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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

I. 연구의 배경 

        

  - 제도권 금융기관이 서민금융 한계를 나타낸 가운데 대부업이 실질적인 

민간 서민금융의 노력을 하였지만 오히려 부정적 인식만 확대되어 왔음

  - 대부업의 서민금융 역할을 살펴보고, 대부업의 경제적 활동 추이 및 산

업유발효과 등을 분석하여 그간 대부업의 긍정적인 노력도 살펴볼 필요 

   ⋅2006년 대부업법 개정 이후 등록 대부업의 서민금융 역할, 정상적인 경

제적 활동, 대부업의 경제적 파급 영향 등을 정량 분석 

  - 대부업의 대출자금 대부분이 소비나 생산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민간 서

민금융을 확충할 경우 국민경제에의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

    ⋅서민의 경우 소득 불규칙한 특성이 있어 대부업 상당부분이 안정적인 

소비로 지출되고, 생계를 위한 사업 활동 등으로 활용

    ⋅따라서 다른 일반 금융과 달리 서민금융의 상당부분이 생산, 부가가치, 

그리고 취업(고용)유발 등으로 이어져 국민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Ⅱ. 등록 대부업의 서민금융 역할

 ○ 등록 대부업의 성장, 대형화, 제도권화 

 - (성장) 금융위기 이후 서민경제 악화, 제도권 금융의 서민금융 소외 등으

로 대부자금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등록 대부업 시장이 꾸준히 성장

    ⋅2005년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전면적인 대부업법 개정 이후 대부업 

이용 범위가 사회 일반 층으로 빠르게 확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침체와 제도권 금융기관의 서민금융 

소외로 대부업 대출 및 거래자수 등이 과거에 비해 크게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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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형화) 2010년부터 연이은 대부업의 상한금리 인하 이후 중소 대부업체

의 위기 속에 대형 대부업체의 대형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대부업의 대형화 추세, 상한금리 인상 등으로 중소형 업체의 경영여건

이 악화되어 퇴출되면서 대부업체 수가 급속히 줄어들고 있음

    ⋅대부업 시장의 대형화 현상이 진행되고, 2014년 들어서는 대부업체가 

저축은행을 인수하는 등 서민금융시장에 커다란 변화가 도래

  - (제도권 금융기관화) 대형 대부업체의 금융위원회 등록과 금융감독원의 

감독이 요구되는 제도권 금융기관으로 변모

    ⋅중소 대부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우려되는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문제점을 사전에 봉쇄하기 위하여 2013년 대부업법을 개정

    ⋅금융위 등록 요건이 의무화된 이후 지자체 등록 대부업체는 빠른 속도

로 감소하지만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는 오히려 빠른 속도로 증가 

   

 ○ 등록 대부업의 서민금융 역할 향상  

  - (사금융의 양성화) 사금융의 등록을 통한 양성화로 건전성이 제고 

     ⋅2005년 대부업법 개정 이후 대부업 등록이 빠르게 증가  

     ⋅사금융 시기에 문제되었던 불법 추심행위(폭행, 협박, 감금)와 대부계

약 체결 시의 불법․부당 사례 등이 거의 사라짐  

  - (대부 이용자의 양질화) 과거 사금융 시기보다 이용자 계층이 경제활동인

구 중심으로 일반화되고, 대부업 이용자의 건전성이 크게 개선  

     ⋅경제활동인구의 변화 추세에 맞춰 성별, 연령별로 여성과 중장년층이 

늘어나고 학력별, 직업별로는 고학력, 회사원 등의 이용이 증가

     ⋅사금융 시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자금용도, 신용불량, 연체율, 

부채상환 등에서 이용자의 건전성이 크게 개선  

  - (서민금융 기능 강화) 저신용자 대출 확대, 이용금액의 실질적 축소, 큰 

폭의 금리 인하 등 서민금융 기능이 대폭 강화됨

     ⋅대부업의 저신용자 대상 대출은 최근 영업환경 악화로 감소하고 있으

나 여타 제도권 금융기관에 비해서는 매우 높은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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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이용금액이 2002년 사금융 시기와는 16년 시차의 물가 차이를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축소(여타 금융기관에 비해 소액대출의 근간) 

