 

<그림 14>를 보면 균형점에서 수요 곡선이 공급 곡선에 비해 더 가파른 것도 금

리 탄력성의 절댓값이 더 작기 때문이다. 탄력성이 작다는 것은 금리의 변화율에 

대해 수요량(대출 수요 금액)의 변화율이 더디게 반응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금

리가 오르거나 내릴 때 대출 수요 금액이 그리 큰 폭으로 민감하게 변하지 않는다. 

물론 수요의 금리 탄력성이나 공급의 금리 탄력성의 절댓값들이 모두 1보다 크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볼 수 있지만 여전히 그 상대적인 차이는 큰 편이다. 따라서 최

고금리 인하로 금리가 하락한다면 수요량이 증가하는 비율보다 공급량이 감소하는 

비율이 더 크다. 즉 초과 수요가 생기는 원인이 수요량은 증가하고 공급량은 감소

하기 때문인데 수요량의 증가보다는 공급량의 감소에 더 크게 기인한다고 볼 수 있

다. 그동안 최고금리가 계속적으로 인하되면서 대부금융사업자들이 신규 대출을 축

소하게 되고 결국 대출 수요자들의 자금 마련에 큰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던 것이 

바로 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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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대부금융시장 현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 조사

2.4.1 전문가 의견 조사의 필요성

본론 2.3에서 대부금융시장의 수요와 공급 모형을 통해 최고금리 규제가 미치는 

영향을 이론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실증적인 분석을 수행하였

다. 그리고 그 결과 최고금리 규제가 시장의 기능을 저해하고 대출 규모를 축소시

켜 기존 수요자들 중 상당수는 더 이상 대부금융시장을 통해 대출 기회를 갖지 못

하게 되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이론적 또는 실증적 분석에도 그것

이 기반으로 삼는 어떤 가정의 제약이나 이용 가능한 자료의 불완전성 등으로 인해 

한계가 있을 수 있고, 특히 규범적 성격이 강한 어떤 규제의 정당성이나 그 파급 

효과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 전문가들의 통찰력이 발휘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 

지금까지 수행된 이론적이거나 실증적인 검토 이외에도 본 연구의 마지막 단계로서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또한 건설적인 대안으

로서 제시할 만한 것은 무엇인지를 묻고 그 의견을 참고하고자 별도의 전문가 의견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이를 실시하기에 앞서 다음과 같이 조사 실시 배경과 

기본적인 정보 사항들을 설명하였다.

첫째, 우리나라는 중금리 이상의 대출시장이 아직 충분히 활성화되지 못했으므로 

향후 금융포용의 증진을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금융 이외에도 제2금융권과 대부금융

의 영역에서 건실한 시장 육성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대부업법의 적용을 받고 있

는 대부금융시장에 특별히 초점을 두고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둘째, 대부금융시장은 대출시장 가운데 금리 수준이 매우 높은 편에 속하고, 등록

제일지라도 일반적으로 사금융과 구별 없이 부정적인 인식이 형성되어 있기도 하다. 

하지만 이마저도 없다면 신용도가 낮은 금융소비자의 대출시장 접근이 어려워지고 

불법적인 사금융에 노출될 우려가 큰 것도 사실이라는 점이다.

셋째, 대부금융시장의 높은 금리 수준은 기본적으로 대출 수요자의 신용도가 낮기 

때문이며 비교적 소액의 자금을 즉시로 간편하게 빌릴 수 있다는 이점 때문이기도 

하다. 또한 소액의 단기 대출을 위주로 하는 대부금융시장에서 금리가 다소 높더라

도 이자(예컨대 500만원을 연 24%로 3개월 동안 빌릴 경우 500만원×24%×0.25=30

만원)는 충분히 감당할 만한 수준의 금액으로 간주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이 고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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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한 요인일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더 이상 갈 곳이 없

는 한계 시장에서 대출이 절실한 금융소비자가 교섭력을 갖기 어려운 상황에서 대

부금융사업자가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과도한 금리를 요구하는 것은 아닐까 하

는 의심도 제기될 수 있다.

