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출    문

한국대부금융협회장 귀하

 본 보고서를 한국대부금융협회의 수탁연구과제 「금리상한규제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의 최종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6. 10.

연구 수행자 : 김대규 서울디지털대학교 법무행정학과 교수



요 약 문                                                                            1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 11

 2. 연구의 목적  ...................................................... 12

 3. 연구의 범위와 방법 ................................................. 14

제2장    서구 주요 국가의 금리상한규제

 1. 미국의 금리상한규제 ............................................... 15

     (1) 미국의 대부업 .................................................. 15

     (2) 고비용 서브프라임론(sub-prime loan) .......................... 16

     (3) 연방 각 주의 금리 상한 규제 ..................................... 17

     (4) 금리상한 규제의 사문화(死文化) .................................. 18

     (5) 서브프라임론에 대한 금리상한규제 ................................ 20

     (6) 미국과 한국의 금리상한규제에 대한 비교법적 평가 ................... 21

  2. 영국의 금리상한규제 .............................................. 23

     (1) 영국의 대부업 .................................................. 23

     (2) 영국의 금리상한규제 ............................................ 24

  3. 독일의 금리상한규제 .............................................. 27

     (1) 독일의 대부업 .................................................. 27

     (2) 독일의 금리상한규제 .............................................28

  4. 프랑스의 금리상한규제 ............................................. 34

     (1) 프랑스의 대부업 ................................................ 34

     (2) 프랑스의 금리상한규제 .......................................... 35

  5. 소결 ............................................................ 37

목   차

요 약 문                                                                             1



제4장     대부이자규제 관련 법률

  1. 일본의 금리상한규제 ............................................... 38

    (1) 대금업법상 대금업자의 개념 ...................................... 38

    (2) 일본의 금리상한규제 ............................................. 39

    (3) 비교법적 평가 ................................................... 40

  2. 중국의 금리상한규제 ............................................... 41

    (1) 중국의 대부업 ................................................... 41 

    (2) 중국의 소액대부회사에 대한 금리 규제 .............................. 43

  3. 중화민국(대만)의 금리상한규제 ...................................... 44

    (1) 대만의 대부업 .................................................. 44

    (2) 대만의 민법상 금리 상한 ......................................... 46

  4. 소결 ............................................................. 48

제5장     맺음말                                                                  53 

 1. 이자제한법의 폐지와 대부업법 제정 .................................. 49

    (1) 이자제한법의 폐지와 부활 ........................................ 49

    (2) 대부업법의 제정과 개정 ......................................... 51

    (3) 현행 이자율 관련 법제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의 문제 ................. 52

제3장     동북아시아 주요 국가의 금리상한규제

<참고문헌>                                                                        57

목   차

제3장     동북아시아 주요 국가의 금리상한규제



- 1 -

    

제1장. 서론

□ 2016년 3월 법 개정으로 최고금리가 연 39%에서 연 27.9%로 인하되었으나 

20대 국회 초반부터 이자제한법 및 대부업법 개정안이 연이어 발의되었음.  

○ 20대 국회에서도 각 정당은 이자제한법 및 대부업법의 금리상한을 

20~25% 수준으로 인하하겠다고 공약하였는데, 주요 논거는 미국과 독

일, 프랑스, 일본과 대만 등 주요 선진국들의 금리상한 수준이 20% 

미만이라는 것이었음. 

○ 그러나 선진 각국의 이자율 추정치만 개략적으로 제시되었을 뿐, 적

용대상과 규제방식, 금리상한 등이 우리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의 이

자제한과 비교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음.

○ 따라서 각 나라에 우리나라 대부업과 상응하는 금융업이 있는지를 살

핀 다음, 우리 대부업자에게 해당하는 금리상한규제가 있는지 금리계

산법이 우리와 동일한지를 함께 살펴보고 동질성이 있는 금리상한 규

제인지 분석하고자 함. 

제2장. 서구 주요국가의 금리상한규제

1. 미국의 금리상한규제

□ 미국의 14개 주와 워싱턴 D.C는 10~40% 대의 금리상한제를 실시하고 있

으며 조지아 주는 300~1000%의 실질연이율(APR)에 달하는 고비용 페이

데이론을 금지하고 있지만, 다른 주들은 금리상한제를 철폐하거나 페이

데이론을 적용 예외로 두거나 금리상한을 세 자리 숫자로 인상하여 페

이데이론을 허용하고 있음.

< 요 약 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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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16년 ‘소액 대부모범법’에 따라 각 주의 평균 금리상한은 연 

36%였으나 1970~80년대 ‘금리규제완화’와 ‘주간 금리수출 허용’, 

‘연방법과 주법 적용의 사각지대를 이용한 면허임대 및 금리상한제  

우회’, ‘온라인 대부 활성화’ 등으로 사실상 사문화(死文化)되었다

고 볼 수 있음. 

○ 연이율로 환산하면 300%~1,000%를 상회하는 페이데이론과 같은 ‘서

브프라임론’이용자들이 늘어가고 있음. 이와 같은 고비용 대부 이용

자들이 증가한다는 것은 상응하는 규제를 하는 법률이 사실상 존재하

지 않거나 있더라도 선언적 의미를 갖는 명목상 규제에 그치고 있다

는 반증임.   

○ 리차드 더빈(Richard Durbin) 상원의원은 2009년 2월 수수료를 포함한 

금리를 연 36% 미만으로 제한하는 ‘불합리한 금리로부터의 소비자

보호법’을 발의하여 통일적이고 강제적인 연방차원의 금리상한을 도

입하려 하였으나 상원 은행위원회에서 폐기되었음.  

○ 캘리포니아 주에서도 최고 459% 실질연이율까지 부과할 수 있는 페

이데이론 연이율을 36%APR로 제한하는 법안이 추진되었으나 관련 업

계 반대로 무산된 바 있음. 금리규제가 사문화(死文化)되어 고비용 대

출이 가능한 캘리포니아와 뉴욕 주의 명목 금리상한을 근거로 ‘최고

금리’를 연이율 20%로 인하하려는 것은 미국의 현실을 왜곡하는 것

이며 우리 경제 현실도 왜곡할 가능성이 높음.

2. 영국의 금리상한규제

○ 영국은 1974년 소비자신용법 제정 이래 소비자신용거래에서의 금리상

한제를 실시하지 않으며 당사자간 자유로운 약정에 맡기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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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최근 실질연이율 288%가 넘는 페이데이론과 같은‘고비용 단기

대부’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비용 규제를 실시하고 있음. 

3. 독일의 금리상한규제

□ 독일에서는「이자 및 할부금융과 소액대출에 관한 규정」1)이 1967년 4

월에 폐지된 이후 최고금리규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음.

○ 독일에서는 행정 규제 대신 입법적으로 공정 소비자 신용거래를 위한 신

용사업자의 의무와 차주(借主)의 철회권 등을 민법에서 규율하고 있음.

  

□ 민주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는 “독일의 경우 판례에 의하여 연방은행에

서 매달 발표하는 대출 유형별 평균 이자율의 2배 또는 평균이자율에 

12%를 가산한 금리 중 낮은 금리”로 이율을 연 20% 또는 그 이하로 

설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라는 입법청원을 했으나 행정적 최

고금리규제와 민법상 폭리규제를 구별하지 않았으며, 폭리와 고금리의 

개념을 오해한 결과로 볼 수 있음.  

  

○ 민변 등이 제시한 독일의 최고금리 규제는 우리나라와 같은 행정적, 

입법적 규제가 아닌, 폭리에 대한 1990년 연방대법원(BGH)의 판결을 

예시한 것으로 직접적인 입법비교의 대상으로 볼 수 없음.

○ 폭리에 대한 독일의 사법적 통제는 우리 민법 제103조 및 제104조와 

동일한 내용을 규율하는 민법(BGB) 제138조에 의거한 것임. 동 조항

은 공서양속에 어긋나고 상대방의 무경험(無經驗) 등을 이용해 ‘부당

이득’을 취하는 ‘폭리성’ 금전소비대차계약(Wuchersdarlehn)을 우

리나라 민법과 달리 무효로 보고 있음.   

1) Verordnung über die Aufhebung der Zinsverordnung und von Bestimmungen über die Kosten für 

Teilzahlungsfinanzierungskrediten und Kleinkrediten vom 21. März 1967. Bei der Novellierung des KWG im 

Jahre 1984 wurde die bis dahin in § 23 KWG enthaltene Ermächtigung zum Erlass von Zinsverordnungen 

gestric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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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년 독일연방대법원은 시장기준금리에 12%를 가산한 연 28.6%보

다 많으면 폭리로 보았으나, 동시에 은행이 할부신용 계약을 맺은 소

비자의 무경험 등을 이용했다는 요건을 충족해야 함. 따라서 은행과 

소비자의 대출이자 약정이 28.6%를 초과하여 이루어졌다 해도 반드시 

폭리로서 계약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음.

○ 또한 독일의 대출관행 및 이자율 계산법은 부대비용을 이자에 산입하

는 우리와 차이가 있음. 독일의 경우 대출 수수료는 이자 총액에 산

입하지만, 잔여채무보험료(Restschuldversicherungsbetrag)2)가 순 대출

금액의 44%를 넘지 않으면 보험료를 이자에 산입하지 않음.

○ 민변과 참여연대는 독일의 폭리규제 기준이 20%미만이라고 주장했으

나, 1990년 연방대법원이 폭리라고 본 연이율 28.6%의 대출약정과도 

차이가 크고, 이 또한‘보험비용’을 추가하지 않은 이자율임을 감안

하면 그 차이는 더욱 확대될 수 있음.

      

□ 마이너스 기준 금리와 유럽중앙은행과 1.5% 기준금리를 취하고 있는 한

국은행과의 금리 간격, 소위 ‘헬리콥터 살포’로 일컫는 유럽중앙은행

의 대규모 은행채권매입을 통한 유동성 공급으로 독일 상업은행 자금조

달비용이 저렴해진 점, 독일 상업은행의 마이너스 또는 무이자 예금이

자 정책, 독일에는 우리나라와 같은 등록제 대부금융회사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독일은행과 우리 대부금융회사의 명목상 소비자 대출 금리를 

비교대상으로 삼은 참여연대와 민변의 ‘20% 최고금리 인하’주장은 

객관성이 현저히 부족함. 

○ 우리나라 대부업법에 의하면 전당업자들도 대부업 등록을 해야 하며 

대부업법상 최고금리규제를 받는다. 하지만 독일 전당포에서의 담보 

대출의 이자율은 보통 연이율 40%를 상회한다. 예컨대, 500유로는 1

달 빌리는 경우 5유로의 이자와 15유로의 월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

며, 연이율로 환산하면 연 48%임.3) 하지만 민변과 참여연대가 독일의 

2) 독일의 상업은행은 소비자 신용대출계약을 체결할 때 채무자가 사망하거나 실업 또는 노동력 상실 등 기타 사유로 할부 

채무(Ratenschuld)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 대비하여 ‘잔여채무보험’ 체결을 대출신청자에게 관행적으로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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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율 20% 미만이라는 주장은, 독일 전당대부업자들의 40% 대의 이

자율 현실과 다름.   

4. 프랑스 금리상한규제

□ 프랑스는 은행, 여신전문 금융기관의 소비자 신용대출과 할부금융, 당좌대월 

등에 한해 중앙은행 고시 평균이자율 기준에 따른 변동성 최고금리제한을 실시

하고 있음. 

□ 프랑스 소비자신용의 명목상 최고금리는 8.15% ~21.32%이지만, 우리나라와 

달리 연체비용, 보험, 위약금, 수수료 부대비용은 포함시켜 최고 금리를 계산하

지 않음.

□ 영국의 산업통상부(DTI)는 지난 2009년 대출부대비용 및 연체이자율을 

포함한 실질 연이율(APR)로 계산할 경우 프랑스의 소비자신용의 최고 

금리는 최대 29.3%로 추정한 바 있음.

□ 이찬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자제한법 개정안’과 민주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가 제출한 입법청원서에 따르면, 프랑스 소비자금융의 최고금

리상한이 연이율 20% 미만이나, 이는 최대 21.3%에 이르는 명목상 최고

금리보다 낮추어 잡은 이자율이며, 최대 29.3%에 이르는 실질 최고금리

와는 현저한 차이가 있음. 

□ 마이너스 기준 금리와 유럽중앙은행과 1.5% 기준금리를 취하고 있는 한

국은행과의 금리 간격, 소위 ‘헬리콥터 살포’로 일컫는 유럽중앙은행

의 대규모 은행채권매입을 통한 유동성 공급으로 프랑스의 상업은행 자

금조달비용이 저렴해진 점, 마이너스 또는 무이자 예금이자 정책 등을 

고려하면 소비자신용 등에 대한 실질 최고금리는 30%를 상회할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3) Die Welt, Mit dem DVD-Player gegen die private Pleite, 

  기사 출처 : https://www.welt.de/finanzen/article127625616/Mit-dem-DVD-Player-gegen-die-private-Pleit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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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동북아시아 주요 국가의 금리상한규제

1. 일본의 금리상한규제

□ 일본에 있어서 대금업은 구체적으로 대금업법에 의거 대금업을 영위하

는 카드회사, 신용판매회사, 소비자금융회사 등을 지칭함.

○ 일본은 2006년 대금업법 개정으로 연리 15~20%로 금리상한을 인하 

한 이후에 2014년 3월 말 기준 ‘소비자금융회사’의 시장규모가 20

조 9,000억 엔에서 6조 2,000억 엔으로 70% 가량 감소했으며, 3만여 

개에 달하던 업체 수도 2015년 2천여 개로 줄었음. 

○ 살아남은 업체를 중심으로 인수·합병이 이루어지면서 ‘소비자금융

회사’의 대형화와 시장의 과점화가 진행되었지만 연 2,000%에 달하

는 불법 사금융 시장의 확대를 막을 수 없었음.  

○ 일본에서 대금업 금리상한으로 인한 효과는 모범적이라기보다 가격에 

대한 무리한 개입이 시장을 공동화시키고 불법화하여 시스템 위기를 

강화하는 사례로 사료됨.   

2. 중국의 금리상한규제

○ 중국은 사금융을 일괄 불법화하기보다 시장원리를 도입하여 사금융의 

합법화, 제도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리자유화 속도가 기

대보다 빨라지면서 사금융의 양성화도 가속화되고 있음. 

○ 중국의 금리 구조는 은행 → 신탁 → P2P → 소액대출 순으로 금리가 높음. 

   

○ 인민은행과 은행감독위원회위의 소액대출회사 대출이율(小额贷款公司

贷款利率)에 관한 지도의견(指导意见)에 따르면 소액 대출 회사는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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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으로, 그 운영 및 자본조달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소득의 범위 

내에서 가능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독자적인 성장과 발전

을 계속하기 위한 재무 지속 가능성은 주로 두 가지 측면, 대출에 부

과되는 금리 수수료에 달려 있기 때문에 시장원리에 따라 경영을 할 

수 있도록 대출이율 상한을 원칙적으로 개방하되 잠정적으로 상업은

행 대출이율의 최대 4배를 넘지 않도록 지도하고 있음. 

○ 상업은행에 대한 중국의 금리정책을 볼 때, 인민은행과 은행감독위원

회가 소액대출회사의 이자 상한과 하한을 동시에 설정하는 것은 소액

대출회사에게 일정한 대출 이윤 폭을 보장하려 것임.  

3. 대만의 금리상한규제

○ 대만에서 제도금융시장과 나란히 민간 금융시장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비합법 대부사업자의 은행업 진출이 비교적 자유로워서 ‘대금사업

자’를 규제하는 별도의 행정 규제법은 없음

○ 또한 우리나라 「대부업법」처럼 은행·비은행 여신전문업자 및 대부 

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금리 상한을 법률로 정하고 있지 않음

  ○ 단, 이자부 금전소비대차에 관하여 중화민국 민법 제205조가 “연리

(年利) 백분의 이십 이상을 설정할 경우에 채권자는 초과 부분에 대한 

이자청구권을 갖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음. 이는 분쟁 시 채권자의 

과도한 이자에 대한 민법적 보호를 배제하고 있을 뿐임. 

○ 대만은 유사한 역사발전 및 경제발전 경로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와 

일본과 달리 통제적인 감독규제와 금리에 대한 정부의 직접 개입을 

자제하되, 그 대신 금융업의 진입문턱을 낮추어 시장원리에 따른 금

리 경쟁을 유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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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평가 및 결론

     

○ 흔히 선진국일수록 대부 금리가 일반적으로 낮을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으나, 소득의 양극화 정도에 비례하여 금리격차가 큰 상이한 대부

금리 시장이 존재하여 통일적이면서 효율성이 높은 금리상한규제를 

도입하기가 어려움. 

○ 예컨대 미국은 선진국 중 빈곤선(중위 소득의 50%) 미만의 인구비중

을 뜻하는 ‘빈곤율‘이 세계에서 제일 높은 나라 중 하나4)여서 참여연

대와 민변 등이 제시한 바와 달리 초저금리 연이율 1,000% 고비용 대

부시장이 양립하는 나라로서 20% 미만의 통일적인 금리상한제를 일

반적으로 도입하기 어려운 조건임.

○ 미국과 영국, 일본 등의 사례를 보면 지속적인 대부금리 인하의 제일 

조건은 기준금리나 조달 금리의 인하보다는 경제 활성화와 소득의 양

극화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격차 해소임. 