⋅2005년 대부업법 등록 이후 잇따른 최고금리 인하 등으로 사금융 시기

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낮은 금리 수준

Ⅲ. 대부업의 경제적 영향 분석

 ○ 등록 대부업체의 경제적 활동 추정

  - (분석방법) 2006~2017년 13개 등록 대부업의 금융기관으로서의 경제적 활

동의 추이를 기초로 등록 대부업체의 경제적 활동을 분석   

    ⋅한국대부금융협회의 영업조사를 통해 상위 13개 대부업체의 자료에 근

거하여 분석하였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보다 추세 파악에 적합

    ⋅2011년 이전의 경우 상당 부분에서 소수 응답에 근거한 추정에 의존하

였으며, 이를 근거로 전체 등록 대부업의 추이를 다시 추정 

  - (대출관련) 연간 대출액은 빠른 증가세를 유지하다가 2017년 감소세를 보

이고 있으나 고객당, 대출건당 대출액은 여전히 증가세를 유지 

    ⋅2006년부터 연간 대출규모 증가세가 금융위기 이후 가속되다가 2012년 

영업정지 사태로 급감, 이후 다시 증가세로 반전하다가 2017년 감소

    ⋅고객수 및 대출건수는 2014년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나 고객당, 대출

건당 대출액은 여전히 증가세를 유지 

    ⋅연간 채무감면 인원이나 금액은 등락을 보이다가 금액은 2015년 다시 

하락하고, 채무감면인원은 2014년 큰 폭으로 하락

  - (고용 및 세금납부 등) 퇴출 대부업체가 늘어나면서 종사자가 감소하고 

있으나, 세금 납부는 2013년 영업정지 이후 다시 빠른 증가세를 지속

    ⋅2007년 이후 대부업체 종사자(정규직+비정규직)가 중소 퇴출 대부업체

들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나, 고용주를 포함하지 않으면 꾸준한 수준

    ⋅세금은 2012년까지 빠르게 증가하다가 2013년 전년의 4대 대부업체의 

영업정지 등으로 급격히 감소한 이후 다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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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부업과 산업연관분석 

  - 산업연관분석은 최종수요가 유발하는 각종 파급영향을 분석할 수 있어 

경제정책 수립 및 효과분석에 활용 

  - 대부업의 경우 대출금이 대부분 소비나 투자로 바로 사용되는 생활 및 

생계형 사업 활동이기 때문에 국민경제에 적지 않은 영향이 예상 

    ⋅서민의 경우 소득 불규칙한 특성이 있어 대부업의 대부분이 안정적인 

소비로 지출되고, 생계를 위한 사업 활동 등으로 활용

    ⋅따라서 대부업의 상당부분이 생산, 부가가치, 그리고 취업유발 효과로 

이어져 국가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   

< 대부업 서민금융 강화의 경제적 메커니즘 >

 ○ 대부업의 경제적 파급 영향 

  - 2006~2017년 대부업이 유발하는 각종 경제적 효과가 작지 않음

    ⋅한국은행 산업연관표에서 가장 최근인 2010년 실측표에 나타난 최종 

민간소비지출의 각 유발계수를 사용  

< 연도별 대부업의 산업연관분석的 경제적 유발효과 >
(단위 : 조원. 천명)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합계
연간 

평균

생산유발 1.5 2.3 2.7 3.3 6.6 8.4 7.8 9.6 10.8 11.8 12.2 12.0 89.0 7.4

부가가치유발 0.7 1.0 1.2 1.5 2.9 3.7 3.4 4.2 4.8 5.2 5.4 5.3 39.2 3.3 

취업유발 14.3 22.1 25.3 31.5 62.5 79.0 73.6 90.4 102.4 112.0 115.7 113.1 841.8 70.2 

고용유발 8.5 13.2 15.1 18.8 37.2 47.1 43.9 53.9 61.0 66.7 68.9  67.4 501.6 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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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부업의 금융소외 해소가 소비와 투자를 증대시켜 금융위기 직후 어려

운 시기에 GDP 경제성장률 증가에 큰 폭의 긍정적 기여를 하였지만 최

근에는 연이은 최고금리 인하 등으로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음

    ⋅2007년부터 2017년 11년 분석기간 동안 대부업 대출은 연평균 0.05%p 

실질경제성장율을 기여한 것으로 추정

    ⋅2012년의 경우 대형대부업체의 영업정지 등으로 실질 GDP증가율에 마

이너스 기여하였으나 이후 다시 큰 폭 증가. 이후 기여도가 점차 감소

하면서 최고금리 인하가 있었던 2016년 이후 소폭의 마이너스를 기록 

    ⋅플러스 기여는 대부업 대출이 실질경제성장률에 기여한 부분이고, 마

이너스 기여는 그렇지 않았다면 더욱 높은 성장을 이끌 수 있었는데 

그렇게 되지 못한 부분으로 해석 가능

   