넷째, 대부금융시장은 금리 상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고, 최고금리는 대부업법이 

제정된 2002년 이후로 여러 차례 인하되어 왔다. 가장 마지막으로 2018년 2월에 

27.9%에서 24%로 인하된 것이 현재까지 계속 유지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저금리 

시대에 24%도 너무 높다고 최고금리 인하를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무리

한 가격 규제가 시장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자칫 대부금

융시장의 붕괴를 초래하여 저신용 금융소비자는 사금융으로 내몰리고 결국 금융소

외만 심화된다는 우려에서이다.

2.4.2 세부 조사 내용과 방법

금융소비자 영역을 포함하여 금융 관련 분야의 학계 전문가 5인의 자문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부록에 제시된 내용과 같은 질문을 했으며 본 연구에 수록된 대부금

융시장의 충분한 개요를 설명 자료로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서면으로 작성된 설문

지와 참고자료를 바탕으로 세부 질문 사항들에 대한 의견과 그 근거를 독립적으로 

검토하고 전문가적 견해를 회신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서면 의견 청취를 보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대면 또는 전화 연락을 통해 구두로도 질문 요지를 명확히 하고 

추가적인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첫 번째 질문은 현재 대부금융시장과 대부금융사업자의 위상과 역할에 관한 것으

로 전체 금융시장, 특히 대출시장을 놓고 보면 매우 작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그래

도 서민금융 영역에서의 일정한 기여를 감안할 때 향후 대부금융사업자의 역할 제

고가 필요한지 또한 이를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의견을 구하였다. 가능하

다면 이 부분은 향후 일반 금융소비자의 인식뿐만 아니라 정책 및 규제 당국의 인

식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 질문은 금리 상한 규제와 관련하여 세 가지 세부 질문을 선택형으로 제

시하였다. 그 중 첫 번째로는 금리 상한 설정과 같은 가격 규제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를, 두 번째로는 현행 24%로 되어 있는 금리 상한의 적정성에 관한 것이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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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로는 최고금리를 추가적으로 인하할 경우 대부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한 

질문이었다. 선택형으로 제시된 질문이지만 추가적인 의견도 얼마든지 개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대부금융시장은 신용도가 낮은 취약 계층의 금융소비자들

이 주로 생활자금의 마련을 위해 이용하는데 앞으로 이러한 시장의 발전과 활성화

를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 사항이 있다면 무엇인지에 관한 질문이었다.

2.4.3 조사 결과

(1) 대부금융시장과 대부금융사업자의 위상과 역할

우선 대부금융시장과 대부금융사업자의 위상과 역할에 대해서는 모든 전문가들이 

제도권 금융시장의 접근성이 낮은 취약 계층 금융소비자들의 대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중요한 시장이며 그 공급자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하지만 부분

적으로는 차입자의 상환 능력 범위를 초과하는 무분별한 약탈적 대출 관행 등으로 

인해 부정적인 인식이 고착된 측면도 없지는 않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

로는 서민을 위한 정책금융의 한계가 있으니 신용도가 낮은 대출 수요자들을 위한 

중·고금리 시장으로서의 역할을 부정할 수는 없다는 의견(A)도 있었다. 연간 200만

명 이상의 거래자 수를 갖는 시장이라면 제도권 금융시장에 포함되는 것이 마땅하

고 그에 걸맞은 금융소비자보호 책임도 따라야 한다는 견해가 우세했다.

한편 모든 전문가들이 대부금융사업자의 역할 제고 필요성을 인정하였고 이를 위

해 여러 현안 과제들을 제시하였다. 무엇보다 시급한 것이 대출 금리 체계를 투명

하게 공시하는 등 정보 제공을 강화하는 것이며, 또한 정교한 신용 평가 시스템을 

도입하여 한정된 자금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것도 긴요하다(A/B/D). 한편 등록 요

건을 더욱 강화하여 경쟁력 있는 대부금융사업자들이 시장에 존속할 수 있도록 해

야 한다는 의견(D)과 함께 오히려 이와 반대로 대부금융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부

금융시장의 진입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견해(A)도 있었다. 또한 대부금융사업자도 

금융교육을 비롯한 금융소비자보호 의무를 다하도록 관련 법규의 적용 대상이 되어

야 하며(D), 대부금융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의 원인이 불법적인 사금융에 있으므로 

이들을 보다 엄격히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A)과 대부금융협회의 자율규제 기능을 

강화하여 공적 감독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C)도 있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서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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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 지원과 같은 사회적 기능의 강화를 위해 신용보증 등 정부와의 협력 방안을 모

색할 필요성(B)도 제기되었다.