○ 중국과 대만의 사례를 보면 지속적인 경제성장으로 자금공급이 일상

적으로 부족하고 소득 격차가 심화되지 않아서 금리억압보다는 금리

자유화의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일본처럼 과도한 금리규제는 장기 불황기에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

게 저렴한 금리의 자금을 공급하는 게 아니라 건전한 자금 공급자들

이 서민 대부 시장에서 철수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금리 격차가 큰 

대부시장은 제도권 밖에서 음성적으로 작동하여서 대출비용증가로 귀

결될 수밖에 없어서 결과적으로 서민 이용자들의 생활 조건을 더 악

화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4) 이강익의 연구에 따르면 2000년대 중반 미국의 빈곤율(17.1%)은 OECD 평균(10.5%)보다 높고, 스웨덴(5.3%)보다는 무

려 세배 이상 높다. 이강익, “미국의 경제적 불평등과 빈곤”, 「미국사연구」 제32집, 한국미국사학회, 2010, 20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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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적으로 정부와 정당, 시민단체가 취할 방향은 정치적 대중의 인

기에 영합하는 단기적인 금리억압으로서의 금리상한규제가 아니라 경

기 활성화 및 소득 증대로 소득격차를 해소하여 서민들이 과도한 채

무를 부담하지 않고도 건전한 경제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는 정책에 중

점을 두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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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최고금리 처벌 비고

미국 ×        -

- 연방 차원의 최고금리 규제 없으며 연이율 300~1,000%에 
이르는 ‘페이데이론 산업’ 성장세

- 현재 최고금리 규제를 두고 있는 주들의 평균 최고금리는 
36%APR

- 그러나, 주별 최고금리상한 주간 금리수출과 국법은행 면허임
대, 다수의 적용 예외 규정으로 사실상 사문화(死文化)

- 전당업자의 경우 버몬트 주를 제외한 모든 주에서  최고
금리 규제 없음 

영국
연이율

288%
        -

- 3개월 미만의 초단기 초고금리 대출규제 → 우리나라에서 
불법인 일수대출의 형태

- 1일 0.8%(월 24%, 연 288%)로 제한 

독일 × ×

- 1967년 ‘이자 및 할부금융여신과 소액대출에 관한 규
정’폐지되면서 금리자유화

- 민법상 대출자의 무경험 등을 이용한 폭리 대출에 한하여 
계약 무효 규정에 근거한 은행의 고금리 통제

프랑스

실질최고금리
(연 29.3%)

명목최고금리 
8.15%~21.3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45,000 €의 
벌금형
(병과 

가능)

– 은행, 여신전문 금융기관의 소비자 신용대출과 할부금융, 
당좌대월 등에 한해 중앙은행 고시 평균이자율 기준에 따
른 변동성 제한

- 연체비용, 보험, 위약금, 수수료는 별도
- 2010년 10월 1일 기준 최고금리
  1,524유로 이하 소비자 신용대출 21.32% 
  1,524유로 초과 할부, 당좌대월 19.32%
  1,524유로 초과 소비자 대출 8.15%

일본

15~20%
(전당업 제외)

개인 
연 109.5%

5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엔 
이하 벌금

- 대부금액에 따라 차등 체한
- 이식제한법과 출자법으로 제한
- 이식제한법은 처벌규정 없으며 최고금리위반은 출자법으

로 형사 처벌
- 형사처벌의 기준 : 개인 연 109.5%
  단, 금전대부를 업으로 하는 경우 연 20%

중국 × ×

- 금리자유화 정책에 따라 소액대출회사의 금리 상한은 원
칙적으로 개방

- 단, 인민은행과 은행감독위원회의 지도의견으로 소액대출
회사의 대출이자율 상한을 상업은행 대출이자율의 4배를 
넘지 않고 하한도 잠정(暫定) 설정하고 있음

- 상업은행에 대한 중국의 금리정책을 볼 때, 인민은행과 은
감위가 소액대출회사의 이자 상한과 하한을 동시에 설정
하는 것은 소액대출회사에게 일정한 대출 이윤 폭을 보장
하려 것임.   

대만 × ×

- 대부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금리 규제 없음
- 은행업 진입 규제 완화로 은행업 진출이 용이
- 은행권 대출금리 경쟁 활발
- 민법 상 연 20%로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초과 부분에 대

한 이자 청구권만 인정

요약 해외주요국최고금리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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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상한규제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서울디지털대학교 

김대규(金大圭)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우리나라는 금융시장이 위기에 처했던 1997~1998년에는 IMF의 권고에 따라 이자

제한법을 폐지하였으며, 정작 금융위기를 극복한 이후에는 ‘사금융(私金融) 양성

화’ 목적으로 2002년에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을 제정하면서 최고이자율 제한을 부활시켰다. 

2002년 연 66퍼센트로 출발했던 금리 상한 최고이자율은 2007년 49퍼센트, 2010

년 44퍼센트, 2011년 39퍼센트, 2014년 34.9퍼센트, 19대 국회 마지막 회기였던 

2016년 2월에는 27.9퍼센트로 「대부업법」이 시행된 지 13년 만에 38.1퍼센트가 

인하되었다.  

그런데 2016년 3월 3일 최고이자율을 인하한 대부업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20

대 총선(2016.4.13.)에서 각 정당은 이자제한법 및 대부업법의 금리상한을 인하하

겠다고 공약했다.5)

실제로 20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이자제한법」상의 최고금리 관련 법률 개정

안이 차례로 발의되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찬열 의원 등 10인이 지난 6월 8일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을 현행 연 25퍼센트에서 연 20퍼센트로 낮

추기 위한 「이자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의안번호 제000149호)6)을 발의하였다. 

또한 강병원 의원 등 14인도 금리의 상한을 연 20%로 하향 조정하는 것을 주요 

5) 2017년 4.13 총선에서 ‘새누리당’은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를 현행 25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하향 추진’하겠다는 공약

을 내걸었고, 더불어 민주당은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의 최고 이자율을 일괄 25%로, 정의당은 20%로 각각 인하하겠다

는 공약을 발표했다.   

6) 「이자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이찬열 의원 등 10인, 의안번호 제0001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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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으로 하는 「이자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의안번호 제1791호)7) 및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의 대부에 관한 최고이자율을 「이자제한법」에 따른 이자율로 

일원화 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8)을 발의했다.9)  

2. 연구의 목적

이찬열 의원 등의 「이자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대부업에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찬열 의원은 보도 자료를 통해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자율이 

20%까지 내려간다면 27.9%인 대부업 최고금리의 추가 인하를 이끌 동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더불어 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자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도 “이 법률안은 강병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부업법 개정

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이라고 부기하고 있기 때문

에 발의된 법안 모두 대부업 금리 인하와 연계된 것임을 부인하지 않을 수 없

다.10)     

강병원 개정 법률안 제안 이유는 간단하다. “약탈적 대출로 인한 가계부채 증가

가 국가 금융경제 위기의 뇌관이 되고 있음”을 이유로 이에 대부업자 및 여신금

7) 「이자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의안번호 제1791호), 강병원 의원 등 14인, 제2001791호(2016. 8. 24.). 제345회 국회(임

시회).

8) 「대부업법 개정안」 (의안번호 제1790호), 강병원 의원 등 14인, 제2001790호(2016. 8. 24.). 제345회 국회(임시회)

9) 이 밖에 더불어 민주당 박병석, 제윤경 의원 등은 6월 14일 소멸시효가 끝난 채권의 추심을 금지하고, 대부업자는 지급

명령 등 소송을 통해 추심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 법률안은 이른바 ‘죽은 채권 부활 금지법’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

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와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채권의 추심을 위하여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를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 19대 국회에서 발의했다가 상정하지 못해 폐기된 법안이다. 이 밖에 제 의원이 낸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박 의원이 지난 19대 국회에서 이미 발의한 법안의 연장선상에 있는 법안

이다. 제 의원은 이번 법안에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대해 추심을 금지하도록 하는 시효부활행위금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 도입, 채권추심 대부업자 소송행위 금지, 단체소송제도 도입 등의 세부 내용을 담았다. 시효부활행위금지란 채권추심

회사가 시효를 부활시키기 위한 지급명령 청구나 압류 신청 등 시효부활행위 등을 금지하는 것이며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는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대한 추심금지를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액의 3배 이내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이다.  

1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현행 「이자제한법」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을 연간 25%를 넘을 수 없도록 정

하고 있으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예외적으로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이 대부

를 하는 경우의 이자율 상한을 연간 27.9%까지 허용하고 있음. 그러나 가계부채 1,200조를 넘어선 지금도 은행권을 이

용하지 못하는 저소득·저신용 계층들의 자금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으며, 약탈적 대출로 인한 가계부채 증가가 국

가 금융경제 위기의 뇌관이 되고 있음. 이에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의 대부에 관한 최고이자율을 「이자제한법」에 따

른 이자율로 일원화하고,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이를 무효로 하는 등 「이자제한법」의 규정을 따르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도모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제3호의2, 제8조제1항·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1조, 제15조제1항·제2항 삭제).



- 13 -

융기관의 대부에 관한 최고이자율을 「이자제한법」에 따른 이자율로 일원화하고,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이를 무효로 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미 연

방 파산법에서 소비자의 개인 파산을 억제하기 위해 악의나 고의로 생긴 빚이 아

닐 경우에 제한적으로 대출기관이 책임을 함께 나누도록 하는 ‘약탈적 대출

(predatory lending)’의 개념을 ‘개인 파산법’이 금융거래 일반에 차용하여 전

체 대출금리 상한의 보편적 근거로 삼고 있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미국의 소비

자 대출에서 약탈적 대출로 인정되는 범위가 전체 대출의 백분의 일도 채 안 되

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외국 법 개념의 수입에 신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상대적으로 이찬열 의원의 법률 개정 제안 이유는 강병원 의원의 개정안보다 구

체적이다. 크게 세 가지인데 첫째, 2015년 말 기준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금융부

채는 1,422조 7천억 원(잠정)이며 가계신용기준으로 1,200조원(잠정)에 이르러 우리

나라 사회경제시스템을 위협하고 있다는 점, 둘째 제1금융권의 여신금리가 지속적

으로 낮아지고 있다는 점, 셋째 선진국의 상한금리가 미연방의 주(州)법률이 각각 

8%~18%, 일본 20%, 대만 20% 등으로 우리나라보다 낮은 수준이라는 점이었다. 

  하지만 이찬열 의원 등이 발의한 최고이자율 인하의 근거는 2007년 「대부업법 

개정안」부터 지금까지 제시된 근거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특히 첫째와 둘째의 

이유는 이자제한법이나 대부업법상 최고금리상한과 연관성이 낮다. 먼저 우리나라 

가계 부채의 대부분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과 신용카드 및 판매신용으로 인한 것

들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금리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핵심 문제는 대출 금리의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주택시장의 침

체 및 채무자의 기대 소득 저하와 연관이 있음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또한 신용카드 및 판매신용으로 인한 채무의 증가도 주로 채무자의 기대 소득감

소와 카드 발급의 남발 및 무책임한 카드 사용에 있지 금리가 핵심 문제는 아니

다. 그러므로 대부금융회사의 대부 잔액을 모두 합쳐도 전체 가계부채의 2%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임을 고려할 때 주택담보대출 및 신용카드채무 증가에 대한 

관리 실패를 대부업에 전가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 다음 제1금융권의 여신금리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것은 여신자금의 공

급 비용이 그 만큼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제1금융권이나 저축은행과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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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으로부터 예금을 받지 않고 예금 자산을 담보로 증권 및 채권을 발행할 수 

도 없으며 회사채 발행도 제약이 많은 대부금융은 상대적으로 공급비용이 높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비교는 공정하지 않을뿐더러 수요공급에 따른 가격 결정의 

원리에 크게 어긋난다.   

  

결국 최고 이자율 인하의 객관적 기준으로 남는 것은 미국, 일본, 대만 등 주요 

선진국들의 낮은 이자율이 유일한 근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지난 

대통령선거에 이어 20대 국회 초반부터 제기되고 있는 「대부업법」과 「이자제

한법」상의 최고이자율의 인하의 주요 논거인 외국의 금리규제현황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의 개정 근거가 될 수 있는지를 분석하

고자 한다. 

3. 연구의 범위와 방법

본 연구는 이찬열 의원 등이 발의한 이자제한법 개정안에서 연 15~20% 정도의 

금리규제를 하고 있는 나라로 제시된 미국과 일본, 대만에서의 금리상한규제를 기

본적으로 고찰한다. 또한 민주주의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의 입법청원서 

및 다수의 금융소비자단체가 참여한 금융소비자네트워크가 김기준 의원실과 공동

으로 주최한 제6차 금융소비자포럼 「최고금리규제 단일화 방안 마련 토론회」11)

에서 제시된 프랑스와 독일의 금리상한규제에 더해 같은 문화권이고 경제발전경

로가 유사한 중국과 홍콩의 금리규제 현황을 동북아시아국가의 금리상한규제라는 

범주 내에서 함께 살펴보겠다.   

종래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금리상한규제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를 검토하는 

선행연구12)들이 존재하나, 대부분 우리나라 대부업의 제도권 진입에 대한 사회적, 

역사적 고찰 없이 외국의 금리규제를 평면적으로 고찰하는 데 그쳐서 오해의 소

지가 많았다. 

11) 노종천, “이자제한법제의 일원화 과제”, 「최고금리규제 단일화 방안 마련 토론회」-제6차 금융소비자포럼(2016.2.34), 

금융소비자네트워크.17면 이하.  

12) 2005년도 이후의 대표적 선행연구로는 다음의 것을 들 수 있다. 정찬우ㆍ이건범ㆍ강경훈, ｢대부업 제도의 개선방안｣, 

한국금융연구원, 2005; 한국산업개발연구원/한국질서경제학회, ｢소비자금융 민간백서｣, 한국대부소비자금융협회, 

2005; 최인방, “대부업의 최근 동향과 향후 과제”, 한국은행, 2006; 김대정, “현행법상 이자제한에 관한 연구”,『중앙법

학』제9권 제2호, 중앙법학회, 2007; 이은희, “영국 소비자신용법상 부당한 신용거래의 규제”, ｢법제(2007.03)｣, 한국법

제연구원, 2007; 한정미, “서민금융이용자보호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기업법연구｣ 제22권 제1호(통권 제32호),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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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이 글은 논의의 집중과 적절한 비교를 위하여 연구의 대상을 우리나라의 

대부업체와 유사한 제3금융권이 있는지를 살펴본 다음, 제3금융권이 다루는 무담

보 신용대부거래를 중심으로 관련 이자율 규제의 범위와 실효성을 기능적 관점에

서 비교·검토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우선 저소득ㆍ저신용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서구의 대부업

과 금리상한 규제에 관한 영국과 미국, 유럽연합의 핵심국가인 독일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입법례를 살펴 본 다음(Ⅱ), 우리나라와 유사한 금융 산업 발전 경로를 

갖고 있는 일본과 중국과 대만 등 동북아시아 국가들의 금리규제 상한 관련 입법

을 살펴본다(Ⅲ). 이어서 무담보 대금업의 이자율에 관한 규제 법률로서 대부업법 

및 이자제한법상의 이자율상한규제의 변천과정과 인하율 인하의 논리를 살펴 본 

다음(Ⅳ), 마지막으로 앞선 장에서 제시된 평가와 개선방안을 요약하고 정리하여 

결론으로 삼고자 한다(Ⅴ).

제2장 서구 주요 국가의 금리상한규제

1. 미국의 금리상한규제

(1) 미국의 대부업   

  미국의 거의 모든 금융기관이 소비자를 상대로 대부 영업을 하지만 이 가운데에

서 비은행‘저축기관’(Depositary Institution)이 전통적으로 서민(庶民) 금융기관의 

역할을 맡아 왔다. 대표적인 저축기관으로 저축은행(Savings Bank)13), 저축대부조

합14)(Savings & Loan Association: S&L), 신용협동조합(Credit Union)15) 등이 있다. 이

13) 초기에는 주법인가 저축은행만 존재하였으나 ‘저축금융기관 규제완화 및 통화 관리법(Depositary Institutions 

Deregulation and Monetary Control Act: DIDMCA, 1980)’ 시행을 계기로 연방인가 저축은행 설립이 허용되었으

며, 1982년 「저축기관법」에 의해 저축은행과 저축대부조합간의 상호 전환이 허용되었다. 

14) 저축대부조합(Savings and Loan Association: S&L)은 개인 저축성예금을 수취하여 주택담보대출 및 저당증서 매입

에 자금을 운용하는 최대의 주택금융전문기관이다. 초기에는 조합 형태로 출발하였으나, 80년대 저축기관 규제 완화로 

주식회사로의 전환이 허용되었다. 현재는 조합 형태와 회사 형태를 취한 각각의 대부조합이 병존한다. 저축대부조합은 

또한 80년 저축금리에 대한 규제가 풀리고 금리 경쟁이 붙어서 상당수의 저축대부조합들이 높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하

고 모기지대출을 실행하면서 부실이 누적되어서 1986년 상당수의 저축대부조합이 파산했다. 

15) 신용협동조합은 저축은행 및 저축대부조합과 함께 미국 내 대표적인 서민금융기관으로 주로 조합원들로부터 예금을 받

아 조합원들에게 중·장기대출로 자금을 운용한다. 저축은행 등이 종래의 서민 형 대출보다 수익성을 추구하면서 상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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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기관 비영리 금융기관

제도권 금융기관
상업은행, 저축은행, 저축대부조합(회

사형), 신용카드, 할부금융회사   
신용협동조합, 저축대부조합(조합형)

대체기관
모기지금융회사, P2P렌딩, 소액대부

회사, 전당포
마이크로 크레디트 기관

들 서민 금융기관은 지역에 밀착하여 소규모로 영업하기 때문에 주민들과의 연계성

이 매우 높다. 서민 금융기관을 포함하여 상업은행 등이 미합중국 전체 대부업 시장

에서 대략 78%의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다.16)

하지만 국제 금융위기 여파로 저축은행과 신용조합을 비롯한 지역 밀착형 소규모 

금융기관들의 수가 줄어들고 자금 제공기능이 약화되면서 상대적으로 고금리로 영

업하는 단종 여신전문회사 및 P2P 대부회사, ‘서브프라임금융회사’들의 시장 비

중이 늘어나고 있다. 전체 소비자 신용시장에서 이와 같은 상대적 고금리 금융회사

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2.1%를 차지하고 있다고 추정된다.17)

(2) 고비용 서브프라임론(sub-prime loan)

전술한 바와 같이 미국의 소비자 금융시장에는 상업은행, 저축대부조합(Save & 

Loan Association; S&L) 및 신용조합(Credit Union), 신용카드․할부․리스․모기지 등 

단종 여신전문 금융회사, 수표할인사업자, 전당포업자 등 다양한 대부업자들이 참

여하고 있다. 대부 금융회사 가운데에는 GE나 GM 계열의 자동차할부 금융회사들

처럼 금융자산이 많고 상대적으로 높은 경쟁력을 지닌 곳도 있지만, 신용도가 낮

은 고객을 주로 상대하는 ‘서브프라임 금융회사’(Sub-prime Finance Company)

들도 적지 않다.18)

고비용 단기소액대부 영업을 하는 ‘서브프라임 금융회사’의 유형으로는 상업

은행과의 사업적 연계 없이 독자적으로 무담보 신용대부업(Unsecured Loan)을 영

되어가는 반면에 상대적으로 신용협동조합은 조합 본래의 취지를 살리고 있는 편이다.  

16) 2010년 1월 일본 금융청이 발표한 “각국의 대금업 현황” 참조

17) 2010년 1월 일본 금융청이 발표한 “각국의 대금업 현황” 참조

18) 여신전문 금융회사의 경우 자동차 할부금융, 리스금융 및 신용카드 등 단종 여신전문사업을 영위하는 곳과 다양한 대

출상품을 담당하는 회사 등이 은행 및 기타 금융기관과 경쟁을 하는 구도를 지니고 있다. 김필규, "미국여신전문금융기

관의 유동화 구조와 국내 시사점", 「여신」제11호(2006.06), (여신금융협회, 2006),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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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는 독립적인 금융회사(Stand-alone Financial Company), 수표할인업자(Check 

Cashier), 전당포(Pawn Shop) 등이 있다. 독립적인 금융회사로 규모가 큰 것으로는 

30개주에 1,375개의 지점을 운영하는 ‘Advance America’19)를 비롯하여 

‘Check N' Go’20), ‘Check Into Cash’21), ‘United Credit Services’22) 등이 

있다. ‘페이데이론’을 취급하는 대표적인 수표할인업자는 30개 주에 약 1,000개

의 지점을 운영하는 ‘ACE Cash Express’를 비롯하여, ‘Dollar Financial’, 

‘QC Financial’ 등이 있다.23) 서브프라임 금융회사는 본점 소재지 주법에 따라 

주(州) 금융서비스국의 인가를 받아 설립하며, 금리상한규제 등을 비롯한 대출업

무에 대한 영업규제를 받는다.24) 다만 소비자를 상대 하는 ‘서브프라임 금융회

사’의 불공정한 영업 관행에 대해서는 다른 저축기관과 모기지 회사와 마찬가지

로 연방 공정거래위원회(FTC)가 감독한다. 