< 연도별 대부업의 실질 경제성장률 기여 폭 >

0.07 

0.02 
0.05 

0.26 

0.11 

-0.06 

0.11 

0.06 
0.03 

-0.01 

-0.06 

0.05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연평균

(단위 : %p)

대형대부업

영업정지사태

연이은

최고금리인하

  - 뿐만 아니라 대부업 이용 서민들의 소비증가에 따른 취업(고용) 유발효과

도 2016년 이후 잇단 큰 폭의 최고금리 인하 이후 크게 축소되고 있는 

바, 이는 최근의 ‘고용쇼크’와 무관하지 않을 수 있음

    ⋅취업(고용)유발효과에 의한 취업(고용) 증감은 2013년 이후 다시 하락

하면서 2017년은 전년에 비해 고용유발에 의한 취업(고용)은 각기 2.6

천명(1.5천명) 감소로 추정

    ⋅대부업 대출 위축으로 인하여 전년에 비해 취업(고용) 유발효과가 약화

되면서 유발 취업(고용)이 축소. 마이너스 증감은 그렇지 않았다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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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 많은 고용 증가로 이끌 수 있었는데 그렇게 되지 못한 부분으로 해

석 가능. 이는 향후 대부업 대출이 더욱 줄어들 경우 저소득층 소비 

약화로 우리나라 고용률이 더욱 위축될 수 있음을 의미

 < 연도별 대부업 취업(고용)유발효과에 의한 취업(고용) 증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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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10.0 
7.1 5.7 

2.2 

-1.5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취업자 고용자
(단위 : 천명)

Ⅳ. 시사점
 

  - 등록 대부업이 여러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위축되고 있으나 과거 사

금융 시기와 비교하면 서민금융 기능이 크게 향상됨을 확인

    ⋅연이은 최고금리 인하, 불법 사금융과의 차별화 지속, 상대적 높은 조

달금리 등으로 대부업 대출이 점차 축소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록 대부업 탄생 이전의 사금융 시기와 비교하여 

서민금융 기능이 크게 향상됨을 확인 

  - 산업연관분석을 통하여 등록 대부업의 서민금융 활동이 국민 경제에 미

친 경제적 영향이 긍정적으로 분석되었으나 2016년 이후 최고금리가 두 

차례 큰 폭으로 인하된 이후 큰 폭의 부정적인 영향이 도출됨

    ⋅2016년과 2018년 두 차례의 큰 폭 최고금리 인하 이후 대출금액이 축

소되고, 이에 따라 경제성장률과 고용률 등이 하락 추세를 보여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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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는 그간의 대부업의 서민금융 역할에 대해 다양한 측면에서 객관적

으로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부업의 역할을 포함한 효율적인 민간 

서민금융시스템을 재구축할 필요가 있음  

    ⋅서민금융 차원에서 그동안 대부업이 일반 금융기관으로부터 소외된 금

융소비자에게 금융서비스를 제공한 긍정적인 면을 인정할 필요  

 

   - 어려운 국가 경제 여건 속에 그 동안 보여준 등록 대부업의 서민금융 

역할을 통한 경제성장률 제고와 고용창출이 시급한 바, 이를 위하여 탄

력적 최고금리 제도의 도입과 자금조달에서의 차별화 해소 등이 절실함

     ⋅향후 금리상승이 예상되는 시점에 최고금리 인하는 등록 대부업의 서

민금융 기능을 더욱 약화시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장 금리상황에 

맞게 최고금리 수준을 탄력적으로 결정할 필요

     ⋅또한 대부업의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어려운 여건을 돌파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대형 대부업도 공모사채 발행, 은행차입 등 조달금

리를 인하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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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연구의 배경 

        

 ○ 제도권 금융기관이 서민금융 한계를 나타낸 가운데 2006년 이후 대부업이 실

질적인 민간 서민금융에 노력하였지만 부정적 인식만 확대되어 왔음

 

   - 카드사태 이후 제도권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조달이 어려워지면서 고통 

받고 있는 금융소외자의 비중이 확대되고 있음

     ⋅금융소외 현상으로 인하여 높은 대가를 치르고 있는 저소득계층의 이자 

부담이 증가하고, 소득증대 활동이 제약받고 있음

  

   - 제도권 금융기관들이 소홀했던 서민금융을 2006년 이후 등록 대부업이 대

신하여 금융소외 해소에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인식만 지속  

     ⋅2000년대 이후 극심한 양극화 현상이 진행된 가운데 일반 금융기관으로

부터 소외된 서민의 자금수요가 대부업으로 빠르게 집중

     ⋅과거 사금융 시기의 고금리 대출 및 불법추심과의 구분이 뚜렷하지 않고  

과장광고 등이 문제되는 등 부정적 이미지만 줄곧 강조된 가운데 최근 

최고금리 인하 등이 연이어 단행되었음

 ○ 대부업의 서민금융 역할을 재조명하고, 대부업의 경제적 활동 추이 및 산업

유발효과 등을 분석하여 그간 대부업의 긍정적인 기여도를 살펴보고자 함 

 