이상의 의견들을 종합해보면, 대부금융시장이 보다 효율적으로 기능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장의 원리와 규율의 확립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제도권 금융시장에 걸맞은 위상과 책임의 부과를 전제하고 있다.

(2) 최고금리 규제

본 연구가 초점을 두고 있는 과제들 중 하나가 대부금융시장의 최고금리 규제에 

관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구하였다. 가격 규제(최고금리)의 필요성, 

현행 최고금리의 적정성, 향후 최고금리의 추가 인하 시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

로 나누어 각각 선택형 질문에 대한 응답과 추가적인 의견들을 다음과 같이 표로 

정리하였다.

대부금융사업자가 가격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어 금융소비자의 불이익이 생길 수 있

으므로 가격 규제가 필요하고 엄격하게 집행되어야 한다.
C/D

등록 대부금융사업자가 다수이고 가격을 포함한 대출상품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는 등 

시장 환경이 어느 정도 경쟁적인 점을 감안할 때 가격 규제와 같이 시장에 대한 직접

적인 통제는 필요하지 않다.

-

가격 규제의 필요성이 있더라도 오히려 시장에 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

로 매우 절제되어야 하고 시장 기능 활성화를 위한 다른 정책 대안을 먼저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A/B/E

(추가 의견) 대부금융사업자별 금리 비교 공시 시스템 도입 등으로 투명한 정보 제공

이 필요하다.
D

<표 6> 대부금융시장의 가격 규제의 필요성에 관한 의견

첫 번째로 대부금융시장의 가격 규제 필요성에 관해서는 그 필요성이 인정되더라

도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파급 효과를 고려하여 매우 신중하게 집행되어야 한다

는 의견이 우세했지만 엄격히 집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결국 법규에 근거를 

둔 최고금리 규제를 문제 삼을 수는 없으나 그러한 규제는 상당히 절제되어야 하고 

다른 보완적인 정책 수단을 우선적으로 검토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규제가 엄격히 집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있어서도 금융소비자의 불이익 여부

가 전제되고 있으므로 만일 그러한 규제가 역시 다른 형태의 금융소비자 불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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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져온다면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도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너무 높은 수준이므로 추가 인하가 필요하다. D

가격 통제 하의 시장이기는 하지만 현재 금리 수준(2019년 하반기 신용대출 가중평균 

금리 21.1%)이 시장의 적정 가격에 가까운 것으로 추정해보면 아직 추가 인하의 필요

성은 없다.

B/C/E

이미 가격 통제를 받고 있는 시장이므로 적정 가격 수준을 파악하기 어렵다. -

(기타 의견) 다소 높은 수준이지만 인위적인 인하 조치보다는 정교한 신용평가시스템

과 신용점수제의 활용 등을 통해 점진적으로 낮아질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
A

(추가 의견) 최고금리 인하는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가 모두 가능하므로 엄격한 

실증 분석이 필요하다.
D

<표 7> 현행 최고금리의 적정성에 관한 의견

현행 최고금리가 너무 높은 수준이므로 추가 인하를 하더라도 대부금융사업자의 대출 

영업 축소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다.
D

대부금융사업자의 신규 대출은 다소 억제될 수 있겠지만 금융소비자는 정부의 정책금

융 등 다른 기회를 이용할 수 있으므로 금융소외가 심화되는 결과는 초래되지 않을 것

이다.