(3) 연방 각 주의 금리 상한 규제

금리상한에 대한 연방 차원의 입법으로는 ‘소액대부모범법’(Uniform Small 

Loan Laws(USLL), 1916)이 있었다. ‘소액대부모범법’은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에 미국에서 ‘경제 공황’이 주기적으로 발발하여 전국적으로 약탈적인 고리대

금업(Loan Sharking)이 성행했을 때 이를 규제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25) 당시 제

정된 각 주의 이자규제법(Usury Law)의 평균적인 금리상한이 대체로 36%의 실질

연이율(APR)이었다.26) 지금도 소액대부에 대한 이자상한규제를 실시하고 있는 워

싱턴 D.C.와 14개 주의 금리상한 평균은 대체로 36% 실질연이율(APR)에 가깝다. 

또한 2007년부터 시행 중인 ‘군인 및 군무원과 그 부양가족에 대한 단기소액대

부규제를 위한 수정법안’27)에서 도입된 금리상한도 실질연이율(APR) 36%이다. 

따라서 36% APR은 미국의 법제사적 측면에서 볼 때 주(州)법률상의 평균적인 금

리상한을 고려한 상징적인 이자율 상한으로 이해할 수 있다. 

19) https://www.advanceamerica.net

20) 전국적으로 26개 주에 약 650개의 영업소를 두고 있다. 

21) 전국적으로 24개 주에 약 575개의 영업소를 두고 있다.  

22) 전국적으로 12개 주에 약 300개의 영업소를 두고 있다. 

23) 정찬우․이건범․강경훈,  “앞의 글”, 46면.

24) 이지수, “앞의 글”, 127면.

25) Mayer, Robert (2012). "Loan Sharks, Interest-Rate Caps, and Deregulation". Retrieved 27 August 2014.

26) Elizabeth Renuart & Kathleen Keest, The Cost of Credit: Regulation, Preemption and Industry Abuses, § 

2.3.3.2(3d ed. 2005)

27) Department of Defense, Final Rule, Limitations on Terms of Consumer Credit Extended to Service 

Members and Dependents, 72 Fed. Reg. 50,581-83 (Aug. 31,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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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금리상한 규제의 사문화(死文化)  

  1) 국법은행에 대한 주간 금리수출(Inter-State Lending) 허용

높은 물가와 재정적자, 자본시장에 대한 정부개입의 실패를 배경으로 1970~80년대 

미국에서는 금융 산업 규제완화를 위한 규제 철폐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를 

배경으로 1978년 연방대법원은 연방 정부의 인가를 받은 ‘국법은행’(National 

Bank)의 신용카드 대출에 대해서 본사가 소재한 주의 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다.28) 이에 따라 금리상한 규제가 없거나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상한을 설

정하고 있는 주(州)에 본사를 두고 있는 ‘국법은행’들이 엄격한 금리상한규제가 

있는 다른 주에 거주하는 이용자들에게도 해당 주의 ‘금리상한규제’에 구속받지 

않고 대출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달리 말하면, 주간대출(Inter-state Lending)29)을 하

는 경우에 소위‘금리수출’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 결과 전국적인 영업망을 구축

했거나 온라인 대출을 실행하는 국법은행은 금리규제 상한이 높거나 상한 규제가 

없는 주로 본사나 신용사업본부를 이전하여 주 법률상 금리상한규제의 적용을 우회

할 수 있게 되었다.30) ‘주간 금리수출’을 허용한 미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전후하

여 연방인가를 받은 대형 국법은행의 본사나 신용사업본부를 유치하여 고용창출과 

재정수입 증가를 바라는 연방 각 주들이 경쟁적으로 금리상한규제를 폐지․완화하였

다. 실제로 델라웨어, 사우스다코타, 아이다호, 네바다, 유타, 위스콘신 등이 금리상한규

제를 폐지하였다. 적지 않은 ‘월스트리트 은행’들이 최고금리가 없는 델라웨어 주와 

사우스다코타 주 등에 소비자 신용사업본부를 두고 있다. 

2) 국법은행 및 연방 부보은행의 면허임대 

미국 법원은 금융기관이 연방법과 주법의 적용을 동시에 받는 경우라면 연방법

28) Marquette vs. First of Omaha Service Corporation 1978.

29) 예컨대 당시 대출 이자율 상한이 연 24%로 미연방 내에서 가장 높았던 사우스다코타 주에 소재하는 은행은 예컨대 최

고이자율이 연 12%였던 뉴욕 주에 거주하는 소비자에게 연 24%의 이자율로 대출하여도 더 이상 뉴욕주법에 저촉되지 

않게 되었다. 

30) 예컨대 시티은행은 1981년에 신용카드 사업본부를 뉴욕에서 사우스다코타로 이전하였다. 이후 점차적으로 전국 규모의 

대형 금융기관들이 이자율 제한이 없는 사우스다코타나 조지아 주로 사업근거지를 이전하였다. 반면에 이자율 규제가 

엄격한 아칸소나 노스캐롤라이나 주에는 자본의 유출을 경험하였다고 한다. Amanda K. S. Hill, "State Usury Laws; 

Are they effective in a Post-GLBA World?, North Carolina Banking Institute, (April. 2002), p. 412; 윤부찬, 

앞의 논문, 288면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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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감독기관

지주
회사

은행 Federal Reserve

저축조합 Federal Reserve

투자은행(대형) Federal Reserve

은행

국법은행
OCC(Office of the Comptroller of the Currency)
FDIC(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주법은행
(연준, FDIC 가입은행)

Federal Reserve, FDIC, 주정부

주법은행(FDIC 가입은행) FDIC, 주정부

외국은행 Federal Reserve, OCC

저축
조합

연방인가 OCC, FDIC

주정부인가 FDIC, 주정부

증권회사
SEC(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CFTC(Commodities Futures Trading Commission)

보험회사 FIO(Federal Insurance Office), Federal Reserve, 주정부

신용협동조합 NCUA(National Credit Union Administration)

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따라서 연방정부의 인가를 받았기에 연방법이 적용되는 

국법은행(National Bank)은 연방 각 주의 개별적인 금리상한규제 및 금융 감독을  

받지 않는다.31) 또한 주법은행(州法銀行)도 연방예금보험제도에 가입했다면 주정

부가 아닌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의 감독을 받는다. 이러한 법적용의 맹점을 이

용하여 페이데이론 회사들이 자기들이 영업하는 지역에 지점이 없는 ‘국법은

행’(National Bank)이나 ‘주인가 연방부보은행’(Federal Insured State Chartered 

Bank)과 ‘사업상 동반 관계’(Business Partnership)를 맺으면 이들 은행의 면허

(Bank Charter)를 이용하여 주정부 은행국의 감독을 받지 않을 수 있었다. 이 때

문에 지난 2005년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는 ‘은행면허임대에 관한 가이드

라인’을 발표해 페이데이론 금융사업자에 대한 연방부보은행들의‘은행면허임

대’(Rent of Bank Charter)를 금지 한 바 있다.

<미합중국 금융 감독 체계 현황>

자료 : 한국은행

31) 또한 2004년 1월 OCC는 국법은행(National Bank)에 대해 주정부의 대출 규제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가이드라인

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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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온라인 대부의 활성화  

최근 인터넷을 이용한 P2P 대부와 온라인 페이데이론 영업, 온라인 대출이 성행

하면서 오프라인 지점 설치의 필요성이 크게 줄어들었다. 따라서 물리적인 공간으

로서의 영업소 규제에 초점이 맞추어졌던 종래의 금리규제의 한계를 더욱 강화시

켰다. 지점이 없는 다른 주에 지점이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않고도 인터넷 대출 시

스템을 통해 전국적인 영업이 가능해졌다. 또한 인터넷 기술의 발달은 역설적으로 

미합중국에서 연방 각 주의 개별적인 금리상한 규제의 실효성을 낮추는데 일조했

다. 이에 따라서 금리제한에 관하여 엄격한 주 법률과 대출 실무 간의 괴리는 더 

깊어졌으며, 그만큼 금리상한규제가 사문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32)

(5) 서브프라임론에 대한 금리상한규제

대표적인 서브프라임론의 하나인‘페이데이론’은 대체로 2주 전후의 단기 소액

대출로서 대출기간이 짧다. 때문에 원금에 이자를 얹어 날마다 갚아나가는 것이나  

일 단위로 이자를 지급하는‘일수’(日收)대출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이들

이 받는 이자 비용을 연이율로 환산하면 대략 연 300%~1,000%에 이르러 외관상 대

단히 높아 보인다. 

예컨대 버지니아 주 리치몬드에 있는 페이데이론 금융회사 ‘Advance America’

는 100달러에서 500달러의 소액을 대출해주는 데, 100달러를  2주 동안 빌릴 경우 

만기에 126.40 달러를 상환해야 한다. 이를 실질연이율로 환산하면 688.28%(APR)에 

달한다. 그러나 100달러를 한 달간 빌리면 만기에 128달러를 상환해야 하는 데 실질 

연이율로 환산하면 340.66%로 2주간 빌리는 것보다 크게 줄어든다.33) 이를 보면 단

기 대부에 대한 실질 연이율 환산은 크게 널뛰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만큼의 의미 변

화를 갖지 못함을 알 수 있다. 실제로 대다수 이용자는 2주 짜리 페이데이론의 금융

비용(Financial Charge)을 26.40달러로 받아들일 뿐 연 688.28%로 이해하지 않는다. 

급전은 급전일 뿐 고비용 소액 대출을 1년 동안 받는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32) 정찬우․이건범․강경훈, 「대부업제도의 개선방안」, (한국금융연구원, 2005), 54면. 

33) Apply for a loan: https://www.advanceamerica.net/apply-for-a-lo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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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데이론 산업은 계층 간 소득 격차가 확대된 1990년대에 급성장했다.34)

1970~80년대에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 완화와 소득 격차가 주요 성장 

배경이다. 저소득계층의 대출 수요 증가와 규제 완화가 서로 맞물리면서 고금리에 

대한 전통적인 최고금리규제도 크게 완화되었다. 미국에서는 다수인 35개 주가 고

비용 페이데이론 영업을 허용하고 있다. 

페이데이론 영업을 허용하는 방식은 조금씩 다른데 크게는 최고금리규제를 철폐

하거나(6개 주), 최고금리를 3자리 수의 높은 이율(three digital interest rate)로 상향

하거나, 금리상한규제의 적용 예외를 폭넓게 인정하여 금리상한제를 형식적으로 운

영하는 주(29개 주)로 나누어 볼 수 있다.35) 반면에 페이데이론 영업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조지아 주와 금리상한규제(20~40%)를 엄격하게 운영하는 뉴욕, 코네티컷, 

메인 등 14개 주36)와 워싱턴 D.C.에서는 ‘페이데이론’이 사실상 불법이다. 그러나 

사실상 페이데이론 영업이 불법이더라도 저신용자들이 페이데이론의 고비용 약정

에 동의하고 이를 이용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6) 미국과 한국의 금리상한규제에 대한 비교법적 평가

이찬열 의원 등이 발의한 입법안은 미국 각 주(州)의 평균 최고이자율을 20%미만

으로 보았다. 금융소비자 네트워크의 노종천 교수도 미국 각 주의 법정 금리 상한이 

대부분 연 8%~18%이라고 했으며, 참여연대와 민변도 캘리포니아와 뉴욕 주 등의 최

고이자율 16%를 근거로 우리나라도 이자제한법상 이자율 상한을 20%로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앞서 살펴 본 미국 각 주의 현실과 크게 

다르다.  

첫째,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뉴욕과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상당수의 주(州)

에서는 최고이자율 규제가 있지만, 주간 금리수출과 온라인 대출 영업 등으로 사실

상 기능하지 않으며, 사문화(死文化)되었다는 점이다. 

34) 페이데이 론 산업의 역사에 대해서는 Uriah King and Leslie Parrish, "Springing the Debt Trab", Center for 

Responsible Lending, 2007, p. 6

35) Elizabeth Warren & Amelia Warren Tiagy(주익종 역), 「맞벌이의 함정」(필맥, 2003), 183면 이하.

36) 아칸소, 코네티컷, 메인, 메릴랜드, 매사추세츠, 뉴햄프셔, 오하이오, 뉴저지, 뉴욕, 노스캐롤라이나, 버몬트, 펜실베이니

아, 오리건, 웨스트버지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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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캘리포니아에서는 캘리포니아 민법과 금융법에 따라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서 고비용 페이데이론 영업이 허용되어 있다.37) 300달러와 31일 미만의 소액 대출의 

금리에 대해서는 실질연이율이 아니라 1주당 15% 이상의 수수료와 이자율을 14일 

미만의 100달러 대출에 대해서는 17.65달러, 실질연이율로 환산해서 459%를 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38) 실제로 2008년 기준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2,400개의 고금

리 단기 소액대출기관이 영업을 하고 있으며, 약 140만 명에 대해 1인당 평균 254달

러의 대출이 발생했다는 국내 보고도 있다.39)

또한 뉴욕 주에서 고금리 영업을 하는 페이데이론 사업자의 등록과 온오프라인 영

업이 금지되었다는 사실과 거주민들이 다른 주의 온라인 페이데이론을 이용하는 것

은 별개의 문제이다. 따라서 뉴욕 주의 최고이자율상한은 상징적인 의미가 큰 것일 

뿐, 기능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참고해야 할 입법은 아니라고 본다.

둘째, 소액대출에 대하여 고정적 이율상한을 설정하는 주와 연방지급준비율(Federal 

Reserve Discount Rate)을 기준으로 변동이율을 정한 주도 있다. 그러나 노종천 교

수가 제시한 20% 미만의 이자율 상한은 연방지급준비율(Federal Reserve Discount 

Rate)을 기준으로 변동이율을 설정한 주의 규제를 반영하지 않은 것이다. 모두를 포

괄하면 각 주의 소액대출에 대한 평균이율은 대체로 연 36%40)이나 이를 상회하는 

주들도 적지 않다.41)

셋째, 이자율 상한규제의 적용은 대출 액수나 규모 또는 대출의 형태나 목적에 따

라 달라진다는 점을 간과했다. 2004년 기준 27개 주에서는 단기 소액대출(Small 

37) California Civile Code 1789.30 and the Financial Code 23000.
38) http://www.cashadvanceonline.net/california-payday-loans/

   The following lending rules must be compiled with:

   Maximum loan amount: $300

   Minimum length of loan: No minimum

   Maximum length of loan: 31 days

   Fees and finance charges: 17.65%. It is prohibited to charge more than 15% for per week for a loan.

Finance charge on a 14-day $100 loan: $17.65

   Annual Percentage Rate (APR) of interest on 14-day $100 loan: 459%ㄴ

   Written legal contract of lending agreement required: Should contain all information about the loan 

amount, terms and conditions, interest rates and finance charges.

39) 국제금융이슈, “최근 미국의 초단기 소액대출 규제 강화 움직임”, 주간금융브리프 제17권 제18호(2008.5.3.~5.9) 

40) Elizabeth Warren & Amelia Warren Tiagy(주익종 역), 앞의 책, 194면 이하. 이자율 상한에 관한 각 주의 규제 내

용을 보면 그 구성이나 방법이 천차만별이다. 이자율 제한에 관한 각 주(州)의 규제는 대체로 이자율 상한(Interest 

Ceiling), 주법상의 예외 허용(Exemption)과 이에 대한 제재라는 세 가지 핵심 구성요소를 갖추고 있다.

41) Jon W. Bruce, Real estate finance in a nutshell,(St. Maul Minn: West Pub.1991), p 85; 윤부찬, "앞의 논문", 

270면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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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an)에 대한 이자상한규제에 대한 적용 예외를 두고 있다. 특히 급박한 금융수요를 

고려하여 전당업(Pawn Broking)에 대해서는 버몬트 주를 제외하고는 이자상한을 적

용하지 않고 있다. 신종 준 우량 대부금융(Sub-Prime Loan)인 페이데이 론(Payday 

Loan), RTO(Rent to Own)42), 자동차 담보대출(Car Title Loan)에 대해서도 많은 주

에서 적용 예외 규정을 두고 있어서 우리나라와 다르다. 

넷째, 실질 연이율(APR)이 세자리가 넘는 ‘서브프라임론’은 대부업법상 27.9%를 

현저히 초과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불법 영업이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합법적

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 따라서 최고금리규제가 사문화된 미국의 몇몇 주의 명목상 

규제입법과 우리나라 대부업법상 최고금리규제는 합리적인 비교 고찰이 불가능하

다. 금리규제의 사회적, 지리적, 경제적 조건, 규제의 기능적 조건 등을 비롯한 비교

법적 고찰의 기본 전제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2. 영국의 금리상한규제

    

(1) 영국의 대부업 

영국에서 은행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은행 인가가 필요하지만, 소비자를 상대로 

50파운드 이상의 금전대차를 업으로 실행하는 ‘대부업자’는 ‘소비자신용법

(Consumer Credit Act)’에 따라 공정거래청(OFT)의 ‘사업인가’를 받아야 한다.43)

물론 영국에서 소비자 신용거래의 대부분은 상업은행과 주택금융조합(Building 

Societies), 신용협동조합(Credit Union) 등 비영리 협동조합형 신용기관들이 담당하

고 있다.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간 여신 총액은 2009년 기준 약 1,931억 파운드이며 점

유율을 살펴보면 은행이 79.3%, 주택금융공제조합이 1.9%, 기타 18.8%로 나타났다.44)

전체 영국인의 20% 이상은 연 수입 9천 파운드 이하의 근로 빈곤층(Working Poor)으

로 신용카드 이용대금 결제에 필요한 은행 계좌를 갖고 있지 못하다고 한다. 이들은 물

품을 구매할 때 주로 현금을 이용하고, 비상시 급전(急錢)을 조달하기 위해 상당수가 

42) RTO란 일종의 판매신용을 제공하는 소유권유보부신용계약을 말하며 상품소유권이 계약만료일까지 채권자에게 주어지

는 계약으로 만기는 보통 12-24개월이다．

43) 50파운드 이상의 개인 대상 금전 대차를 업으로 실시할 경우 해당

44) 2010년 1월 일본 금융청이 발표한 “각국의 대금업 현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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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소액대부’를 이용한다.45) 근로 빈곤층이 주로 이용하는 단기소액대출상품으

로는 ‘홈 크레디트’(Home Collected Credit)46) 나 ‘페이데이론(Payday Loan)’과 

같은 ‘고비용 소액대부’(High Cost Short Term Credit Loan)’ 형태가  있다. 