   - 향후 효율적인 민간 서민금융 시스템 재구축을 위하여 그간의 대부업의 서

민금융 역할을 재조명할 필요

     ⋅2006년 이후의 등록 대부업은 그 어느 금융기관도 하지 못하였던 무담보 

단기 서민금융에 집중하면서 서민들의 금융소외 해소에 크게 기여

     ⋅대부업이 서민금융 차원에서 일반 금융기관으로부터 소외된 금융소비자

에게 금융서비스를 제공한 긍정적인 면도 인정할 필요

  

   - 본 연구에서는 2006년 이후 등록 대부업체들의 서민금융 역할, 대부업체의 

정상적인 경제적 활동뿐만 아니라 대부업의 경제적 파급 영향을 정량적으

로 분석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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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등록 대부업의 서민금융 역할이 제고되는 과정을 등록 대부업의 성

장, 사금융의 양성화 제고, 대부업 이용자의 양질화, 서민금융 기능 강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봄

⋅등록 대부업 자체의 경제적 활동을 추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산업연관분

석을 통하여 등록 대부업의 국민 경제에 대한 경제적 유발효과와 경제성

장률에의 기여 등을 분석함 

 ○ 서민금융의 경우 대출자금이 대부분 소비나 생산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민간 

서민금융을 확충할 경우 국민경제에의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

   - 서민의 경우 소득이 불규칙한 특성이 있어 서민금융의 상당부분이 안정적

인 소비로 지출되고, 생계를 위한 사업 활동 등으로 활용

     ⋅공통적으로 서민은 자산이 부족한 상태에서 소득발생이 일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소비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특징을 지니고 있음

   - 결국 다른 일반 금융과 달리 대부업 대출의 상당부분이 생산, 부가가치, 그

리고 취업(고용)유발 효과 등으로 이어져 국민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제도권 금융기관이 자신의 능력으로 엄격한 심사와 적정한 금리 수준에

서 상환 가능한 저신용자 서민 대출을 늘린다면 자금의 선순환을 도모하

여  GDP 경제성장률도 증가시킬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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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등록 대부업의 서민금융 역할   

 

1. 등록 대부업의 성장, 대형화, 제도권화

 ○ (성장) 금융위기 이후 서민경제 악화, 제도권 금융의 서민금융 소외 등으로 

대부자금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등록 대부업 시장이 꾸준히 성장함

  - 2005년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전면적인 대부업법 개정 이후 대부업 이용 

범위가 사회 일반 층으로 빠르게 확대되면서 등록 대부업 시장이 급성장2) 

    ⋅경기침체와 제도권 금융기관의 서민금융 소외로 자연스럽게 대부시장이 

성장되면서 2006년 말 전국 사금융 업체는 4만 여개로 추정(이중 지방자

치단체에 등록한 합법업체는 1만 7천개 정도)

    ⋅미등록 대부업체의 고금리와 불법 추심행위 사례가 빈번해지면서 2007년 

3월 5일 이자제한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4월부터 개인 간 금전거래나 

미등록 대부업에 적용되는 이자율이 연 40%로 제한3)  

< 금융위기 이후 등록 대부업 거래자 및 대출금액(잔액) 추이 >

자료 : 금융감독원 각 년도「대부업 실태조사 결과」  
2)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2005년 5월 대부업법 개정의 주요 내용은 (법정이자율 인하) 2007년 10

월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으로써 모든 대부 원금에 대한 이자율은 연 49%를 넘을 수 없도록 한 

것, (대부업체 감독 강화) 사채업자가 불법적 채권추심행위에 대하여 법적인 처벌이 가능하도록 한 

것과 모든 대부업자에 대해 등록을 의무화 한 것 등임 

3) 당시 이자제한법 시행이 등록 대부업체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대형 등록대부업체에 적용되는 

고금리와 미등록 사채업자에 적용되는 금리 간 격차가 클 경우 이중적인 시장구조가 만들어질 가

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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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침체와 제도권 금융기관의 서민금융 소외