A/C

대부금융시장의 축소가 불가피하고 현실적으로 금융소비자에게는 다른 대안이 충분

하지 않아 불법 사금융 피해가 증가할 것이다.
B/E

(추가 의견) 소폭이 아니라 급격한 인하 시에는 신규 대출의 급감 등 시장에 큰 충격을 

줄 수 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A

(추가 의견) 대부금융사업자들이 신용평가시스템을 갖추고, 은행 등으로부터 투자나 

자금 제공이 가능하다면 대부금융시장의 효율성이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D

<표 8> 최고금리 인하의 파급 효과에 관한 의견

한편 두 번째로 현행 최고금리의 적정성에 관해서는 <표 7>에서와 같이 추가 인

하의 필요성이 없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우세했다. 현행 최고금리 수준이 여전이 

높다고 인정한 전문가(A)의 경우에도 인위적인 최고금리 인하보다는 시장을 통해서 

자율적으로 낮아지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한 이것은 현재 시장에서 관찰된 금리가 어느 정도 시장 기구의 역할에 의해 도출

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을 근거로 하고 있다. 2019년 하반기를 기준으로 전체 대

부금융시장(신용대출)의 가중평균 금리가 본 연구에서 수요와 공급 분석을 통해 도



- 38 -

출된 T1 신용대출시장의 균형 금리와 정확히 일치하는 점도 현행 최고금리가 아직

은 그대로 유효하다는 견해를 뒷받침한다.

세 번째로 최고금리의 추가적인 인하가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표 8>에서

와 같이 그 파급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다소 우세한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어느 정도의 인하인지가 매우 중요하다. 만일 큰 폭으로 낮아진다

면 시장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크다고 보는 견해가 다소 우세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최고금리 인하는 금융소외가 심각해지는 상황까지는 아니

더라도 시장의 신규 대출을 축소시키고 따라서 일부 대출 수요자들의 배제가 발생

할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인정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현행 최고금리가 인하되

어야 한다는 의견으로 해석해서는 안 될 것이다. 왜냐하면 <표 7>과 <표 8>을 함께 

고려할 때 최고금리 인하 시 심각한 금융소외 상황까지 우려하지 않는 전문가들 중

에서도 다수는 현행 최고금리가 여전히 적정한 수준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따

라서 종합적인 결론은 최고금리 인하가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일부 

우려가 있으며 무엇보다도 현재 시장 상황을 감안할 때 아직 최고금리 인하를 논의

할 시점은 아니라는 것이다.

(3) 대부금융시장의 제도 개선 방향

대부금융시장과 대부금융사업자의 역할의 중요성이 전적으로 지지되는 가운데 최

고금리 규제와는 별도로 향후 시장의 제도 개선 및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을 청취

하였고, 일부는 대부금융사업자의 역할 제고 방안에서 제안된 내용과 중복적일 수

도 있으나 그 결과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부금융시장이 투명하고 효율적이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금융소비자

와 대부금융사업자 간 정보비대칭이 해소되어야 한다. 대출 상품과 그 공급자에 대

한 충분한 정보 제공은 경쟁적인 시장 환경을 조성하여 정부의 인위적인 개입 필요

성을 감소시킨다. 본 연구에서 대부금융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대한 분석도 충분히 

경쟁적인 시장 구조를 기반으로 한다.

둘째, 정교한 신용평가 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하다. 대부금융사업자의 지속가능성

은 효율적인 리스크관리와 건전성에 달려 있다. 물론 대부금융사업자의 규모에 따

라 여력이 다르겠지만 향후 비금융데이터를 포함하는 마이데이터 사업이 활성화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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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보다 정교한 신용평가가 가능해지고 이에 따라 대출시장의 효율성도 증진될 수 

있을 것이다. 대부금융사업자가 대출을 취급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이 절감된다면 순

차적으로 시장에서의 금리 인하도 가능해질 것이다.

셋째, 불법적인 사금융이 근절되어야 한다. 사실 대부금융과 사금융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게 간주하는 경향도 있기 때문에 대부금융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지

속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적절한 금융소비자 교육이 필요하

며, 불법적인 사금융 영업에 대한 규제와 처벌 강화뿐만 아니라 불법적인 광고에 

대한 규제도 필요하다.