‘홈 크레디트’(Home Collected Credit) 또는 ‘홈 론’(Home Loan)은 전통적인 

영국의 방문 대부업 형태로 볼 수 있다. 1960년대 일본의 대부업 영업방식인 단지금

융(團地金融)처럼 금융회사 직원이 대출신청자의 집을 직접 찾아가기 때문에 편의

성이 뛰어나다. 대출 및 원리금 상환이 채무자가 사는 집 대문 앞 계단(doorstep)에

서 이루어진다. 

주급(週給)이 지급되는 날에 대출금을 상환하는 ‘페이데이론(Payday Loan)’은 

1990년대 후반 이후 영국에서 급성장하고 있다.47) 2008년 페이데이론 대출 규모는 9

억 파운드 수준이었으나 2011년 기준 2.0~2.2조 파운드 수준으로 추정된다. ‘페이

데이론’은 가계신용대출과 달리 은행계좌 소유 여부 및 고용사실 확인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대출이 신속하게 이루어진다. 대신 대출기간이 한 달 미만으로 

100~1,250파운드의 소액을 대출한다. 100파운드당 14~51파운드의 비용(수수료 및 이

자)이 부과되고, 상환실적이 우수하고 거래빈도가 높을수록 대출 비용이 낮아진다. 

영국 페이데이론 시장에서 3대 대형업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규모기준으로 55%, 금

액기준으로 57% 수준으로 과점적 시장으로 볼 수 있다.48)  

(2) 영국의 금리상한규제

영국에서는 대부업법(Moneylender Act, 1900)49)에서 은행업 허가를 받지 않은 대

부업자에 대해서는 연이율 사십팔 퍼센트의 금리상한이 존재했다. 하지만 1974년 

‘소비자 신용법'(Consumer Credit Act) 제정 이후 금리상한규제가 폐지되었으며 이

후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자유로운 이자약정이 가능해졌다.50) 하지만 영국

45) 森雅子,　アメリカ․イギリスの 消費者金融事情に ついての 調査報告(上), 月刊 消費者信用 2006/2, 32面 

46) 홈 크레디트 금융 회사 중 가장 큰 업체는 'Provident Financial'이다. 약 250만에 달하는 홈 크레디트 전체 이용자 

중 약 60%에 해당하는 150만이 ‘Provident Financial’을 이용한다. 

   출처: WikiPidia (http://en.wikipidia.org/wiki/Money_lender) 

47) Department of Trading & Industry(U. K), Over-indebtedness in Britain: A DTI report on MORI financial 

services survey 2004(www.berr.gov.uk/files/file18550.pdf), 2005

48) 이민환, “대부업 이용자 실태자료를 활용한 대부업 이용 현황 분석”, 「제7회 소비자금융컨퍼런스 발표자료집」

(2016.9.22.), 13면.

49) 은행 인가(chartered bank)를 받은 성실한 은행업자(bona fide carrying on the business of banking)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았다. 따라서 동 법률은 은행이 아닌 대부업자(Non-bank moneylender)에게만 적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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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도 90년대 이후 경기침체와 소득의 양극화로 인하여 저소득층의 초과채무가 증

가하면서51) 소비자금융거래에 대한 법정 금리상한 재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노동당 정부는 2006년 ‘소비자신용법’ 개정 당시에 소비자신용계약에 

대한 공정성 통제를 강화하면서도, 금리상한 규제를 재도입하지 않았다. 금리상한규

제로 인하여 소비자의 신용상품의 선택가능성이 감소하고 대출기회가 박탈당할 수 

있다는 우려와 같은 역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었다.52)

금리상한규제의 재도입에 대한 노동당 정부의 입장은 매년 실시하는 ‘소비자금융

실태조사’와 함께 금리 상한 규제에 관한 미국․독일․프랑스의 이자율규제에 다른 

나라의 입법 사례를 분석 검토한 2004년의 통상산업부(Department of Trading & 

Industry)의 보고서에서 찾아 볼 수 있다.53)

하지만 연 실질이율(APR)이 세 자리 숫자가 넘는 ‘고비용 단기 소액대부’가 성행하면서 

사회적 비판이 거세졌다. 때문에 영국 ‘금융행위감독청’(Financial Conduct Agency; FCA)

은 2014년에 ‘고비용 단기소액대부(High Cost Short Term Small Loan;HCSTS)’에 대한 대출

비용 규제안을 발표하여 2015년 1월 2일부터 시행하고 있다.54)

50) Reform of the Law on Consumer Credit, Cmnd 5427, 1973, pp. 19～20.

51) Department of Trading & Industry(U. K), Over-indebtedness in Britain: A DTI report on MORI financial 

services survey 2004.

52) 유럽 내 최대 채무자기관인 Citzen’t Advice

53) Policies, DTI Report; The effect of interest rate controls in other countries, 2004, Department for business 

Enterprise & Regulatory Reform(U. K.), available at http://www.berr.gov.uk; 보고서에 의하면 조사당시 미국과 

독일, 프랑스에서 이자율은 모두 36% 이하여서 호주의 일부 주들(48%)과 캐나다(60%)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또한 동 보고서는 이자제한의 효과를 조사 분석한 뒤 다음과 같은 결론을 추정하였다; ① 법적으로 이자율 

상한을 두게 되면 시장은 단기 소액대출을 위한 여신을 제공하려 하지 않는다. ② 법적 이자율상한은 시장의 경쟁을 제

한시켜 결국 소비자의 신용상품의 선택가능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 ③ 일부 저소득층은 소비자금 대출보다 이자율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 별도의 수수료가 있는 할부구매를 하려 할 것이며, 그렇지만 결국에는 연체수수료를 물게 될 것

이라는 점, ④ 이자율 상한이 존재하는 프랑스 등에서 미인가 또는 불법 대금업자들로부터 차입하는 소비자의 비율이 

영국보다 배나 높은 점. 즉 이 보고서는 만약 법적으로 소비자금융거래에 대한 이자율 상한을 정하면 결과적으로 소비

자들이 합법적으로 돈을 빌리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며, 또한 조사 대상 국가들에서 이자율 상한을 두어야 할 만큼 이

자율이 상승하는 경향에 대한 단정적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54) 한편 영국 ‘경쟁과 시장 감독청’(Competition and Markets Authority)은 2015년 2월 고금리 단기대출에 대한 시장조

사를 기반으로 모든 고금리 단기대출기관들로 하여금 FCA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승인된 ‘비교공시 웹사이트(Price 

Comparison Websites) 중 적어도 하나에 대출상품이 등재되어 있지 않으면 Payday Loan을 취급할 수 없도록 하는 

‘비교공시기준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밖에 ‘비교공시기준 강화방안’은 기존 차입자가 대출 상환을 할 때에 대출기

관은 소비자가 가장 최근에 받은 대출 및 최근 12개월 동안 받은 대출에 부과된 비용의 세부사항과 더불어 비교공시 

웹사이트에 대한 정보를 반드시 제공하도록 하는 규제도 추가하였다. CMA는 시장조사결과 금융행위감독청의 고금리 

단기대출에 대한 비용 상한 규제로 소비자의 비용 지출을 과거보다 줄일 수 있지만, 시장 내 경쟁을 촉발하여 추가적인 

비용경감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에 고금리 단기대출시장에서 소비자가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

하는 대출기관을 찾기 어려운 점, 소비자의 연체비용에 대한 불감증, 온라인 대출중개자 역할을 하는 lead generator

가 소비자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는 다는 점에 대한 인식 부족, 기존 대출기관에서 다른 대출기관으로 갈아타지 않으려

는 성향 등으로 인해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의 대출에 비해 더 높은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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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규제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대출자가 치러야 할 일일 비용이 대출 원

금의 0.8%(월 24%)55)를 넘지 못하도록 ‘최초비용상한’(initial cost cap)을 설정하

였으며, 연체 시 부과되는 수수료는 대출금액이나 연체기간에 상관없이 15파운드

로 고정하였다(default cap).56) ‘최초비용상한’을 연이율로 환산하면 288%이나, 

총비용 상한(total cost cap)을 대출 금액의 100%로 설정하였으므로 대출기간이 4

개월을 넘길 수 없다. 그러므로 금융행위청이 규율하는 ‘고비용 소액대부

(HCSTC)’란 대부 기간이 4개월 미만이고 월리 24%, 연리 288% 미만의 홈 크레

디트(또는 Home Loan) 또는 ‘페이데이론(Payday Loan)’을 가리킨다.57) 그러나 

55) 연이율로 환산하면 288%이나, 총비용 상한을 대출 금액의 100%로 설정하였으므로 대출기간이 최대 4개월을 넘길 수 

없다. 그러므로 금융행위감독청의 고금리 단기대출규제는 주로 4개월 미만의 단기대출을 대상으로 한다고 볼 수 있다.  

56) 단기소액대출상품을 취급하는 금융회사들은 분할상환 방식으로 대출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연체할 때마다 연체수

수료를 부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금융행위감독청’은 연체자는 이미 재무적으로 곤란한 상황

에 처해 있다는 점을 감안하고 연체가 되더라도 대출기관은 연체 기간에도 이자를 수취할 수 있는 데다 이러한 

이자 부담이 차입자에게 제때 상환하려는 유인을 제공하므로 15파운드로 연체수수료 총액을 고정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였다. 구정한, “최근 영국의 고금리 단기대출에 대한 규제동향 및 시사점”, 주간금융브리프 

제24권 제44호, 10면. 재인용.  

57) 금융행위감독청은 총비용 상한을 대출 원금의 100%보다 더 낮게 설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했으나, 이 경우 대출

기관이 대출만기를 더 짧게 설정하려는 유인이 발생하고 결과적으로 소비자에게 필요한 대출상품 개발을 저해할 수 있

다는 점에서 100% 상한을 설정하였다. 구정한, “최근 영국의 고금리 단기대출에 대한 규제동향 및 시사점”, 주간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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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비용 단기소액대출’을 연리로 환산하면 288%여서 일수(日收)대출과 다름이 없다. 

그러나 연 288% 고비용 대출은 영국에서 허용되어도 우리나라에서 불법이므로 합법적

인 등록 대부업에 대한 금리규제와 비교사례로 삼기 어렵다. 

3. 독일의 금리상한규제

    

(1) 독일의 대부업

가계를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부터 신용대출 및 카드, 할부금융 등 다양한 소비자

금융을 제공하는 금융기관은 상업은행부터 저축은행, 협동조합은행까지 다양하다. 

그러나 전통적인 겸영은행체제(Universalbankensystem) 아래에서 독일의 상업은행

들은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높은 투자금융에 주력하여 소비자금융의 비중이 상대적

으로 작다. 반면에 서민 대중과 지역 중소기업과의 거래가 많은 은행기관은 협동조

합 은행(Volksbank und Raiffeisenbank)58)과 저축은행(Sparkasse)59) 등이다. 두 기관

은 각각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지역밀착형 소비자금융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다.60) 이 밖에 독일에서도 할부금융과 카드대출, 창업지원 및 담보대출 등을 실행하

는 여신전문회사가 있지만 3금융권으로서 우리나라 등록 대부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제3금융권은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최근 경기침체를 벗어나기 위한 유럽연합(EU)의 저금리 정책으로 은행기관의 예금 

금리가 없거나 낮은 반면에 ‘계좌유지비’와 계좌이체 등 은행서비스를 위해 적지 

않은 연간 수수료를 지불해야하기 때문에 개인 저축률이 그리 높지 않다. 하지만  

주거래은행(Hausbank) 제도의 전통이 남아 있는 독일에서는 개인들도 연간수수료만 

내면 계좌이체와 송금에 개별 수수료가 붙지 않기 때문에 굳이 여러 개의 계좌가 

필요치 않으며 주거래은행에 대한 충성도가 높은 편이다.61)

브리프 제24권 제44호, 10면. 재인용.

58) Volksbank und Raiffeisenbank Gruppe e. G.(http://www.vr-networld.de).

59) Banking network Sparkassen-Finanzgruppe(http://www.dsgv.de). 이들 저축은행들의 중앙협회(German Savings 

Bank Association; The Deutscher Sparkassen- und Giroverband (DSGV))에는  Sparkassen-Finanzgruppe에 

소속된 457개의 저축은행과, 11개의 주립은행(Landesbanken), 11개의 주립주택저축은행( Landesbausparkassen), 

12개의 공립 보험회사와 기타 다수의 금융서비스제공자들이 가입되어 있다.  

60) http://www.verantwortliche-kreditvergabe.net/index.php?id=1976&viewid=37921

61) 대학생과 저소득층에게도 은행 거래 계좌를 제공하고 경우에 따라 마이너스 신용 대출을 해주기도 한다. 따라서 대학

생 또는 연금생활자 및 빈곤층이 상업은행이나 비영리 금융기관이 아닌 다른 곳에서 돈을 빌릴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할 수 있다. Udo Reifner. Comments on the DTI Study : "The effect of interest rate control in 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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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기관 비영리 금융기관

제도권 금융기관
상업은행, 신용판매회사(연쇄점), 

자동차할부금융 회사 

협동조합은행, 저축은행, 우체국 

은행(민영화 이전)

대체기관 전당포(Pfandhaus) 마이크로 크레디트 기관

<독일의 소비자 금융기관>

(2) 독일의 금리상한규제

  1) 독일의 금리상한규제 현황

  독일에서 영리 목적의 금전의 대부 또는 대출은 ‘은행’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

(Kredit Institut)만이 영위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등록대부업’에 견줄만한 

여신 전문 금융기관은 없다. 이 점은 양국의 금리상한규제를 동일한 사업자에 대한 

영업행위규제로 평면적으로 비교해서는 곤란하다는 것을 뒷받침한다. 

또한 독일에서는 1967년 4월 1일에 ‘이자 및  할부금융 여신과 소액대출에 관한 

규정’62)이 폐지된 이래로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자유롭게 이루어진 이자율

에 대한 입법적 규제도 없다. 이 밖에 유럽연합(EU)의 저금리 정책으로 독일 상업은

행의 대출 이자율도 매우 낮은 편이다. 하지만 신용카드를 이용한 현금 대출이나 할

부금융 여신의 경우에는 이자율은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

다. 특히 독일 전당포에서의 동산담보 대출의 이자율은 보통 연이율 40%를 상회하

고 있어서 독일에서도 금리가 다른 상이한 대출시장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

다.63) 전당업 대부에 대해 별도의 규율을 하고 있는 독일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전

countries(Germany, France and US)" - Prieliminary Remarks from a German Perspective, Institut fűer 
Finanzdienstleistungen e. V., 2004, p. 5.

62) Verordnung über die Aufhebung der Zinsverordnung und von Bestimmungen über die Kosten für 

Teilzahlungsfinanzierungskrediten und Kleinkrediten vom 21. März 1967. Bei der Novellierung des KWG im 

Jahre 1984 wurde die bis dahin in § 23 KWG enthaltene Ermächtigung zum Erlass von Zinsverordnungen 

gestrichen.

63) 예컨대, 한 달 동안 500유로를 빌리면 5유로의 이자와 15유로의 월정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이를 실질 연이율로 환

산하면 48%에 이른다. ‘독일전당업중앙협회’(Zentralverband des Deutschen Pfandkreditgewerbes, ZDP)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약 210만 명이 전당포 대출을 이용했으며 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대출 총액은 약 5억 유로에 해당한다. 

전당포를 찾는 사람들은 일반 금융기관의 까다로운 대출 요건을 맞추기 힘든 근로 빈곤층, 연금생활자, 자영업자,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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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업자들도 ‘대부업법’에 의거하여 대부업 등록을 해야 하며 대부업법상 연 

27.9%의 금리상한규제를 받는다. 동산담보 대부 금리만 따져 보면 독일의 실질 연이

율(Effektiv Zinsen)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다. 

그런데, 참여연대 및 ‘민변’의 입법 청원서에 따르면 “독일에서도 연방은행에

서 매달 발표하는 대출 유형별 평균 이자율의 2배 또는 평균이자율에 12%를 가산한 

금리 중 낮은 금리로 제한하고 있어서, 대체로 제한이율을 연 20% 또는 그 이하로 

설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고 한다.64) 문장 중 “대체로”라는 말이 근거의 불확

실함을 감추는 부사로 보인다. 실제로 참여연대 및 ‘민변’과 동일하게 연방대법

원의 판결을 인용한 2009년 민주당 정책위원회의 보도 자료에 따르면 독일의 폭리 

기준이 연리 30∼40%에 해당한다는 추정치가 표기되어 있어서 “선진 각국은 20% 

미만의 금리상한을 설정”한다는 참여 연대의 결론에 대한 객관적 의심을 가질 수

밖에 없게 한다.     

2) 판례상 독일의 최고 금리가 20% 미만이라는 민변 등의 주장 검토 

“선진 각국의 이자제한에 관한 법제를 검토하여 보면, (중략)......, 독일의 경우 

판례에 의하여 연방은행에서 매달 발표하는 대출 유형별 평균 이자율의 2배 또는 

평균이자율에 12%를 가산한 금리 중 낮은 금리를, (중략)......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진 각국은 대체로 제한이율을 연 20% 또는 그 이하로 설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65)

독일에서도 연 20% 또는 그 이하로 제한 이율을 설정하고 있다는 ‘민주 변호사

협회’와 참여연대의 입법 청원서를 검토해보자. 먼저 청원서에서 언급한 독일 연

방대법원의 판례66)는 불공정한 폭리행위를 규율한 민법(BGB) 제138조67)의 해석에 

등 서민들이다. Die Welt, Mit dem DVD-Player gegen die private Pleite, 

    기사 출처 : https://www.welt.de/finanzen/article127625616/Mit-dem-DVD-Player-gegen-die-private-Pleite.html.

64) 참여연대 입법청원서(2010.10.1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학용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서(2013. 12. 18.)

6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학용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서(2013. 12. 18.)

66) BGH, Urteil vom 13. März 1990, NJW 1990, 1595: Dem Urteil lag das im obigen Beispiel genannte 

Missverhältnis zugrunde: 29,3 % gegenüber 16,6 %

67) § 138 Sittenwidriges Rechtsgeschäft; Wucher

(1) Ein Rechtsgeschäft, das gegen die guten Sitten verstößt, ist nichtig.

(2) Nichtig ist insbesondere ein Rechtsgeschäft, durch das jemand unter Ausbeutung der Zwangslage, der 

Unerfahrenheit, des Mangels an Urteilsvermögen oder der erheblichen Willensschwäche eines anderen 

sich oder einem Dritten für eine Leistung Vermögensvorteile versprechen oder gewähren lässt, die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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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것으로 ‘과도한 이자’로 폭리와 유사한 이자약정에 대한 구체적 판단 기준

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판결이었다. 독일에서는 법과대학에서도 민법상 

폭리(暴利) 관련 ‘사례연습’ 강의에서 반드시 언급되는 대표적인 판례다.   