로 대부업 대출잔고 및 거래자수 모두 과거에 비해 크게 증가

    ⋅등록대부업체의 거래자수는 2008년 9월말 130.7만 명에서 2017년 12월

247.3만 명, 대출금액(잔고기준)은 상위 10사(자산기준)의 꾸준한 증가세에 

힘입어 약 5.6조원에서 16.5조원으로 빠르게 증가

    ⋅체감경기 악화로 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소비생활에 부족한 소득을 충당하

기 위해 차입이 늘어난 측면도 있겠으나,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이들의 대

출수요가 충족되지 못한 것이 큰 원인으로 작용 

 ○ (대형화) 2010년부터 연이은 대부업의 상한금리 인하 이후 중소 대부업체의 

위기 속에 대형 대부업체의 대형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대부업의 대형화 추세, 상한금리 인상 등으로 중소형 업체의 경영여건이 악

화되어 퇴출되면서 대부업체 수가 급속히 줄어들고 있음

    ⋅2007년 10월 이후 49%로 유지된 등록 대부업체에 대한 법정 상한금리가 

2018년 2월 24%로 하락

    ⋅조달비용을 줄일 수없는 중소형 등록 대부업체들의 퇴출이 속출하면서 대

부업체 수가 2008년 9월 16,120개에서 2017년 12월 8,084개로 감소       

< 금융위기 이후 등록 대부업체 수 추이 >

 자료 : 금융감독원 각 년도「대부업 실태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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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형 대부업체들이 퇴출하는 과정에서 대부업 시장의 대형화 현상이 진행

    ⋅개인 대부업자 비중은 줄어드는 대신 법인 비율이 2010년에 비해 20%p 

이상 증가하여 2017년 32.1% 기록하고, 자산 100억 원 이상의 법인 비율

도 증가하다가 2015년 이후 감소세 시현  

    ⋅법인 대출금 비율도 이미 높은 수준에서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2017년 

95.8%를 기록하고, 자산 100억 원 이상 법인의 대출 비율도 증가하다가 

2015년 이후 감소세 시현  

    ⋅법인 거래자 비율도 이미 높은 수준에서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2017년 

94.8%를 기록하고, 자산 100억 원 이상 법인 비율도 꾸준히 증가 추세

 

  - 이러한 상황에서 2014년 들어 대부업체가 저축은행을 인수하는 등 서민금융

시장에 과거에는 생각도 못한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음

< 금융위기 이후 등록 대부업체 법인 비율 (%) >

2010년 2015년 2017년

사업체
법인 비율 10.9 20.8 32.1 

법인 내 자산 100억 이상 비율 6.5 9.3 8.4 

대출금

법인 비율 94.2 95.1 95.8 

법인 내 자산 100억 이상 비율 92.0 93.5 89.9 

거래자
법인 비율 92.6 94.5 94.8 

법인 내 자산 100억 이상 비율 96.3 96.4 97.1 

자료 : 금융감독원 각 년도「대부업 실태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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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도권 금융기관화)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하여 대형 대부업체의 금융위원

회의 등록과 금융감독원의 감독이 요구되는 제도권 금융기관으로 변모

  - 중소 대부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우려되는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문제

점을 사전에 봉쇄하기 위하여 2015년 대부업법을 개정

    ⋅‘영세 개인 대부업자의 법령 위반 → 소비자 피해 우려, 영세 대부업자 

구조적 비용구조 취약 → 고금리 원인, 다양한 영업범위와 영업행태 → 

관리감독기관의 역량부족 하에서 관리감독의 어려움’의 악순환 고리 

    ⋅중앙정부(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의 등록과 감독을 요하는 2개 이상 시도

에서 영업하는 대부업자에 대해 자본금 요건을 도입하고, 모든 대부업체

에 대해 고정사업장 요건을 충족하도록 의무화

 

  - (등록별) 금융위 등록 요건이 의무화된 이후 지자체 등록 대부업체는 빠른 

속도로 감소하지만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는 빠른 속도로 증가 

    ⋅2017년 말 금융위 등록 대부업체 수는 1,249개 

< 등록기관별 대부업자 등록 현황(개) > 

구  분 ’14.12말 ‘15.12말 ‘16.12말 ‘17.12말

   합계 8,694 8,752 8,654 8,084

금융위 등록 - - 851 1,249

지자체 등록 8,694 8,752 7,803 6,835

자료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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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등록 대부업의 서민금융 역할 향상

 가. 사금융의 양성화

 ○ 대부업법 제정(2002.8) 이후 고금리 대출이라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사금융 

등록을 통하여 양성화하면서 불법 추심행위를 억제함

 
  - 실질적으로 2005년 대부업법 개정 이후 대부업의 등록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효과적인 대부업 관리가 가능  