넷째, 금융소비자에 대한 금융교육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정책금융과 미국 P2P

대출의 경우 대출실행 직후 금융소비자의 신용도와 재무상황이 개선되는 것으로 나

타나지만 이후에는 부채가 다시 증가하고, 채무불이행 확률도 증가되는 것으로 보

고되고 있어 신용위험 관리 등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홍보가 매우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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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3.1 연구 결과 요약

본론에서 크게 네 개의 세부 주제로 나누어 연구를 진행하였고 각 세부 주제별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부금융시장의 기본적 분석에서는 2009년 하반기부터 2019년 하반기까지의 

기간 동안 대부금융시장의 규모와 금리 변동 추이를 살펴보면서 시계열적 특성을 

탐색하였다. 특히 최고금리가 인하된 시점마다 대출 규모와 그 증가율이 크게 감소

한 것으로 나타나 최고금리 인하 조치로 인해 적어도 단기적으로 시장을 위축시키

는 결과를 가져왔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대부금융시장과 다른 대출시장과의 연관성을 특히 동조화 여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리고 그 결과 은행, 저축은행 등 다른 대출시장과는 차별성이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이는 각 시장이 개별적인 특성을 갖고 있으며 그 시장 안에서의 수

요와 공급의 상호작용에 따라 시장 가격인 금리가 결정된다는 것을 암시한다. 다시 

말하면 시장에 참가하는 수요자와 공급자 특성이 다르다면 시장의 동조화가 나타나

지 않을 수 있으며, 따라서 다른 대출시장에서의 금리 상승 또는 하락이 대부금융

시장의 금리에 동조화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니라는 점이다.

셋째, 대부금융시장에서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의 상호작용에 따라 금리가 결정

된다는 점에 착안하여 수요 함수와 공급 함수를 추정하고 이를 토대로 현행 최고금

리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는 데 적용해보았다. 사전적인 예상과 마찬가지로 수요

의 금리 탄력성이 공급의 금리 탄력성보다 비탄력적인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는 예

컨대 금리 인하에 따라 수요량의 증가보다 공급량의 감소가 더 크게 반응한다는 점

을 시사한다. 따라서 최고금리가 인하될 경우 시장 규모의 축소가 예상되는데 이때 

발생되는 초과 수요의 대부분이 공급자 측면에서 대출 공급량을 크게 감소시킨 데 

기인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초과 수요는 특히 저신용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대출시

장 접근성이 제한되는 대출 수요자가 대부금융시장에서도 대출을 받기 어렵게 됨을 

의미한다. 이것은 그동안 선행 연구를 통해 최고금리 인하가 저신용자의 시장 배제

를 초래한다는 것과 일치하는 연구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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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대부금융시장의 주요 현안 및 최고금리 규제와 관련하여 각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실증적으로만 분석하기 어려운 대부금융시장 제도 관련 규범

적 의제들을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지에 대한 통찰을 얻고자 하였다. 전문가 모두 

대부금융시장과 대부금융사업자의 위상과 역할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중·고금리 시

장과 그 공급자로서의 기여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했으며, 최고금리 규제와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그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집행은 매우 절제되어야 하고 적

어도 현재의 시장 상황을 감안하면 추가적인 최고금리 인하를 논의할 시점은 아니

라는 의견이 우세했다. 한편 대부금융시장의 역할 제고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대부금융사업자의 경쟁력 강화를 모색하는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3.2 정책 시사점 및 제언

오늘날 순수 시장경제체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아마 전 세계에서 찾아보기 

어려울 것이다. 물론 시장이 완전무결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거의 대부분

의 나라들이 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체제를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는 그만큼 시장이 ‘자생적인 질서’로서 많은 경제문제들을 효율적으로 풀어가

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개입이나 정책도 시장을 거스르지 않

고 그 불완전성을 보완하는 한도 내에서 정당성을 가질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경제에 관한, 특히 금융과 관련해서 제기되는 많은 이슈와 과제들이 있는데 이에 

대해 우리 사회는 어떤 기준과 방법으로 접근해 가고 있는가를 이 연구를 수행하는 

동안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다. 그것이 아무리 우리 사회에 규범화되어 있는 사항이