독일 민법 제138조의 제1항과 제2항은 각각 우리 민법 제10368)조와 제10469)조의 

내용에 해당한다. 독일 민법 제138조 제2항은 급부(여신 제공)와 반대급부(이자 지

급) 간에 발생하는 현저한 불공정행위에 관한 것이다. 불공정한 폭리행위의 구성 요

건 중 일차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

(auffälligen Missverhältnis)”이다. 현저한 불균형이 어느 정도인지를 획일적으로 가

늠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므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옳

을 것이다.70)

그런데 1990년 연방대법원은 ‘현저한 불균형’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

시했다. 즉 은행 경험이 없는 대출 상대방에게 요구한 이자율이 연방은행에서 매달 

발표하는 대출 유형별 시장이자율(vergleichbare Marktzins)의 두 배 또는 시장(평균)

이자율에 12%를 가산한 금리 중 낮은 금리에 해당하면 ‘현저한 불균형’이라고 보

았다. 1990년 연방대법원에서 선고된 당해 사건에서 대출 경험이 없는 할부금융 차

입자에게 은행이 요구한 금리는 연 29.3%였다. 이는 시장금리 16.6%의 두 배에 해당

할 만큼 높지는 않았지만 12%를 가산한 금리보다 약간 높아서 현저하게 불공정한 

대출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과연 이 판결을 근거로 “독일이 보편적인 최고금리상한을 연 20% 또는 

그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고 일반화 할 수 있을까? 판례만 보아도 위 주장이 사실

과 다르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첫째, 해당 판결에서 언급한 시장금리에 12%를 가산하면 연 28.6%이고 두 배는 연 

33.2%이다. 이에 따르면 28.6%이하의 이자약정은 독일 민법상 폭리에 해당하지 않

는다. 따라서 “독일의 금리상한이 연 20% 또는 그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라는 주

장은 판례와 다르다. 참고로 우리 대법원 판례71)에서 현저한 불균형을 인정한 예를 

einem auffälligen Missverhältnis zu der Leistung stehen.

68)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69)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

다.

70) 민법주해(民法注解)Ⅱ, 250면(집필: 민일영(閔日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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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두 배 가량의 차이가 나는 경우72)도 있지만 대개 몇 

배씩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사안 자체가 특수하기는 하지만 급부와 반대급

부의 비율이 2분의 1인 경우에 불균형을 인정한 사례도 있다. 즉 독일 판례는 28.6%

이상인데 비해 우리 판례는 최소 50%에서 평균 100% 이상 세 자리 숫자 이자율 약

정이 이루어져야 현저한 불균형이 인정되었다. 물론 독일의 폭리 기준도 시장금리

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우리 판례에 비하면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현저

한 불균형’의 객관적 범위가 상당히 좁다. 이는 그만큼 독일 소비자 대출의 이자율이 

우리보다 낮다는 반증일 수 있으며, 독일 판례에서 제시된 이자 폭리의 기준이 우리 대

부업법 및 이자제한법의 고금리 기준과 동질의 것이 아닐 수 있음을 드러낸다.  

    

둘째, 약정 이자율이 연 28.6%를 초과했다 하더라도 무조건 폭리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법률상 불공정한 폭리행위(暴利行爲)는 상대편의 어려움(窮迫), 경솔, 무경

험 따위의 약점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꾀하는 행위를 말한다. 은행이 약자인 상

대방의 무경험 등을 이용하지 않았다면 이자 약정이 28.6%를 초과하여 이자약정이 

이루어졌다 해도 폭리라고 볼 수 없다.

셋째, 독일의 대출관행 및 이자율 계산법은 우리와 다른 점이 있다. 업무처리 수수

료는 두 나라 모두 동일하게 이자 총액에 산입하여 이자율을 계산한다.73) 그러나 

‘잔여채무보험료’는 다르다. 독일 은행은 소비자 신용대출계약을 체결할 때 채무

자가 사망하거나 실업 또는 노동력 상실 등 기타 사유로 할부 채무(Ratenschuld)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 ‘잔여채무보험’ 체결을 대출신청자에게 요구한다. 하지만 

잔여채무보험료(Restschuldversicherungsbetrag)가 순 대출금액의 44%를 넘지 않으

면 보험료는 이자에 산입하지 않는다. 참고로 2007년에 독일 본(Bonn) 지방법원

(Landesgericht)에서 선고된 할부여신계약의 폭리 약정 분쟁74)을 살펴보면, 

33,276.02 유로의 대출원금에다가 잔여채무보험료 14,593.29유로를 합하면, 총 대출

신청금액이 47,869.31유로였다. 여기에 은행의 업무처리 수수료가 1,436.08유로

(3.00%)였다. 독일에서는 약정 수수료는 이자에 산입하여 계산하지만 잔여채무보험

71) 불공정행위 관련 판례에 대해서는 민일영,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요건으로서의 급부의 불균형에 관항 일고(一考)”,  사

법연구 제2집, 1994, 300-306면; 이영준, 민법총칙(개정증보판), 박영사, 2007, 271면 참조.

72) 대판 1998. 3. 13, 97다51506.

73) 이자제한법 제4조(간주이자) ①예금(禮金),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체당금(替當金),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금전의 

대차와 관련하여 채권자가 받은 것은 이를 이자로 본다. ② 채무자가 금전대차와 관련하여 금전지급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의무 발생의 원인 및 근거법령, 의무의 내용, 거래상 일반원칙 등에 비추어 그 의무가 원래 채권자가 

부담하여야 할 성질인 때에는 이를 이자로 본다.

74) LG Bo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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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가 대출 금액의 44%를 넘지 않으면 산입하지 않는다. 잔여채무보험료를 우리 이

자제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서 은행이 부담해야 할 성질의 것으로 본다면 독일의 

할부 금융 여신계약의 실질 이자율은 명목상 이자율보다 더 높다.  

넷째, 영국 산업통상 및 규제개혁부(DTI)의 보고에 따르면 2004년 조사 당시 독일

의 소비자신용 이자율은 미국, 프랑스와 함께 모두 36% 이하여서 60%인 캐나다와 

48%인 호주의 일부 주들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었다고 한다.75) 이는 

참여연대와 민변이 주장한 독일의 소비자신용 이자율 상한이 연 20% 또는 그 이하

로 설정되었다는 주장과 상치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1990년 연방대법원의 기준인 

연 28.6%보다 더 높은 이자율 약정이 사회적으로 용인된다는 것을 뜻하지 않을까?  

  

3) 입법적으로 연이율 20% 미만의 금리상한규제를 시행한다는 노종천 교수의 주장

현재 독일 민법전에는 공정한 소비자 신용거래를 위한 신용사업자의 의무와 차주

(借主)의 철회권 등을 정하고 있다.76) 이 밖에  공서양속에 어긋나고 상대방의 무경

험(無經驗) 등을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폭리성’ 금전소비대차계약

(Wuchersdarlehn)은 민법(BGB) 제138조에 의해 무효가 될 수 있다.77) 독일 민법 제

138조의 제1항과 제2항은 우리 민법 제103조와 제104조와 동일한 내용의 규정이

다.78) 우리나라에서도 이자제한법이 폐지되고 난 후 폭리에 대한 ‘사법적 통제’

는 민법 제104조에 의거하여 이루어졌다.  

그런데 다수의 금융소비자단체가 참여한 금융소비자네트워크 제6차 금융소비자포

럼에서 발표된 노종천 교수의 자료를 보면 독일에서는 연 이율 20% 미만의 탄력적

인 금리상한 규제가 입법적으로 명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한다. 발표문을 인용

하면 다음과 같다. 

   

“독일의 경우는 민법에 법정이자율을 연 4%로 규정하고(BGB §246), 금융기관은 

제외하고 사전의 복리약정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BGB §248). 그리고 이자에 대

75) DTI,

76) 소비자 신용거래에 대해서는 지난 2002년까지 별도의 법률인 '소비자신용법'(Verbraucherkreditgesetz)에 의해 규율

되어 왔으나, 2002년 독일민법 현대화 작업의 일환으로 동법이 폐지되고 그 내용이 민법전에 편입되었다. 김형배 외, 

「독일채권법의 현대화」, 법문사, 2002, 152면 이하. 

77) Palandt, BGB, §138 Rn.25(65. Auflage, 2006, S.129). 

78) 독일과 달리 우리 대법원은 이자제한법이 폐지된 이후  민법 104조에 의거하여 내린 판결에서 과도한 이자 약정만을 

무효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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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 지연이자를 금지한다(BGB §289). 지연이자율도 제한을 가하는데 민법에 

기준금리를 규정하고 지연이자는 기준금리+5%로 제한한다(BGB §288I). 당사자가 

소비자가 아닌 때에는 기준금리+9의 제한을 가한다(BGB§288II). 2016.02.16.현재 

동 규정은 기준금리를 3.62%로 규정하고, 유럽중앙은행은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

에 변경된 기준금리를 연방관보에 공표한다(이하 중략). 이에 의하면 독일의 경우 

금전대차에 관한 최고 이자율은 개인의 경우 연 4.17%, 개인이 아닌 경우에 연 

8.17%가 되고 지연 이자는 개인의 경우 9.17%, 개인이 아닌 경우 연 17.17%가 된

다.”79)

살피건대, 발표문에서 언급된 독일 민법상 ‘법정이율’은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율이 없는 경우 금전채무 불이행에 의한 손해산정의 기준이 되는 이율이다. 독일 민

법 제288조는 ｢법정지연이율｣의 상한을 정한 것이고, 독일민법 제291조는 ｢소송계

속시의 이자율｣에 관한 것으로 우리나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처럼 금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독일민법 제246조에 대한 특

별규정이다. 독일에서 법정 지연이율과 소송계속시의 지연이율은 고정적이지 않고 

매년 두 차례에 걸쳐서 발표되는 유럽중앙은행이 정하는 ｢기준이율｣에 따라 변동한

다(BGB § 247). 그런데 이를 근거로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독일의 이자율상한 규제

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나아가 유럽중앙은행이 정한 기준이율에 따라 변동하는 탄력

적인 ‘금리상한 규제’의 내용으로 소개할 수는 없다. 예컨대 우리 민법 제379조도 

민사법정이율을 5%로, 소송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3조도 15%로 각각 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이자제한법’에 갈음하는 민법상 ‘이자율 상한규정’으로 보지 않

는다.    

이 밖에 독일형법과 마찬가지로 우리 형법 제349조도 사회통념에 비추어 현저하게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이른바 ‘폭리행위’에 대한 형사 처분 규정을 두고 있

다. 하지만 약정 이자율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반드시 객관적으로 현저한 ‘폭리’

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즉, “상대방의 무경험(無經驗) 등을 이용하여 부당한 방

법으로 취한 이득”이 되기 위해서는 법이 정한 구성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므로 

‘고금리’가 곧 ‘폭리’가 될 수는 없다. 그런데 발표자는 “독일 형법에서는 고

리대금을 처벌한다!”고 단정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이자율 또는 고리(高利)와 법률

79) 노종천, “이자제한법제의 현황과 과제”, 「제6차 금융소비자포럼: 최고 금리 규제 단일화 방안 마련 토론회」

(2016.2.23.), 국회의원 김기준·금융소비자 네트워크, 제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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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폭리(暴利)의 개념 차이를 구분하지 않았으며, 동시에 폭리처벌에 관한 일반적인 

형법 조항과 대부업법상 대부업자 등에 대한 금리상한 규제와의 차이를 몰각시켰

다. 발표자의 주장은 객관적이지도 합리적이지도 않다. 

4. 프랑스의 금리상한규제

(1) 프랑스의 대부업 

프랑스에서 영리 목적의 금전의 대부 또는 대출은 독일과 마찬가지로 금융기관만

(institution financière) 이 영위할 수 있다. 따라서 ‘금전의 대부를 업(業)으로 하는 

대부업’은 프랑스에서는 통화 금융법(Code monétaire et financier)에 따른 금융 인

가를 취득한 상업은행(Banque Commerciale), 저축은행(Banques populaires Caisse 

d’Epargne)80) , 협동조합(Credit Mutual)81) 및 금융회사만이 가능하다. 따라서 은행

이 아니면서 소비자를 상대로 카드발급을 통해 판매신용을 제공하는 백화점이나 연

쇄점, 또는 자동차 할부금융을 제공하는 자동차회사도 ‘통화 금융법(Code monétaire 

et financier)에 의거하여 ‘신용기관·투자기업위원회(CECEI)’82)의 인가가 필요하다. 

따라서 등록을 요건으로 하는 우리나라의 대부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제3금융권은 프랑

스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소비자 신용거래에 대

한 프랑스의 금리상한규제대상은 통화금융법상 제1금융권인 은행과 제2금융권에 

해당하는 비 은행 금융회사로 한정된다.  

프랑스의 은행들은 독일처럼 겸영은행(Universel Banque)이어서 투자은행 업무를 

포함한 거의 모든 범주의 금융 업무를 취급한다.83) 또한 은행의 상당수는 비영리 금

융기관으로서 지방정부의 소유 또는 관리를 받는 준 공영 금융기관의 형태로 운영

80) 프랑스 저축 은행(Banques populaires Caisse d’Epargne)의 대다수는 지방 또는 지역 은행이다. 당해 지역의 지방자

치단체가 저축 은행의 채무를 무한(無限) 책임보증 하고 있어 쉽게 말하면 일종의 지역형 공공 금융기관이라고 볼 수

도 있다. 따라서 저축 은행의 영업 목적은 상업 은행과 달리 이윤의 극대화보다는 ‘지역주민의 공익 극대화’로 지역주

민 중 상업은행의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저소득층 및 중산층이나 지방 중소기업에 대한 유동성공급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81) 프랑스 협동조합(Credit mutual)은 원래 도시 수공업자와 농민들을 고리 사채에서 보호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협동조

합은 국가의 지원을 받지 않으며 조합원들에게 여신 및 수신업무, 자금이체, 증권, 보험 등 대부분의 금융서비스를 제

공하고 있다. 대부분의 조합원들은 도시의 봉급생활자로 서민 및 중산층 계층에 소속이 되며, 협동조합 13개 중 10개

는 산업 및 상업은행(Credit mutual CIC) 이나 온라인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은행(Fortuneo, BPE)도 있다.

82) 프랑스 중앙은행 총재가 주재하는 공적 기관으로 한국의 금융위원회와 비슷한 기능을 담당한다.

83) 대표적인 상업은행으로는 BNP Paribas, Societe Generale, Credit agricole, LCL 등이 있다.



- 35 -

영리기관 비영리 금융기관

제도권 금융기관
상업은행, 백화점·연쇄점 등 

판매신용, 자동차할부금융  

협동조합은행, 저축은행, 우체국 

은행

대체기관 전당포
마이크로 크레디트, 

공영 전당포(crédit municipal) 

된다. 이들 은행은 지방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금융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

다.84) 따라서 프랑스 금융기관에서 영리기관과 더불어 비영리기관의 역할이 두드러

지며, ‘햇살론’이나 미소금융과 같은 공영 및 사회적 기업 마이크로 크레디트, 공

영 전당포 등이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대출받기 힘든 서민들을 상대로 하는 이른바 

‘서민금융’을 담당한다.

<프랑스의 서민금융>  

(2) 프랑스의 금리상한규제  

프랑스의 금리상한규제 대상은 통화금융법상 은행과 제2금융권에 해당하는 비 은

행 금융회사로 한정된다. 또한 대출 상대가 소비자인 경우에만 금리규제가 이루어

지고 있다. 지난 2003년 6월 발효된 경제 발전을 위한 ‘n 2003-721’ (Loi sur 

ĺinitiative économique)법85)에 의해 당좌대월약정(overdraft facility)을 제외한 금융회

사와 사업자(Corporate Entity) 간에 이루어지는 모든 거래에 대해서는 더 이상 금리

규제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금융기관의 이자율 상한은 민사특별법인 ｢소비법｣(Code de 

la Consommation)에 의해 정해진다. 소비자 대출에 대한 이자상한은 ｢금융자문위원

회｣(Comité Consultatif du Secteur Financier)의 자문을 거쳐 중앙은행인 프랑스은행

(Banque de France)이 분기별로 평가·고시하는 해당 대차거래에 적용된 ‘금융시

장의 평균이자율’보다 삼분의 일가량 보다 약간 더 높은 수준으로 매분기 결정된

다. 또한 대출금액의 크기에 따라 다른 이자상한이 적용된다.86)

84) 네이버 지식백과: 프랑스의 금융제도(kotra국가정보 - 프랑스, 2013. 12. 27.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85) Published in the French “Journal Officiel” dated August 5 2003(p.13456)

86) Code de la Consommation Art. L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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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평균금리

(2010년 3분기)

금리상한

(2010년 10월 

1일 기준)

개인 대상 

부동산 대출

고정이자 4.20% 5.60%

변동이자 3.79% 5.05%

부동산 매각을 위한 대출 4.70% 6.27%

개인 대상 

금전소비대차

대출금액이 1,524유로87) 이하 15.99% 21.32%

당좌대월 등 변제기한이 규정 되어 있지 

않거나 장기인 경우

상품매매를 위한 할부로 1,524유로 초과

14.49% 19.32%

금전소비대차 또는 상기 이외의 대출로 

1,524 유로 초과 
6.11% 8.15%

달리 표현하면 프랑스 은행이 소비자신용대출의 금리상한을 시장평균금리의 1.33

배로 설정해 놓았을 경우에 신용의 종류를 모기지 대출, 신용대출, 기관대출 등으로 

구분하고 각 범주 내에서도 금액 및 금리별로 구분하여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예컨

대 고정금리 모지기 대출의 평균시장금리가 연 4.72%라면 금리상한의 1.33배인 연 

6.28%가 되며, 1,524유로 이하의 소액신용대출에 대한 평균시장금리가 16.22%라면 

금리상한은 연 21.57%가 되는 방식이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프랑스에서 규제 받는 이자의 범주에는 연체비용, 보험, 위약

금, 수수료 등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채무자가 실질적으로 지불하는 비용은 고시되

는 이자율 상한보다 더 높다는 것이다.88)

선진 각국의 이자제한에 관한 법제를 검토하여 보면, 프랑스의 경우 프랑스 중앙

은행이 고시하는 분기별 평균이자율의 1.33배, 독일의 경우 판례에 의하여 연방은

행에서 매달 발표하는 대출 유형별 평균 이자율의 2배 또는 평균이자율에 12%를 

가산한 금리 중 낮은 금리, 일본의 경우 대출금액에 따라 연 15%에서 20%)를 제

한이율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진 각국은 대체로 제한이율을 연 20% 또는 그 

이하로 설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89)

87) 한화(韓貨) 약 220만원.

88) 정찬우․이건범․강경훈,  “앞의 보고서", 56면. 