     ⋅2002년 대부업법 제정 이전까지 사금융 이용자들은 사실상 관리되지 못

하였던 미등록 사금융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으며, 대부업법 제정 이후에

도 2005년 대부업법 개정 이전까지는 사실상 엄격하게 관리되지 못함

     ⋅2005년 대부업법 개정 이후 대부업의 등록 비중이 2006년 45%에서 2010

년 63%, 2014년 72%, 2018년 76% 등 빠른 속도로 증가

     ⋅등록 여부를 ‘확실히 모른다’는 응답자의 답 중에서도 대부분 등록 대

부업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이용자 상당수가 등록 대

부업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 등록 대부업 이용 비중 추이4) >

구분
사금융 시기

~ 2002 

등록 대부업 시기

2006년 2010년 2014년 2018년

등록 45% 63% 72% 76%

미등록 100% 10%  6%  7%  3%

‘확실히 모름’ 45% 31% 21% 22%

자료 : 한국대부금융협회 각 년도 대부금융이용자 설문조사 결과 보고서

  - 2005년 대부업법 개정 이후 사금융 시기에 문제되었던 불법 추심행위(폭행, 

협박, 감금)와 대부계약 체결 시의 불법․부당 사례 등이 거의 사라짐  

     ⋅금융감독원의 ‘사채 이용자 대상 설문조사 및 시사점(2002.4)’에 의하

면 2002년 사금융 시기에는 불법추심행위 등의 비중이 24.8%로 조사

4) 한국대부금융협회 각 년도 대부금융이용자 설문조사 결과 보고서는 해마다 전년도 말 시점에 조사

하여 이듬해 초 발표되는데, 여기서는 발표시점을 기준으로 연도를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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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 대부업법 개정 이후 대부업(미등록 포함) 이용자들의 불법행위 미

경험 비율이 빠르게 늘어나고 여타 불법사례도 크게 줄어들면서 2018년 

‘경험 없음’이 95%를 기록

     ⋅작은 비중의 불법행위도 대부분 미등록 불법 대부업의 행위인 것으로 추

정되고 있으며, 고금리, 불법추심 등 전통적인 사금융의 불법행위는 등록 

대부업에서는 거의 사라지고 있는 상황

     ⋅대부계약 체결시의 불법·부당 사례 비중도 작아지고 있으며, 불법․부당 

사례 역시 대부분 미등록 불법 대부업의 행위인 것으로 추정 

< 불법채권추심 경험별 현황 >

구분
사금융 

(2002) 

 대부업(미등록 대부업 포함)

2006년 2010년 2014년 2018년

경험 없음 61% 75% 86% 95%

폭행

 24.8%

 6%  0%  1%  0%

협박 18%  2%  2%  1%

감금 -  0%  0%  0%

제3자에게 채무사실 알림 21%  3%  3%  1%

방문을 통한 불안․공포감 조성 17%  1%  2%  1%

전화 등을 통한 불안․공포감 조성 30% 16%  5%  3%

기타 -  2%  1%  1%

자료 : 한국대부금융협회 각 년도 대부금융이용자 설문조사 결과 보고서 

< 대부계약 체결 시 경험한 불법·부당사례 현황 >

구분
 대부업(미등록 대부업 포함)

2010년 2012년 2014년 2018년

불법 고금리대출(선이자 및 수수료 공제)  8%  5%  6%  2%

계약서 허위기재 및 미교부  1%  1%  1%  0%

채무자 외 연락처 등 기재 13% 10%  7%  2%

중개수수료 수취 또는 요구 12%  7%  6%  2%

미등록대부금융사의 대부광고  1%  2%  2%  1%

과다한 대출조회로 신용등급 하락  9% 12% - -

기타  2%  2%  2%  1%

없음 54% 61% 76% 92%

자료 : 한국대부금융협회 각 년도 대부금융이용자 설문조사 결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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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사금융 실태 >

  - 2012~2014년 대부금융협회의 실태조사 결과 응답자의 이용 비율로 그 규

모를 추정해보면 등록 대부업체 거래자 수는 261.4만 명, 불법 사금융 이

용자 수는 약 101.7만명 정도로 추산(서울시의 불법 사금융 피해실태와 

개선방안, 윤형호, 이지연, 서울연구원, 2016.03) 

  - 2018년 3월 금융감독원 ‘2017년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운영

실적에 따르면, 2017년 센터에 접수된 신고건수는 10만 247건으로 조사

     ⋅신고건수는 2012년 4월 센터 정식 출범한 이후 2015년 한해 신고건수

가 13만 건을 넘어섰고, 이후 점진적인 감소 추세

     ⋅2017년 신고피해 중 대출사기(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는 2만 4,952건