라 할지라도 특정 이해당사자의 이익만을 고려하거나 어떤 정치적인 의도만을 가지

고 쉽게 접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것은 결코 인위적인 것으로만 볼 수 없는 시

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대부금융시장은 우리나라가 가장 취약한 영역이기도 한 중·고금리 대출시장에서 

정부의 정책금융과 함께 서민의 대출 수요를 충족시켜 주고 있는 작지만 매우 중요

한 시장이다. 물론 은행의 제1금융권이나 제2금융권에 비추어 더 많은 금융소비자

들이 수요자로서 참가하는 시장은 아니지만 이제 더 이상 (불법적인 사금융을 제외

하고는) 그 다음의 시장을 찾을 수 없는 절박한 수요가 모이는 시장으로서의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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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강조하고 싶다. 그러기에 정책과 규제 당국에서도 보다 세심한 주의와 역량을 

기울여야 할 시장이 아닐까 생각한다.

현재 최고금리 규제가 적용되고 있는 것은 금융소비자와 대부금융사업자 간 교섭

력의 우열이 분명하므로 약자인 금융소비자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얼마든지 받아

드릴 수 있더라도 그 적용에 있어서 시장을 거스를 정도로 무리하게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 본 연구의 출발점이었다. 실제로 객관적인 시계열 자료를 분석해보면 

최고금리 인하 시마다 시장이 위축되는 충격이 있었고 그러한 충격이 가장 최근의 

최고금리 인하 시점인 2018년 상반기 이후로는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최고금

리를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논리에는 사실상 타당한 근거가 매우 희박하다. 대

출시장은 누가 수요자로 또한 누가 공급자로 참가하는지에 따라 전혀 다른 시장이 

되는데 이는 본 연구의 시장 동조화 검정에서도 그 연관성이 희박하다는 결론을 얻

었다. 이는 다른 대출시장의 금리가 변화하는 대로 대부금융시장도 똑같이 변화해

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더욱이 대부금융시장을 대상으로 한 수요와 공급 

모형을 추정해본 결과 현재의 최고금리 수준이 과도하게 높은 수준이 아니므로 만

일 인하될 경우 수요와 공급의 금리 탄력성의 영향으로 초과 수요가 크게 발생하게 

된다. 이것은 결국 대부금융시장의 대출 수요자의 상당수가 더 이상 이 시장에서 

대출을 받기 어렵게 되는 결과를 의미한다. 만일 최고금리 인하의 목적이 금융포용 

차원에서 감당할만한 이자 비용을 위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그 결과는 아이러니하게

도 다수의 저신용 대출 수요자들이 시장에 배제되는 또 다른 형태의 금융소외로 귀

결된다는 점이다.

실증적인 분석 결과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학계의 전문가들도 최고금리 규제가 

존속하는 것은 인정되더라도 현재 시장 상황을 감안할 때 추가적인 최고금리 인하

를 논의할 시점은 아니라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 이미 우리 경제는 노동시장에

서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더 큰 부정적인 결과들을 경험한 바 있다. 이를 

거울삼아 대부금융시장의 최고금리 설정 현안에 있어서도 시장의 원리에 좀 더 주

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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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전문가 의견 조사 양식

자문 의뢰 내용

1. 우리나라 금융시장 제도와 현황을 감안할 때 ① 연간 200만명 이상이 이용하는 대부금융시장과 대
부금융사업자의 위상과 역할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② 대부금융사업자의 역할 제고가 필요한지, ③ 
필요하다면 무엇을 우선적으로 추진해나가야 할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금리 상한 규제 관련

 ① 대부금융시장에 대한 가격(금리) 규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부금융사업자가 가격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어 금융소비자의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므로 
가격 규제가 필요하고 엄격하게 집행되어야 한다.

등록 대부금융사업자가 다수이고 가격을 포함한 대출상품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는 등 시장 
환경이 어느 정도 경쟁적인 점을 감안할 때 가격 규제와 같이 시장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는 
필요하지 않다.