89) 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학용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서(2013.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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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결 

이번 장에서는 서구의 여러 나라 중 미국과 영국, 독일과 프랑스 4개 주요 국가의 

대부업 현황과 금리상한규제 실태를 살펴보았다. 

1) 미국은 금융위기와 경기침체로 전체 금융기관 중 비영리 금융기관의 자금공급 

비중이 줄어가고 있다. 또한 소득의 양극화로 금융시장이 계층적으로 분할되어 있

거나 위계화 되어 있다. 연이율로 환산하면 300%~1,000%를 상회하는 페이데이론과 

같은 ‘서브프라임론’이용자들이 늘어가고 있다.90)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연

방차원의 금리상한 규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소비자 신용대출거래의 핵심 조건 

즉, 이자와 비용에 관한 적절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이자율 규제는 주(州) 정부의 권한이었다. 이자율 상한에 대한 규제는 

각 주정부가 개별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자율 상한을 법률로 정하고 있는 각 주의 

평균 금리상한은 전통적으로 연 36%이나 대다수의 주에서 ‘금융규제완화’와 

‘금리수출 허용’으로 사문화(死文化)되었다고 볼 수 있다.  세 자리 숫자의 연 이

자율을 받는 페이데이론도 80년대 규제완화로 합법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일부 주

에서는 ‘페이데이론’을 규제하는 대책을 내오고 있지만 은행면허 임대와 연방예

금보험공사 부보은행과 파트너십 체결, 본점 이전 등으로 관련 규제를 우회하고 있

다. 결론적으로 이자제한법과 페이데이론 규제에도 불구하고 미국에는 일수(日收)나 초

단기 초고금리가 허용되고 있으며, 상징적으로 기능하는 뉴욕과 칼리포니아의 최고이자

율을 우리나라 최고이자율 인하의 근거로 삼는 것은 의미를 부여하기 힘들다. 

  

2) 영국은 대금업법을 대체한 ‘소비자신용법’이 제정된 1974년 이래 소비자신용

거래에서의 최고이자율을 제한하고 있지 않다. 다만 최근 ‘고비용 단기대출’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청이 예외적으로 대부비용에 대한 영업행위 규제를 실시하고 있

다. 대출기간이 3개월 미만이거나 1달 전후이고 연리로 환산하면 300%에 가까워서 

일수(日收)대출과 유사한 극단적인 초단기 고금리 대출에 관한  비용규제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초단기 초고금리 대출은 우리나라에서 불법대부업에 해당하여 

합법적인 등록 대부업에 대한 금리규제와 비교 근거로 삼기는 어렵다. 

90) 이에 대해서는 Udo Reitner, Responsible Lending, 2006. http://www.ecr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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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독일에서는 전당업체를 제외하면 우리나라의 대부업이나 영․미의 ‘서브프라임 

금융회사’와 견줄만한 금융회사를 찾기 힘들다. 1967년 ‘이자제한규정’이 폐지

된 이후 지금까지 명시적으로 금리상한제를 도입하지 않고 있으며 당사자의 자유로

운 약정에 맡기고 있다.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이자약정의 자유를 보장하되 민법

상 공서양속에 반하는 폭리약정에 대해서만 계약의 효력을 부인하는 정통적인 시장 

중심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 

4) 프랑스도 독일처럼 전당업체를 제외하면 우리나라의 대부업이나 영․미의 ‘서

브프라임 금융회사’와 견줄만한 금융회사는 없다. 또한 금융시장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금리상한규제도 철폐하거나 완화하였으나 예외적으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

는 은행과 여신전문 금융기관의 여신에 한정해서 중앙은행이 고시하는 평균이자율

을 기준으로 최고이율을 제한하고 있다. 민변과 참여연대의 입법청원서에 따르면 

프랑스도 연 20% 또는 그 이하로 설정하는 나라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프랑스의 

경우 이자제한은 소비자신용에 국한되며, 1,524유로 이하의 소액신용대부의 이자율

은 연 20%가 넘는다. 또한 프랑스에서는 우리나라와 달리 수수료와 보험료, 연체비

와 지연이자 등을 이자 총액에 산입하지 않기 때문에 소액신용대부와 장기할부금융 

그리고 변제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장기인 당좌대월의 실질 연 이율은 계약 내

용에 따라 연 20~30%에 이른다. 영국정부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프랑스의 수수료

를 가미한 실질금리는 평균 29.4％에 이른다.91) 따라서 프랑스의 사례를 근거로 연 

20%미만으로 금리상한을 설정해야 한다는 주장은 근거가 취약하다.  

제3장 동북아시아 주요 국가의 금리상한규제 

1. 일본의 금리상한규제

(1) 대금업법상 대금업자의 개념

일본의 대금업 관련 규제는 「대금업법」, ｢출자의 수입, 예금 및 금리의 수취에 관

한 법률｣92)(이하 ‘출자법’이라 함), ｢이식제한법(利息制限法)｣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91)  UK Government, “A Better Deal for Consumers”, July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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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세 법률은 각각의 입법 목적에 따라 대금업법은 등록, 영업행위규제 등 대금업

자에 대한 관리·감독에 관한 조항을 주로 담고 있는 반면, 출자법 및 이식제한법은 

금융거래상 이자율 규제를 주된 규율 내용으로 하고 있다. 

대금업법의 적용을 받는 ‘대금업’은 “금전의 대부 또는 금전대차의 매개(어음할

인, 매도담보,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금전의 교부 또는 당해 방법에 

의한 금전 수수의 매개를 포함)를 업으로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대금업법 제2

조). 구체적으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대금업자로는 금융기관 이외의 업자로서 대금업

법에 의거 대금업을 영위하는 카드회사, 신용판매회사, 소비자금융회사 등을 지칭한다

(대금업법 제2조). 

대금업법상 대금업을 영위하는 ‘소비자금융회사’는 우리나라의 대부업법 상 ‘대

부업자’와 그 유래와 사업 내용에서 큰 차이가 없다. 따라서 일본 대금업법상 ‘대

금업자’는 우리나라의 대부업자에 더해, 신용카드 및 신용판매사업자를 포함하는 넒

은 개념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일본의 ‘대금업자’는 주로 소비자와 거래

하는 비은행 금융기관(non-bank)을 의미한다.  

출자법은 모든 금전 대차거래를 규제하는 법으로 1954년에 입법되어 대금업법이 제

정되기 이전부터 대금업자에 대해 금리 상한 및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있었다. 출자법

과 함께 ｢이식제한법｣도 1954년부터 모든 금전 대차거래에서 이자율을 규제해 왔는데, 

출자법이 형사상의 상한금리를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 ｢이자제한법｣은 민사상의 상한

금리를 규정하고 있다.

(2) 일본의 금리 상한 규제

｢이식제한법(利息制限法)｣에 따른 금리상한은 우리나라와 달리 원금의 크기에 

따라 달리 정하고 있다(동법 제1조 제1항). 원금이 10만 엔 미만인 경우에는 연 

20.0%, 10만 엔 이상~100만 엔 미만은 18.0%, 100만 엔 이상은 15.0%이다. 또한 

대부기간이 15일 미만일 경우에는 15일로 계산한다. 

92) ｢出資의 受入·預金 및 金利 等의 取締에 관한 法律｣(1984.6.23. 법률 제195호: 이하  ｢출자법(出資法)｣이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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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상한금리

원금 10만 엔 미만 연 20%

원금 10만 엔 이상 ~ 100만 엔 미만 연 18%

원금 100만 엔 이상 연 15%

그러나 귀금속 등을 담보로 금전을 교부하는 전당포업자는 우리나라와 달리 

이식제한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전당포영업법」에 따른 별도의 이자율 상한인 

연 109.5%93)를 적용한다.

이자율 상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출자법 제5조에 의해 형사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대금업자는 업으로 금전대부를 행하는 자에 포함되어 연 20%(월·일리 처벌 

기준 없음)를 초과하여 수취하면 대금업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엔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또는 두 처분을 함께 받을 수 있다.94) 전당포업자는 연 109.5%

(일 0.3%)를 초과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엔 이하의 벌금을 받거나 또는 

이를 함께 처분 받을 수 있다. 

이 밖에  동 법률은 모든 금전 대차거래를 규제하는 법으로 1954년에 제정되어 대

금업법 제정 이전부터 대금업자에 대해 이자율 상한 및 신고의무를 부여하였다. 

‘출자법’은 지나치게 높은 이율을 받는 자에게 형벌을 부과하여 간접적으로 이자

율을 규제하고 있다(동법 제5조).95)

(3) 비교법적 평가

우리 대부업법상 ‘대부업자’와 사업내용이 유사한 사업자는 ‘소비자금융회사’

이다. 따라서 일본 대금업법상 ‘대금업자’는 대부업자에 더해, 신용카드 및 신용판

매사업자를 포함하는 넒은 개념이다. 달리 말하면 ‘대금업자’는 주로 소비자와 거

93) 윤년(閏年)일 경우에 금리상한은 연 109.8% 이다.

94) 1954년 출자법 제정 당시에는 형사 처분 금리가 109.5%였으나 점차 인하하여 83년에는 73%, 86년에는 54.75%, 91년

에는 40.004%. 2000년에는 29.2%였다. 그런데, 지난 2006년 1월 일본 최고재판소는 이자제한법의 상한금리(上限金利)

를 초과하는 금리를 대출약정에 대해 이를 무효로 보는 판결을 내렸다. 동 판결 후 이미 지불된 초과금리분에 대한 반

환소송이 증가하였다. 2006년 12월 13일 개정 출자법은 이를 '이식제한법'상의 이자상한에 맞추어 15～20%로 인하하

였다. 

95) 출자법상의 금리상한을 위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엔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 된다. 또한 29.2%를 

초과하는 금리로 대부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엔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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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하는 단종 여신전문 금융회사를 가리킨다. 

｢이식제한법(利息制限法)｣에 따른 일본은 금리상한은 우리나라와 달리 원금의 

크기에 따라 달리 정하고 있다(동법 제1조 제1항). 원금이 10만 엔 미만인 소액인 

경우에는 연 20.0%, 10만 엔 이상~100만 엔 미만은 18.0%, 100만 엔 이상은 15.0%

이다. 우리나라 각 정당과 민변, 참여연대 등은 우리나라의 금리상한 연 27.9%에 

대한 추가 인하 근거로 일본의 금리상한을 비교법적 근거로 들고 있으나 일본 소

비자금융회사와 한국 대부금융 회사 간에 존재하는 자본조달의 방법과 비용에서

의 차이를 간과하고 있다. 한국은 주로 저축은행 등 외부 차입으로 자본을 조달하

는 반면에 일본은 ‘소비자금융회사’의 주식 상장, 회사채 발행이 허용되어 자본

조달의 방법이 다양하고 비용 면에서 훨씬 저렴하다. 또한 중앙은행도 장기불황에 

놓인 일본의 현실을 고려하여 경기 활성화를 위해 기준금리도 우리나라보다 낮게 

잡고 있다. 이처럼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및 자본조달비용의 차이를 간과하고 일본

과 동일한 수준의 금리상한을 설정할 경우 합법적인 대부업 시장은 붕괴할 수 있

다. 그 빈자리는 금리상한을 준수하지 않는 불법 사채 시장이 대체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우려는 일본에서 현실화되고 있다. 지난 2006년 일본 대금업법 개정 이

후 2014년 3월 말 기준 ‘소비자금융회사’의 시장규모가 20조 9,000억 엔에서 6

조 2,000억 엔으로 70% 가량 감소했다. 3만여 개에 달하던 업체 수는 2015년 2천

여 개로 줄었다. 살아남은 업체를 중심으로 인수·합병이 이루어지면서 ‘소비자

금융회사’의 대형화와 시장의 과점화가 진행되었다. 이에 반비례하여 연 2,000%

에 달하는 불법 사금융 시장이 더 커졌으며, 한해 약 50만 명 이상이 사채를 이용

하면서 시스템 위기를 더 키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중국의 금리상한규제96)

(1) 중국의 대부업

96) 중국의 금융 실태와 그 의미에 대해서는 다음의 문헌을 주로 참조하였다. 홍인기, 「최신 중국의 금융시장론」,(박영사, 

2006), 89면 이하, 한국은행, "해외경제포커스(제2005-25호)", 2005, 7면 이하, Zhang, Y and Fang Q. The reasons 

why informal finance exists and some questions on policy, Chinese Business Review, Vol.4(No.8), 2005;  

Kellee S. Tsai, "Beyond banks: the local logic of informal finance and private sector development in china", 

http://jhunix.hcf.jhu.edu/~kts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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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6 2011.6 2012.6 2013.6 2014.6

회사 수(개) 1,940 3,366 5,267 7,086 8,394

대출금액(억 위안) 1,248.9 2,874.7 4,892.6 7,043.5 8,811.0

중국의 소액대부시장은 2005년 이후 약 10년 동안 매우 빠른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중국에서 ‘소액대부’란 개인 또는 가구 단위의 영세 사업자를 주 고객으

로 하는 ‘영리성 대출사업’을 가리킨다.97)

중국의 소액대부회사(小额贷款公司)는 예금은 받지 못하고 자기자본과 차입금으

로 대출을 해주는 영업을 한다. 따라서 ‘경영성 대출사업’이란 수신업무를 다루

지 않으면서 대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은행 상공(商工)기업’을 가리킨다. 

이는 한국의 대부업과 크게 다르지 않아서 한국계 소액대부회사인 ‘러시앤캐

시’가 ‘러진콰이진(樂金快金)’이라는 상호로 중국 소액대출시장에 진출한 바 

있다.98)

2015년 인민은행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14년 말 현재 중국의 소액대출 사업

체는 8,791개사로 1년 전 7,839개사에 비해 952개사가 늘었다. 대출 잔액 기준으

로 9,420억 위안으로 1년 전 8,191억 위안보다 15% 증가했다. 

<중국 소액대부회사 수와 대부금액 추이>

(단위 : 개, 억 위안)99)

출처 : 중국인민은행 

소액대부회사의 성장을 바탕으로 ‘중국소액대부협회’가 2015년에 설립됐다. 동 

협회는 인민은행과 은행감독관리위원회 지침을 받고 지방 단위의 인민정부로부터 

감독을 받는다. 또한 홍콩 증시에 상장한 유일한 중국 소액대출업체인 한화(瀚華)

금융지주는 2015년 상하이증권거래소에서 인허증권과 함께 발행한 ‘소액대부자

산증권거래’를 시작했다. 자기자본과 차입금 그리고 증시상장에 이어 자산담보증

권(ABS)을 통해 자금조달이 가능해졌다. 

97) 서봉교 외, 160 현대중국연구 제16집 2호

98) 한국경제, “중(中) 소액대출시장...1% 저금리시대 한국 금융의 활로될까” ( 2015.03.19.)

99) 서봉교, “중국의 외자은행”, 「KB중국금융시장정보」 2015년 2월호, KB중국금융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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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소액금융시장이 급성장하는 이유는 은행 중심의 금융권으로부터 자금

을 빌리기 어려운 금융 소외지대가 크기 때문이다. 예컨대, 2014년 6월말 기준으

로 중국 상업은행의 전체 여신에서 대형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35.5%에 이른다. 

이 때문에 상업은행보다 높은 이자더라도 대출을 받고자 하는 중·소형 기업들의 

수요가 상당히 높다. 

중국에서 상업은행보다 높은 금리를 받는 대출상품을 취급하는 ‘신(新) 금융기

관’으로는 소액대부영업을 전문으로 하는 소액대부회사(小额贷款公司)100)외에 촌

진은행(村鎭銀行)이 있다. 소액대출회사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예금을 수신하지 

않고 대출 범위는 성 단위 소재 지역 내로 제한하며 단기 소액 담보대출을 취급

한다. 둘째, 민간자본으로 설립된 여신전문 금융회사이지만 공상(工商)기업으로 분

류되어 중국 은행감독위원회의 감독을 받지 않는다. 셋째, 주로 농민과 소형 또는 

영세(小微型)기업의 자금부족 문제 완화를 사업 목적으로 한다. 

(2) 중국 소액대부회사에 대한 금리 규제

중국 인민은행 법조담당 주학동 사장(司長)은 2010년 2월 26일, 중앙은행은 기존

의 소액대관회사(小额贷款公司)에 대한 이율상한규정을 점진적으로 폐지할 계획이

며 동시에 사영(私營) 대출기구들을 합법화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중앙 

감독당국인 인민행과 은행감독위윈회의 잠정 규정에 따르면 소액대출 회사 금리 

상한은 상업은행 대출이율의 4배로 한다. 그러나 이 규정은 권고적 성격이 강하며 

실제로 4배를 넘는 대출약정이 많이 이루어진다. 상해 중소기업들은 은행에서 대

출 자금을 구하지 못해 연리 4~50퍼센트의 사채를 쓰기도 한다.  

- 소액대출회사 대출이율의 제정기준

1. 시장원칙에 따라 자주적으로 확정한다. 

2. 이자상한을 개방한다. 단 상업은행의 대출이율의 4배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但不得超过同期银行贷款利率的四倍)

100) 중국의 소액대출회사(小额贷款公司)는 2005년에 처음 등장했다. 중국인민은행과 은행감독위원회는 동부 연안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금융소외가 높은 산서, 사천, 귀주, 내몽고 등지에서 7개 소액금융회사를 시범 운영하였다. 주로 공개

입찰 방식으로 투자자를 선정하였고, 주로 삼농(三農:농촌, 농민, 농업),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1천 위안에

서 20만 위안에 이르는 소액자금을 대출했다. 3년간 시범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중국인민은행과 은행감독위원회는 

2008년 「소액금융회사의 시범 운영에 관한 지도의견」을 발표하고 운영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하였다. 이에 따라 지방 

정부와 지역별 금융업무 판공실 및 관련 기관이 소액대출회사의 설립·촉진에 적극 나섰다. 또한 각 지역의 여러 해 동

안 축적된 지역 민간자본이 호응하면서 전국 각지에서 소액대출회사의 수와 규모가 크게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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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연이율（%)

1. 단기대출

   - 6개월 이내(6개월 포함) 5.60

   - 6개월에서 1년(1년 포함) 6.00

2. 중장기대출

     1~3년(3년 포함) 6.15

     3~5년(5년 포함) 6.40

     5년 이상 6.55 

3. 하한 : 인민은행이 공포한 대출기준이율의 0.9%

<인민은행 대출기준이율>

    

3. 중화민국(대만)의 금리상한규제 

(1) 대만의 대부업 : 사금융 양성화 및 금리자유화 정책

1989년 금융시장 자율화가 이루어지기 전에 중화민국(이하 ‘대만’)에서는 금융

체계의 공·사 영역이 구분되는 이원주의(Dualism)가 두드러졌었다. 우리나라와 마

찬가지로 정부주도의 계획적인 경제개발을 추진했던 대만에서는 공적 금융기관의 

여신이 국영기업과 대기업에 우선 배정되면서 중소기업이나 개인은 상대적으로 사

적 금융 시장에서 자금을 차입해 왔기 때문이다.101) 그 결과 대만에서는 ‘은행법상 

은행이 아닌 금융회사(non-bank financial institutions)’나 전당포업자 등이 활발하

게 대출 영업을 영위해 왔다. 그 밖에 계(契)나 기업예탁(주주나 고용인의 자기회사

에 대한 예탁)의 방법도 성행하였다.  하지만 대만에는 은행법상 은행이나 제2금융

권도 아닌 제3금융권인 대부업체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대부업법」과 같은 직접적

인 사업자 규제법을 찾아 볼 수 없다. 이는 대만 정부가 기존의 은행 설립 및 여·

수신 금리자유화 등을 통해 ‘사금융’이 자연스럽게 은행권으로 유입되는 정책을 

취해 왔기 때문으로 보인다.102)

101) 사채시장이 급격히 커지면서 1980년대 후반 증시조작이나 부동산 투기와 관련된 대형 금융사고가 많이 발생하였다. 