(24.9%)으로 가장 많은 피해를 유발

     ⋅뒤를 이어 20~30대 여성을 표적으로 하는 정부기관 사칭형 보이스피

싱이 1만 3,967건(13.9%)으로 많음

     ⋅정부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이 유발한 피해규모는 2017년 618억 원

에 이르고, 미등록 대부 신고건수는 2,818건으로 2.8%를 차지

< 불법 사금융 신고 피해 내용 (2017) >
(단위 : 건, %)

구분 건수 비중(%)

보이스피싱
대출 빙자형 24,952 24.9 

정부기관 사칭형 13,967 13.9 

미등록 대부　 2,818 2.8 

불법대부광고　 1,549 1.5 

고금리 787 0.8

채권 추심　 719 0.7 

유사수신　 712 0.7 

불법중개수수료　 64 0.1 

기타 54,679 54.5 

계 100,247 100.0

자료 : 금융감독원

주 : 기타는 법정이자율 상담이 가장 많으며, 그 밖에 서민금융상품·채무조정 문의, 법률상담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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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대부 이용자의 양질화  

 ○ (이용자 구성) 과거 사금융 시기보다 성별, 연령별로 여성, 중장년층의 이용

이 늘어나고 학력별, 직업별로는 고학력, 회사원의 이용이 늘어나는 등 이

용자 계층이 실질적인 경제활동인구 중심으로 일반화됨   

  - (성별) 남성의 비중이 여전히 크지만 과거에 비해 축소되고 상대적으로 경

제활동이 커지고 있는 여성의 비중이 증가

     ⋅2002년 사금융 시기에는 남성 59.9%, 여성 40.1% 등으로 조사

     ⋅2014년 등록 대부업 시기에는 남성 55%, 여성 45%로 등으로 조사

     ⋅2018년에는 남성 46.5%, 여성 53.5%로 여성의 비중이 크게 증가

  - (연령별) 30대 이하가 감소하고 경제활동이 활발한 40대 이상이 증가 

     ⋅2002년 사금융 시기에는 20대 이하 27.9%, 30대 37.6%, 40대 26.2%, 50대 

8.0%, 60대 이상 0.3% 등으로 조사

     ⋅2014년 등록 대부업 시기에는 20대 이하 20%, 30대 35%, 40대 27%, 50대 

16%, 60대 이상 2% 등으로 조사 

     ⋅2018년에는 20대 이하 18.1%, 30대 31.8%, 40대 30.8%, 50대 16.5%, 60대 

이상 2.8% 등으로 40대 이상이 증가세 

< 이용자 성별·연령별 비교 >

사금융 시기

(조사기간 : 2002.3)

대부업 시기(미등록 대부업 포함) 

2014년 2018년

성별
- 남성 : 59.9%

- 여성 : 40.1%

- 남성 : 55%

- 여성 : 45%

- 남성 : 46.5%

- 여성 : 53.5%

연령

- 20대 이하 : 27.9%

- 30대 : 37.6%

- 40대 : 26.2%

- 50대 : 8.0%

- 60대 이상 : 0.3%

- 20대 이하 : 20%

- 30대 : 35%

- 40대 : 27%

- 50대 : 16%

- 60대 이상 : 2%

- 20대 이하 : 18.1%

- 30대 : 31.8%

- 40대 : 30.8%

- 50대 : 16.5%

- 60대 이상 : 2.8%

자료
금융감독원 사채이용자 

설문조사 및 시사점 

한국대부금융협회 각 년도 대부금융 이용자 

설문조사 결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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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력별) 대졸 이상은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고학력 이용자가 크게 증가

     ⋅2002년 사금융 시기에는 초등졸 1.6%, 중졸 10.8%, 고졸 57.8%, 대졸 

28.8%, 대학원이상 1.0% 등으로 조사

     ⋅2014년 등록 대부업 시기에는 초등졸 1%, 중졸 4%, 고졸 50%, 대졸 43%, 

대학원이상 2% 등으로 조사 

     ⋅2018년에는 초등졸 0.3%, 중졸 3.3%, 고졸 54.6%, 대졸 39.8%, 대학원이

상 1.9% 등으로 조사 

  - (직업별) 회사원이 큰 폭으로 증가한 반면 자영업자는 큰 폭으로 감소 

     ⋅2002년 사금융 시기에는 회사원 34.5%, 공무원 4.7%, 자영업자 31.7%, 주

부 10.7%, 대학(원)생 1.6%, 무직 8.5%, 기타 8.3% 등으로 조사

     ⋅2014년 등록 대부업 시기에는 회사원 52%, 공무원 2%, 자영업자 21%, 주

부 10%, 대학(원)생 1%, 무직 3%, 기타 13% 등으로 조사 

     ⋅2018년에는 회사원 51.1%, 공무원 1.9%, 자영업자 16.6%, 주부 12.7%, 대

학(원)생 0.5%, 무직 1.4%, 기타 15.8% 등으로 조사 

< 이용자 학력별·직업별 비교 >

사금융 시기

(조사기간 : 2002.3)