가격 규제의 필요성이 있더라도 오히려 시장에 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매우 
절제되어야 하고 시장 기능 활성화를 위한 다른 정책 대안을 먼저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타

(가장 동의하시는 1개의 항목 앞에 ○ 또는 V로 표시해주시고, 만일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기타 란에 
자유롭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② 현행 최고금리는 연 24%(2018.2월, 27.9%→24% 인하)입니다. 대부금융시장의 적정 금리 수준을 
알 수 없더라도 2018년 상반기 이후로 대부금융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T1(자산 100억 이상) 대부
금융사업자들의 대출 규모가 큰 폭으로 축소된 것도 이와 무관하지는 않아 보입니다. 또한 대부금융사
업자의 자금 조달 비용이 수신 업무를 하거나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다른 금융기관들에 비해 매우 높
은 것도 하나의 원인일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에 포함된 다른 대출시장과의 금리 비교 등 가용한 모든 
정보를 토대로 현행 최고금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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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높은 수준이므로 추가 인하가 필요하다.

가격 통제 하의 시장이기는 하지만 현재 금리 수준(2019년 하반기 신용대출 가중평균 금리 
21.1%)이 시장의 적정 가격에 가까운 것으로 추정해보면 아직 추가 인하의 필요성은 없다.

이미 가격 통제를 받고 있는 시장이므로 적정 가격 수준을 파악하기 어렵다.

기타

(가장 동의하시는 1개의 항목 앞에 ○ 또는 V로 표시해주시고, 만일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기타 란에 
자유롭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③ 최고금리가 인하된다면 대부금융사업자의 신규 대출이 억제되고 대부금융시장이 크게 위축되어 금
융포용(감당할 수 있는 금리 수준)을 위한 정책이 오히려 금융소외(시장 기회의 축소)를 심화시킬 수도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행 최고금리가 너무 높은 수준이므로 추가 인하를 하더라도 대부금융사업자의 대출 영업 
축소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다.

대부금융사업자의 신규 대출은 다소 억제될 수 있겠지만 금융소비자는 정부의 정책금융 등 
다른 기회를 이용할 수 있으므로 금융소외가 심화되는 결과는 초래되지 않을 것이다.

대부금융시장의 축소가 불가피하고 현실적으로 금융소비자에게는 다른 대안이 충분하지 않
아 불법 사금융 피해가 증가할 것이다.

기타

(가장 동의하시는 1개의 항목 앞에 ○ 또는 V로 표시해주시고, 만일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기타 란에 
자유롭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3. 끝으로, 현재 저신용 취약 계층의 금융소비자들이 주로 소액의 생활자금 마련을 위해 이용하는 대부
금융시장이 앞으로도 유지되어야 한다면 시장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향후 어떤 제도 개선이 필요한
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빈 페이지
	빈 페이지
	빈 페이지
	빈 페이지


 
 
    
   HistoryItem_V1
   Nup
        
     Create a new document
     Trim unused space from sheets: no
     Allow pages to be scaled: yes
     Margins: left 34.02, top 34.02, right 34.02, bottom 34.02 points
     Horizontal spacing (points): 14.1732 
     Vertical spacing (points): 14.1732 
     Add frames around each page: yes
     Sheet size: 8.268 x 11.693 inches / 210.0 x 297.0 mm
     Sheet orientation: tall
     Layout: scale to rows 2 down, columns 1 across
     Align: centre
      

        
     D:20201026163027
      

        
     34.0157
     8.5039
     28.3465
     0
     KoreanMid
     0.2835
     ToFit
     0
     0
     1
     2
     0.9700
     1
     14.1732 
     1
     34.0157
     1
            
       D:20201026163026
       841.8898
       a4
       Blank
       595.2756
          

     Tall
     856
     215
    
    
     34.0157
     C
     0
            
       CurrentAVDoc
          

     34.0157
     0
     2
     1
     1
     14.1732 
      

        
     QITE_QuiteImposingPlus4
     Quite Imposing Plus 4.0b
     Quite Imposing Plus 4
     1
      

   1
  

 HistoryList_V1
 qi2ba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