102) 한국경제신문, [사금융 양성화] 외국의 제도: 일본, 미국, 대만(1994년 10월 2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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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대만에서는 1989년 은행법이 개정되면서 은행업의 진입 문턱이 낮아졌다.  

또한 국영은행의 사유화와 은행금리 자유화 등의 금융규제완화 조치가 실시되면서  

공적인 금융시장의 경쟁이 촉발되었다.103)  그 결과 1990년 이후 대만에서는 ‘사금

융’이 은행권으로 꾸준히 진입하면서 상업 은행 숫자가 크게 증가하여 높은 유동

성이 만들어졌다. 더불어 은행 사이에 금리경쟁이 발생하여 중소기업과 가계에 대

한 금융시장의 이원주의가 상당 부분 해소되었다.104)

이 점은 1997~98년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상황과 대비된다. 외환위기로 발생

한 부실은행을 정리하기 위해 이루어진 은행 간 통폐합으로 상업은행의 숫자가 줄

어들면서 금리 경쟁이 감소하였고, 각 은행들은 자산건전성 확보를 위해 대기업과 

고신용자에게 유동성이 집중적으로 공급되면서 영세기업과 신용이 낮은 차주(借主)

에 대한 금융소외현상이 발생하였다. 그 결과 금융시장의 이원주의가 격화되었고, 

탈법적인 대부업체 이용자들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처럼 금융시장 이원주의 강화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이 문제되었지만 우리 정부는 대만처럼 은행업의 진입 기준을 

완화하고 은행 등의 자금공급과 금리 경쟁을 유도하기 보다는 별도의 「대부업법」

을 제정하여 사금융(私金融)을 금융 감독이 약하고 진입과 이탈이 쉬운 제한적으로 

공인된 대부 시장 영역으로 인입하였다. 그 결과 은행법상 은행도 여신전문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기관도 아닌, 합법과 비합법의 경계가 엷은 제3의 대부 금융시장

이 별도로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대만 은행법상 은행은 상업은행, 저축은행, 전문은행105) 등 세 종류로 구분한다.106)

대부분의 금융기관들은 금융지주회사(金融控股公司)107)를 이용한 혼합경영방식을 

103) 16개의 은행과 300여개의 증권회사가 설립되었다.   

104) 특히 불법 금융투자회사의 경우 90년대에 증권 및 부동산 가격의 하락으로 예금이자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여 붕괴되

었다. 한편, 기업의 사금융 차입비중은 1986년 45%에서 1991년에는 35%로 크게 낮아졌다. 한편 사금융의 시장금리

와 은행 간 금리 격차도 1980년대 14∼16% 대에서 90년대에는 13% 대로 좁혀졌다. 한경수, 앞의 논문, 96면.

105) 중화민국 은행법(中华民国 银行法) 제88조: 전조의 전문은행은 다음 각 종류로 나눈다. 

     一. 공업신용

     二. 농업신용

     三. 수출입신용

     四. 중소기업신용

     五. 부동산신용

     六. 지방성 신용

106) 중화민국 은행법(中华民国 银行法) 제20조: 은행은 다음의 세 종류로 구분한다. 

     一. 상업은행

     二. 전문은행

     三. 신탁투자은행

107) 중화민국 금융지주회사법(金融控股公司法), 최종개정일: 민국 104.09.15.(2015.09.15.), 출처: 중화민국 입법회_ 

http://lis.ly.gov.tw (방문일: 2016.09.09.). 대만의 금융지주회사는 금융지주회사, 은행업, 채권금융업, 신용카드업,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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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하여 상업은행이 저축은행, 신탁투자회사 및 비은행 금융 자회사를 경영하고 

전문은행도 상업은행의 업무를 영위한다.108) 2010년 말 기준, 대만의 상업은행은 39

곳(국영 상업은행 2곳, 지방정부은행 5곳, 대만수출입은행 및 협동조합중앙회 1곳 

포함), 외국계 은행 28곳, 신용협동조합 25곳, 단위 농협 277곳, 단위 수협 25곳이 영

업 중이다. 외국계 은행도 국내 상업은행과 마찬가지로 무역금융, 외환거래, 개인 

및 기업 대출, 신용 관련 업무 등을 수행한다. 

최근에는 다수의 외국은행들이 사업 확대를 위해 소비자대출과 신용카드 사업에 

적극 뛰어 들고 있다.109) 2010년 말 기준 대만 내 상위 10개 은행의 대출 기준 시장

점유율은 87.5%로 홍콩(상위 5개 은행의 시장점유율 66%)이나 싱가포르(상위 5개 

은행의 시장점유율 58.6%)와 비교할 때 대만이 좀 더 세분화 된 은행 구조를 보유하

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금융지주회사 제도 정착으로 대만 은행들은 비 은행 

금융자회사들과 영업공조 확대로 비이자 수익이 총 수익의 40% 정도로 다변화된 수

익 구조를 보유하고 있다.110)  

(2) 대만의 민법상 금리 상한 

대만에서 제도금융시장과 나란히 민간 금융시장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비합법 대

부사업자의 은행업 진출이 비교적 자유로워서 ‘대금사업자’를 규제하는 별도의 

행정 규제법은 없다. 또한 우리나라 「대부업법」처럼 은행·비은행 여신전문업자 

및 대부 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금리 상한을 법률로 정하고 있지 않다. 다만 

이자부 금전소비대차에 관하여 중화민국 민법 제205조가 “연리(年利) 백분의 이

십 이상을 설정할 경우에 채권자는 초과 부분에 대한 이자 청구권을 갖지 못한

다.”111)고 정하고 있다. 즉 대만 민법이 정하는 법정 이자상한을 초과하는 이자

에 한하여 채권자의 청구권의 효력만을 부인하고 있다. 

탁업, 보험업, 증권업, 선물업, 창업투자사업, 주관기관의 비준을 거쳐 투자하는 외국금융기구 및 그 밖의 주관기관이 

인정하는 금융업무와 관련된 사업을 경영할 수 있다.

108) 2008년 4월 대만 은행의 중국 투자허가 및 2010년 경제협력협약체결로 인한 은행, 보험, 증권 등 다양한 금융 분야

에서 대만과 중국의 공조가 가능해짐에 따라 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갖게 되었다. 금융투자협회,『대만 금융산업과 금융

시장현황』-금융투자회사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신흥시장 조사보고서(12-5), 17면 이하.

109) 금융투자협회, 「대만 금융산업과 금융시장 현황」-금융투자회사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신흥시장 조사보고서(12-5), 

2012, 17면. 

110) 금융투자협회, 앞의 보고서,「대만 금융산업과 금융시장 현황」-금융투자회사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신흥시장 조사보고

서(12-5), 23면. 

111) 中華民國 民法(최종 개정일 : 민국 104(2015)년 06월 10일) 第二百零五條 (最高利率之限制)    

　　約定利率，超過週年百分之二十者，債權人對於超過部分之利息，無請求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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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민간 대출 시장에서는 민법 보다 높은 이자 부 금전소비대차 약정이 보

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대만식 계(契) 모임인 표회(標會)는 한국의 계(契)

처럼 순번대로 돈을 타는 게 아니라 급전이 필요한 회원들이 입찰 경쟁을 벌여서 

보다 높은 이자를 부르는 사람이 곗돈을 타가는 형식이라서 민법상 이자 상한을 

초과하는 것이 일반적이다.112) 표회(標會)는 대만의 오래 된 전통이어서 민간에 널

리 퍼져 있으며 결속력이 강하다. 또한 자금 동원력도 만만치 않아서 은행으로부

터 대출을 받지 못하는 중·소기업들도 표회(標會)에서 돈을 차입하였다. 따라서 

민법상 최고 이자율 규제는 민간금융시장에 대한 실효성이 약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대만 민법상 최고 이자 상한 규정이 갖는 특징은 채무자가 초과금리를 임

의로 지급한 경우에도 이를 반환 청구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 우리 이자제한법과 

달리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이는 임의지급을 법원의 해석에 맡겼던 우리나라 

구(舊) 이자제한법과 유사한 태도이다. 

참고로 구(舊) 이자제한법 아래서 우리 판례는 채무자가 그 법 소정의 제한이율

을 넘는 이자를 임의로 채권자에게 지급했다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았

다.113)

이는 이자제한법이 제정되기 전에 시행되던 이식제한령(利息制限令: 1911년 制令 

제13호)이 제한 위반의 이자약정은 ‘무효’라고만 규정하였지만 임의로 지급한 

초과이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해석한 일본 판례와 같은 취지였다. 이러한 

판례의 태도는 우리나라에서 구(舊) 이자제한법 아래서도 견지되었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1954년에 ‘이식제한법’이 새로 제정되면서, 제한 초과의 이

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었다

(제1조 제2항).114) 따라서 대만 민법은 우리처럼 일본 민법의 영향을 받았으되 일

112) 한겨레, “IMF이후의 동남아 경제:(6) 대만 경제 그늘(1997.12.13.)  

113) 民法注解[XVIII], 392면 이하(梁彰洙 집필),  당시의 다수설은 제한초과의 이자를 지급하는 것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

한다고 하여 판례의 태도에 찬성하였다. 이 입장에서는 나아가 이러한 반환청구를 인정하면 오히려 서민들의 신용획

득을 막게 되는 폐해를 가져온다고 하거나, 또는 일단 임의로 지급한 이자를 나중에 반환청구하는 것은 선행행태에 

모순되는 것으로서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들기도 하였다. 大判 62.4.26, 4294민상1542(集 10-2, 248)이 

채무자가 채권자와 합의하여 제한초과의 이자채권을 상계한 경우에도 그 효력이 부인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도 이와 

궤를 같이 하는 것이다.

114) 이후 60년대 일본의 최고재판소는 위 규정은 반환청구에만 적용이 있으며 제한초과이자는 원본에 충당된다고 판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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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과 한국처럼 이자제한법과 같은 특별법으로 규정하지 않고 민법전에 편입시켰

으며 임의 지급이나 선이자 공제 등에 관한 문제를 입법으로 해결하지 않고 개별 

사건에 대한 법원의 해석에 맡겼음을 추론할 수 있다. 이는 그 만큼 대출시장에서 

민법상 이자율 상한에 관한 분쟁이 일본이나 한국만큼 빈번하지 않아서 별도의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지 않았다는 방증으로 보인다.     

4. 소결

이번 장에서는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대부업이 발달했으며, 금리상한규제의 비교 

대상이 되는 일본과 중국 및 대만의 대부업과 금리상한규제의 실태에 대해 살펴보

았다. 이들 나라들은 앞서 살펴 본 서구 주요 국가에 비해 모두 금융시스템에 대한 

정부 개입과 통제가 강한 나라들이다. 

1) 일본은 지난 2006년 대금업법 개정으로 연리 15~20%로 금리상한을 인하했다. 

그 후과로 2014년 3월 말 기준 ‘소비자금융회사’의 시장규모가 20조 9,000억 엔

에서 6조 2,000억 엔으로 70% 가량 감소했다. 3만여 개에 달하던 업체 수도 2015

년 2천여 개로 줄었다. 살아남은 업체를 중심으로 인수·합병이 이루어지면서 

‘소비자금융회사’의 대형화와 시장의 과점화가 진행되었지만 연 2,000%에 달하

는 불법 사금융 시장의 확대를 막을 수 없었다. 금리상한 인하 이후 한해 약 50만 

명 이상이 불법 사채를 이용하면서 시스템 위기를 더 키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금리인하와 그에 따른 사금융의 확대는 따라해야 할 것이 아니라 반면

교사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요 측면에서 소득 격차와 분배 왜곡의 시정을 도

외시한 채 자본 유동성이 풍부한 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급측면에서 자본시장 

가격관리에만 매달리니 자금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다. 

일본은 1990년부터 20여 년간 장기불황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마찬가지

로 일본은 금리상한 인하와 같은 단기적인 대책 외에는 불법 사금융 시장과도 20

였다(最裁判(大法廷),1964.11.18(民集 18, 1868)). 또한 위와 같이 초과지급부분을 원본에 충당하여 가서 결국 원본이 

완제된 후에는 이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태도를 취하였다(最裁判(大法廷) 1968.11.13(民集 22, 2526)). 그 이

유는 위의 규정은 원본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원본채권이 없어지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이리하

여 위 규정은 “판례입법이라고 할 일련의 판결에 의하여 사실상 개정된 것에 가깝게 되었다”고 평가되고 있다(林良平 

등, 債權總論, 제3판(1996), 56면). 양창수, “판례평석: 공서양속에 반하는 이자약정에서 임의로 지급된 초과 이자의 

반환청구” -대법원 전원합의체 2007. 2. 15. 판결 2004다50426 사건-, 「법률신문(2007.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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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년 째 사투를 벌이고 있지만 아직 정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115)  

2) 중국은 사금융을 일괄 불법화하기보다 시장원리를 도입하여 사금융의 합법화, 

제도화를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소액대출기관의 금리규제도 기준감독기

관의 임시규정으로 권고지도하고 있다. 중국의 금리 구조는 은행 → 신탁 → P2P → 

소액대출 순으로 금리가 높다. 인민은행과 은감위의 ‘소액대출회사 대출이율(小额

贷款公司贷款利率)에 관한 지도의견(指导意见)’에 따르면 소액 대출 회사는 실시간

으로, 그 운영 및 자본조달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소득의 범위 내에서 가능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독자적인 성장과 발전을 계속하기 위한 재무 지속 가능성

은 주로 두 가지 측면, 대출에 부과되는 금리 수수료에 달려 있기 때문에 시장원리

에 따라 경영을 할 수 있도록 대출이율 상한을 원칙적으로 개방하되 잠정적으로 대

출이율이 기준이율의 최대 4배를 넘지 않도록 지도하고 있다.

3) 대만에서 제도금융시장과 나란히 민간 금융시장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비합법 

대부사업자의 은행업 진출이 비교적 자유로워서 ‘대금사업자’를 규제하는 별도

의 행정 규제법은 없다. 또한 우리나라 「대부업법」처럼 은행·비은행 여신전문업

자 및 대부 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금리 상한을 법률로 정하고 있지 않다. 다만 

이자부 금전소비대차에 관하여 중화민국 민법 제205조가 “연리(年利) 백분의 이십 

이상을 설정할 경우에 채권자는 초과 부분에 대한 이자청구권을 갖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분쟁 시 채권자의 과도한 이자에 대한 민법적 보호를 배제하고 

있을 뿐이다. 즉 대만은 유사한 역사발전 및 경제발전 경로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와 일본과 달리 통제적인 감독규제와 금리에 대한 정부의 직접 개입을 자제하되, 그 

대신 금융업의 진입문턱을 낮추어 시장원리에 따른 금리 경쟁을 유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제4장 대부이자규제 관련 법률 

1. 이자제한법의 폐지와 대부업법 제정

(1) 이자제한법의 폐지와 부활

115) [JTBC] “‘사금융 지옥’ 일본, 20여 년째 사투…자살까지 줄이어”(2012.04.18.) 출처:   http://news.joins.com/article/7925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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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위기를 맞은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3일,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구제금

융을 받기로 하였다. 그 대가로 우리 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물가안정을 

위해 정부의 재정건전성 유지를 요구받았다.116) 재정 건전성을 달성하기 위해 여러 

법률이 개폐되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자제한법｣(1962.1.15. 법률 제971호)이었다. 

정부는 1997년 12월 22일 대통령령을 개정하여 이자제한법에 따른 최고 이자율을 

연 25%에서 연 40%로 올렸다가, 그 직후 개최된 임시국회에서 1997년 12월 29일 이

자제한법을 완전히 폐지하였고 1998년 1월 13일 시행되었다. 이자제한법 폐지 법률

안의 제안 이유에는 “자금의 수급상황에 따라 금리가 자유로이 정해질 수 있도록 

하여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최고이자율을 정하고 있는 이자제한법을 폐

지”한다는 간단한 설명이 있었다.117)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인위적으로 제한하지 

않고 ‘시장’에 맡긴다는 설명은 이자제한법의 제정경위에서도 반복된다.118)

“현재의 경제여건상 긴축재정·금융정책에 따른 고금리추세가 예상됨에도 불구하

고 동법에 의하여 시장기능에 의한 자유로운 이자율 결정이 제약되고 있으므로 동

법에 대한 폐지 요청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자원의 배분을 시장에 맡긴다는 사상을 법적으로 표현한 것이 민법의 최고 원리인 

‘사적 자치의 원칙’이다. 이자제한법은 ‘사적자치의 원칙’과 ‘계약자유의 원

칙’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다. 그러므로 고금리 추세가 예상됨에는 시장의 자유로

운 이자율 결정을 법률이 과도하게 제약하는 현실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이 폐

지의 이유였다. 

그러나 ‘이자제한법’이 폐지되고 8년이 지난 2007년에 대법원은 고율의 이자약

정이 민법 제103조를 위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하였다. 

“금전소비대차계약과 함께 이자의 약정을 하는 경우, 양쪽 당사자 사이의 경제력

의 차이로 인하여 이율이 약정 당시 경제적·사회적 여건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허

용되는 한도를 초과하여 현저하게 고율로 정해졌다면, 그와 같이 허용할 수 있는 한

116) 장하준(이순희 역), 「나쁜 사마리아인들」, (부키, 2007), 238면 이하.

117) 국회 재정경제위원장, 이자제한법폐지법률안, 1997.12.29. 1면. 

118) 국회 재정경제위원장, 이자제한법폐지법률안, 1997.12.29.(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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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초과하는 부분의 이자 약정은...(중략)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

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 할 것이다.”

위 판결이 나온 직후인 2007년 3월 29일 국회는 이자제한법을 다시 제정하였다. 

이 법률은 사인(私人)간의 거래뿐만 아니라 은행이 아닌 사채업에도 적용하기로 하

되, 자금시장의 급격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등

록을 마친 금융업과 대부업은 제외하기로 하였다(제7조).119) 또한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을 제한하되, 최고이자율은 연 사십 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

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120) 최고 이자의 한도는 2011.7.25. 

개정에서 연 삼십 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다가 2014.1.14. 개정된 이자제한

법에서는 연 이십오 퍼센트로 다시 낮추었다. 

그러나 이자제한법의 폐지와 부활의 논리는 상호 모순이다. 금융위기를 맞아 자금

시장이 작동하지 않았던 1997년에는 이자율에 관한 약정을 ‘시장’에 맡기기 위해 

폐지하였으나, 정작 국제통화기금의 구제 금융이 끝나고 ‘자금 시장’이 작동하던 

2007년에는 ‘계약자유와 사적자치의 원칙’에 대한 중대한 예외를 허용했기 때문

이다. 

이는 이자제한법의 폐지와 부활이 합리성과 객관성을 요구하는 논리에 근거하기

보다는 지지율과 선거를 의식한 각 정당의 정치적인 편의에 따른 결정이 아니었을

까 하는 의심을 가능케 한다.    

(2) 대부업법의 제정과 개정

이자제한법이 폐지된 이후 약 4년 후에 대부업의 등록 및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의 불법적 채권추심행위 등을 규제함으

로써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의 거래상

대방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 제정되었다. 

119) 법률 제8322호, 2007. 3. 29 공포, 2007. 6. 30 시행. 

120)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제정 2007.6.28 대통령령 제20118호] 에 의해 연 30%로 변경되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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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이자제한법이 부재한 상황에서 여신상품을 판매하는 인가를 받은 여신금

융업자와 등록을 한 대부업자가 금전을 대부하는 경우에 최고이자율을 제한하였다. 

3천만 원 이내의 소액 대부에 대하여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의 대부이자율 상한

을 연 100분의 66으로 제한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였다. 

대부업법상의 최고이자율상한은 2007년 이자제한법 부활 이후인 2007년 10월 4일

에 연 100분의 66에서 연 100분의 49로 인하되었다.121) 이에 따라 등록 대부업체는 

여신금융기관과 함께 대부업법 및 동 시행령의 이자율 상한인 연 100분의 49(제8조 

제1항)를 적용받았다(제11조 본문).122) 반면에 ‘무등록 대부업자’에게는 지난 

2007년 6월에 다시 제정된 「이자제한법」상의 연 100분의 30의 이자상한이 준용되

었다(제11조 단서).123)

2007년 이후 등록·무등록 업체 간에 존재하는 최고이자율 상한의 차별은 음성적

인 무등록 대부업체의 등록·관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감독제도 안으로 들어 온 업

체에게는 금리혜택, 그렇지 않은 대부업자들에게는 금리상의 불이익을 설정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대부업과 이자제한법 상의 격차는 무등록 사금융을 축소

시키고 관리감독을 확대하는 입법 기술적 방안으로 인위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3) 현행 이자율 관련 법제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의 문제

우리나라 대출 관련 법제는 대출 상품이 아니라 그 상품을 설계하고 판매하는 사

업자를 중심으로 구축되어 있다. 대부업법, 은행법, 여신전문업법, 신용금고법, 보험

업법이 그렇다. 하지만 대출 사업자가 누구이든 최종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신용 상

품에 대한 금리만을 규제하는 프랑스와 초(超)단기 소액대부에 대한 금리만을 규제

하는 영국이나 미국을 사업자별로 이자율을 보편적으로 규제하는 우리나라와는 평

면적으로 비교하기 어려운 점이 존재한다.

121) 본래 「대부업법」상의 이자율 상한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갖는 한시적 규정이었으나(부칙 제2조 제1항), 지

난 2007년 개정에서 동 부칙이 삭제되었다. 따라서 대부를 업으로 영위하더라도 등록여부에 따른 차별적으로 달리 규

제하는 이원적 이자율 상한 제도는 유지하게 되었다. 이것은 대부업자의 등록을 유인․강제하는 수단의 하나로서 이자

율차별을 이용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122) 대부업법 제8조 제1항 및 제11조 본문

123) 대부업법 제11조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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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프랑스에서도 우리나라처럼 저축은행이 아니면서 신용카드, 할부금융 등 여

신전문업자와 별도의 규율을 받는 대부업자가 존재하여 같은 수준의 비교를 할 수 

있는 지는 별개의 문제이다. 하지만 대부업법을 살펴보면 법률의 명칭은 「대부업

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로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에 관한 특

별법적 지위를 가진 것으로 비친다. 그러나 대부업법 제1조(목적)는 대부업자, 대부

중개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의 행위 등을 규제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어서, 여신상품 

일반에 관한 법률로 여겨서 혼란의 여지가 있다. 

이자제한법도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관하여 민법의 특별법이지만 대부업법 관련해

서는 이자 약정에 관한 일반법으로 보인다. 실제로 대부금융 사업자에 관한 특별법

으로서 대부업법은 미등록 대부업자의 이율상한에 관하여 이자제한법의 준용을 정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이자제한법은 제7조에 따라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 뿐 아니라 미등록 대부업자에게도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또한 이자제한법이 여신금융업자에 대한 적용을 배제하고 있지만 할부 금융업자

에게는 적용될 수 있다. 왜냐하면 할부 금융업자는 본래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연 27.9%를 적용받아야 하지만 최종소비자와 거래하는 할부거래법상 신용제공자이

기 때문에 연 25%인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의 제한을 받기 때문이다. 이 또한 최

종 소비자를 상대로 최고이자율 제한을 받는 거래이면서도 사업자에 따라 최고이자

율 상한이 달라지는 모순된 결과를 초래한다. 

그러므로 최고이율 상한에 관한 외국의 입법을 규제의 적용 대상과 거래 종류를 

구분하지 않으면서 단일하게 단순 비교해온 그동안의 연구는 현실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제5장. 맺음말 

  금융거래에서 이자를 간략히 정의하면, ‘대출상품의 가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최고 이자율, 즉 금리 상한에 대한 규제는 대출 상품에 대한 가

격과 대출신청자에 대한 대출허용여부에 대해 개입한다는 일종의 ‘가격변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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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개입’으로 볼 수 있다. 경제학에서는 가격변수에 대한 정부의 인위적 개입

은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 혹은 금융업이 시스템리스크 아래 놓여 있

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124)

이와 달리  우리나라는 시스템 리스크에 직면했던 1997~1998년에는 IMF의 권고

에 따라 이자제한법을 폐지하였으며, 정작 금융위기를 극복한 이후에는 ‘사금융

(私金融) 양성화’ 목적으로 2002년에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최고이자율 제한을 부활시켰다. 2002년 연 66퍼센트로 출발

했던 금리 상한최고이자율은 2016년 2월에는 27.9퍼센트로 「대부업법」이 시행된 

지 13년 만에 38.1퍼센트가 인하되었다. 그런데 20대 국회에서도 각 정당은 이자

제한법 및 대부업법의 금리상한을 20~25% 수준으로 인하하겠다고 공약했다.125)

근거는 미국과 독일, 프랑스, 일본과 대만 등 주요 선진국들의 금리상한 수준이 

20% 미만이라는 것이었다. 

흔히 선진국일수록 대출 금리가 낮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소득의 양극화 정도

에 비례하여 상이한 대출금리시장이 존재했다. 소득 격차가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통일적인 이자율 제한 규범을 세우기가 어려워진다. 수많은 적용 예외와 규제 우

회 장치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연 300~1,000%에 이르는 고비용 소액대부업체들

이 합법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데 36% 이자상한규제란 비교법적으로 무슨 의미

가 있을까? 차라리 아무런 금리상한 표지판도 세우지 않고, 세 자리 고금리 단기

소액대부비용만 예외적으로 규제하는 영국의 이자율정책이 더 합리적이다. 또한 

각 나라의 금리의 상한은 단지 표로 만들어서 단순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니

었다. IMF 주요 통화를 차지하는 기축 통화 국가들과 화폐의 지위와 가치가 낮은 

나라를 동렬로 비교한다는 것은 무리다. 

프랑스의 소비자금융 금리제한도 보이는 것과 달리 이중적이었다. 민변과 참여연

대와 각 정당에서 프랑스의 소비자금융 금리상한은 기준금리의 1.33배라는 기호는 

어떻게 연리 20% 미만으로 해석되었을까? 시장기준금리에 1.33배를 곱하고 여기

에 수수료와 보험료, 부대비용을 더하면 29%에 이르는 현실에 대해 이자제한법 

124) 강석훈, “이명박 경제 100일의 성과와 과제”, ｢한국경제 정책세미나 자료집｣, 출처: 전국경제인연합(www.fki,or.kr), 

25면 이하.

125) 2017년 4.13 총선에서 ‘새누리당’은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를 현행 25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하향 추진’하겠다는 공

약을 내걸었고, 더불어 민주당은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의 최고 이자율을 일괄 25%로, 정의당은 20%로 각각 인하하

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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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발의자들은 어떤 해명을 해야 할까?

1967년 이래 금리제한이 없는 독일은 어떻게 최고 이자율을 20% 미만으로 설정

한 나라로 인식되었을까? 독일의 민법상 폭리규제를 기준으로 삼으려 한다면, 우

리도 대부업법상 금리상한규제를 철폐하고 난 뒤, 법원의 사후통제에 맡겨 버리면 

보다 쉽게 비교할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사업자 규제법과 폭리로 계약무효 여부

를 법원준고리와 폭리를 개념적으로 무리하게 동일시하는 이유가 뭘까? 고리와 

폭리는 다른 기준이 적용된다. 대만도 민법상 20% 초과이자에 대한 취소 청구권

만을 제한하고 있다. 계약을 무효로 하는 것도 아니었고, 임의로 지급한 초과이자

에 대해서도 관대한 대만이었다. 

중국은 빠른 속도를 금리규제를 자유화하고 있다. 자유화한다는 것은 예대마진폭

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해석하기 보다는 상한과 하한을 개방하여 예대마진 

보장을 없애는 것이 현실에 부합한다. 소액대출의 금리도 상업은행의 대출 이율의 

4배로 넓게 잡아주고 앞으로 완전 자유화를 통한 경쟁 유도를 목표로 하고 있다. 

금리에 국한하여 살피면 사회주의 시장경제가 단계적이지만 시장원리에 더 충실

해 보인다. 반면에 일본은 중국보다 더 많은 규제와 가격개입을 시도했지만 20년 

째 불법 사채업을 잡지 못하고 있다. 2006년의 대금업법상 금리상한기준 인하는 

대금업 시장을 불법과 합법으로 양분해 버렸다. 시장은 위축되었고 실제 대출 금

리는 더 은밀해졌다.     

미국 영화 ‘로스트 인 더스트’(Lost in Dust)에서는 은행 강도가 된 두 형제와 

이들을 잡는 두 텍사스 레인저(Ranger)가 이야기를 끌어간다. 어머니의 유산이자 

가족의 유일한 재산인 농장의 소유권이 은행에 담보로 잡힌 두 형제는 압류 직전

의 위기에 놓여 있다. 절망적인 현실 앞에 가족을 지키기 위해 두 형제는 연쇄 은

행 강도 행각을 벌인다. 은행 객장의 현금만을 털고 나온 두 형제가 차를 타고 다

른 도시로 가는 길이었다. 텍사스의 황량한 벌판을 관통하는 도로변에 대형 입간

판이 서 있다. 간격을 두고 등장하는 이 두 입간판 중 첫 번째에는 ‘IN DEBT?’

라는 문구가, 두 번째는 ‘FAST CASH’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입간판이 배경처

럼 스쳐 지나가지만 영화의 주제가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대목이었다. 스쳐지나

가는 두 개의 입간판이 말하는 바는 명확했다. 빚을 보다 빠른 빚으로 갚으라는 

것이다. 그러나 빠른 대출은 채무자에게 더 많은 비용 지출을 요구한다. 이를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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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하는 소득이 없는 한 빠른 대출은 빚의 누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결국 모

든 문제는 빠른 대출이나 낮은 대출 이자가 아니라 소득의 증대로 귀결된다. 영화

의 두 주인공의 가정에게 닥친 불행은 은행 빛이 아니라 어머니의 오랜 병환과 

농가 소득의 감소에 있다.  

결국 정부나 정당이 할 일은 소득의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에 달려 있다. 소득이 

양극화된 사회에서 아무리 많은 자금을 퍼부어도 강제적으로 금리를 낮추어도 돈

은 소득이 많고 신용이 좋은 이들에게 몰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와 정당은 소

액대부의 이용자에게 실질적인 차이가 크지 않은 소액대부의 금리상한규제에 개

입할 것이 아니다. 저신용 근로빈곤층 가구의 소득 증대와 사회복지를 강화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 



- 57 -

【참고문헌】

1. 단행본

김갑수, 「진보적 글쓰기」, 초록비 책공방, 2016

김영평․최병선․신도철(편), 「규제의 역설」, 삼성경제연구소, 2006

이화승, 「중국의 고리대금업」, 책세상, 2000

Chang, H-J(이종태․황해선 역), 「국가의 역할」, 부키, 2006 

Chang, H-J(이순희 역), 「나쁜 사마리아인들」, 부키, 2007

加藤俊彦 編, 「日本金融論の史的硏究」, 東京大學出版會, 1983.

Elizabeth Warren & Amelia Warren Tiagy(주익종 역), 맞벌이의 함정, 필맥, 2003

2. 연구논문

강석훈, “이명박경제 100일의 성과와 과제”, 「한국경제 정책세미나 자료집」, 한국경제연구학회․전국경제인

연합회․중소기업진흥공단, 2008 출처: http://www.fki,or.kr

고무라사키 가오리(小紫香織), “일본 소비자금융업체의 한국진출이 한국 대부업에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2005

구정한, “최근 영국의 고금리단기대출에 대한 규제동향 및 시사점”, 주간금융브리프 제24권 제44호, 2015 

김남훈, “우리나라 사금융시장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김대규, “미국의 단기소액대부에 대한 규제와 한계”-페이데이 론에 대한 규제를 중심으로- , 『상사법연구』

제27권 제4호, 한국상사법학회, 2009 

김대규, “금융소비자 보호와 대부업 규제”, 『상사법연구』 제30권 제4호, 한국상사법학회, 2012 

김대규, “대부이자의 상한규제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비교사법』 제15권 제1호, 한국비교사법학회, 2008 

김대정, "현행법상 이자제한에 관한 연구",『중앙법학』제9권 제2호, 중앙법학회, 2007

노종천, “이자제한법제의 현황과 과제”, 「제6차 금융소비자포럼: 최고 금리 규제 단일화 방안 마련 토론회」

(2016.2.23.), 국회의원 김기준·금융소비자 네트워크 

문준조, "WTO 가입과 중국의 금융법제도 개혁", 한국법제연구원, 2003

이순호, “우리나라 법정금리 상한제의 평가와 개선방안”, 주간금융브리프 제24권 제2호, 한국금융연구원, 

2015

이민환, “대부업 이용자 실태자료를 활용한 대부업 이용 현황 분석”, 「제7회 소비자금융컨퍼런스 발표자료

집」, 2016.9.22.

이은희, "영국 소비자신용법상 부당한 신용거래의 규제", 「법제(2007.03)」, 한국법제연구원, 2007



- 58 -

윤민섭, “금융소비자보호관련 법제 정비방안 연구(Ⅰ): 여신상품을 중심으로”, ⌜정책연구보고서(2014.8) 

⌟ 한국소비자원, 2014

정길영․이세중, “대부업시장의 현황과 과제”, ⌜월간 금융시스템 리뷰(2007.1) ⌟, 한국은행, 2007 

정병욱, "일제하 개인대금업과 전시경제", 「한국근현대사연구」2003년 가을호(제26집), 한국근현대사학회, 

2003 

정찬우, “대부업제도 개선 및 금융소외계층 지원방안”, 한국금융연구원, 2007. 

정찬우·이건범·강경훈, 「대부업제도의 개선방안」, 한국금융연구원, 2005

정희수, "여신전문금융업의 현황과 전망", 「여신금융」제12호(2006.12), 여신금융협회, 2006

최인방, “대부업의 최근 동향과 향후 과제”, 한국은행, 2006

한경수, "사금융 양성화를 위한 대금업 도입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2000

한정미, “ 서민금융이용자보호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기업법연구」 제22권 제1호(통권 제32호), 2008 

한정미·양기진, “약탈적 대출규제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비교법제연구13-20-⑤」, 한국법제연구원, 2013 

황상석, "중국 중소기업 금융의 현황과 문제-금융기관과 정부정책의 발전방향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2005 

홍인기, 「최신 중국의 금융시장론」, 박영사, 2006

森 雅子,　アメリカ․イギリスの 消費者金融事情に ついての 調査報告(上), 月刊 消費者信用 2006/2

Jean Ann Fox, "Unsafe and Unsound: padyay lenders hide behind FDIC bank charters to peddle 

usury", Consumer Federation of America(CFA) www.consumerfed.org, 2004

Kellee S. Tsai, "Beyond banks: the local logic of informal finance and private sector develop-

ment in china", http://jhunix.hcf.jhu.edu/~ktsai

Michael J Pyle, " A flip look at predatory lending: Will the Fed's revised Regulation Z end abu-

sive Refinancing Practices?, 「The Yale Law Journal」May 2003, Vol.112;1919, 2003

Uriah King and Leslie Parrish, "Springing the Debt Trab", Center for Responsible Lending

(http://www.responsiblelending.org), 2007

Zhang, Y and Fang Q. The reasons why informal finance exists and some questions on policy, 

Chinese Business Review, Vol.4(No.8), 2005

3. 자료 및 인터넷자원

국회 입법조사처, “NARS 입법조사회답 – 대부업 현황 및 정책방향”, 2011.8.1. 

금융위원회, “15년 대부업 실태 조사”, 2016 

대부업정책협의회, “서민금융 활성화 및 사금융 피해 방지대책”, 출처:www.mofe.go.kr, (2006.12.22)

민주통합당 제18대 대통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종합발표문: 미래를 여는 문」, 2012

재정경제부, “일본의 대금업 규제강화 논의 동향(수정)”, 출처: www.mofe.go.kr, 2006.10.28 

재정경제부, “제3차 대부업 정책협의회 개최”, ⌜재정경제부 보도자료(2007.11.5)⌟, 출처: 



- 59 -

www.mofe.go.kr

참여연대, “이자제한법 개정청원안(청원소개: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 출처: peoplepower21.org  L 

2010.6.22.)

참여연대, “대부업법 개정청원안(청원소개: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2010.6.22.)

한국은행, 「2016 금융안정보고서」, 2016

한국은행, "해외경제포커스(제2005-25호)", 2005 

한국산업개발연구원/한국질서경제학회, 「소비자금융 민간백서」, 한국대부소비자금융협회, 2005

中华人民共和国中国人民银行法, http://www.for68.com/asp/search/searchall.asp

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Over-Indebtedness in Britain: A DTI report on the MORI 

Financial Services survey 2004(www.berr.gov.uk/files/file18550.pdf), 2005

Alexander Bartik/Lulu Cheng/Brandon Fong/Gregory Geusic, Benzamin Lazarus/Jacob Koch, 

Predatory Payday Lending Reform, Policy Studies Journal Aug. 2007, Academic Research 

Library, 20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