대부업 시기(미등록 대부업 포함) 

2014년 2018년

학력별

- 초등졸 : 1.6%

- 중졸 : 10.8%

- 고졸 : 57.8%

- 대졸 : 28.8%

- 대학원이상 : 1.0%

- 초등졸 : 1%

- 중졸 : 4%

- 고졸 : 50%

- 대졸 : 43%

- 대학원이상 : 2%

- 초등졸 : 0.3%

- 중졸 : 3.3%

- 고졸 : 54.6%

- 대졸 : 39.8%

- 대학원이상 : 1.9%

직업별

- 회사원 : 34.5%

- 공무원 : 4.7%

- 자영업자 : 31.7%

- 주부 : 10.7%

- 대학(원)생 : 1.6%

- 무직 : 8.5%

- 기타 : 8.3%

- 회사원 : 52%

- 공무원 : 2%

- 자영업자 : 21%

- 주부 : 10%

- 대학(원)생 : 1%

- 무직 : 3%

- 기타 : 13%

- 회사원 : 51.1%

- 공무원 : 1.9%

- 자영업자 : 16.6%

- 주부 : 12.7%

- 대학(원)생 : 0.5%

- 무직 : 1.4%

- 기타 : 15.8%

자료
금융감독원 사채이용자 대상 

설문조사 및 시사점 

한국대부금융협회 각 년도 대부금융 이용자 

설문조사 결과 보고서 

주 : 직업별에서의 기타는 프리랜서, 학원, 강사 등 서비스업 종사자 또는 비정규직, 일용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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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자의 건전성) 2005년 대부업법 개정 이후 사금융 시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등록 대부업 이용자의 건전성이 크게 개선됨

  - (자금용도) 사금융 시기에는 기존채무 상환의 비중이 절대적이었지만 등록 

대부업 시기가 정착된 시기에는 가계생활자금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등 서민의 생활자금 지원 역할로 전환

     ⋅2002년 당시 자금 용도는 생활자금 26.5%, 신용카드 연체 등으로 인한 

기존채무 상환 비중이 50.4% 등으로 조사5)

     ⋅2014년에는 가계생활자금 61%, 기존대출금 상환은 18% 등으로 조사

     ⋅2018년에는 가계생활자금 65%, 기존대출금 상환은 16% 등으로 조사

< 자금용도 비교 >

사금융 시기

(조사기간 : 2002.3)

대부업 시기(미등록 대부업 포함) 

2014년 2018년

자금

용도

- 생활자금 : 26.5%

- 사업자금 : 16.3%

- 기존채무 상환 : 50.4%

 O 은행 등 연체 : 14.7%

 O 카드연체 : 26.9%

 O 다른 사채 : 8.8%  

- 기타 : 6.8%

- 생활자금 : 61%

- 사업자금 : 15%

- 기존채무 상환 : 18%

 O 은행연체 : 5%

 O 카드연체 : 9%

 O 대부금융채무 : 4%

- 기타 : 6%

- 생활자금 : 65%

- 사업자금 : 11%

- 기존채무 상환 : 16%

 O 은행연체 : 5%

 O 카드연체 : 6%

 O 대부금융채무 : 5%

- 기타 : 8%

자료
금융감독원 사채 이용자

대상 설문조사 및 시사점 

한국대부금융협회 각 년도 대부금융 이용자 

설문조사 결과 보고서 

  - (신용불량) 신용불량자(금융채무불이행자) 비중이 감소한 반면 정상거래자가 

큰 폭으로 증가

     ⋅2002년 신용불량자 32.7%, 비신용불량자 64.7% (이중 제도권금융대출상

환비율은 51.2%) 등으로 조사

     ⋅2014년 금융채무불이행자 12%, 정상거래자 88% 등으로 조사 

     ⋅2018년 금융채무불이행자 12.9%, 정상거래자 87.1% 등으로 조사 

5) 사금융을 이용하게 된 원인은 무분별한 소비 20.5%, 투기적인 목적 18.4%, 사업실패 및 실직 

32.8%, 병원비 및 급전 11.4% 등으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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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불량 비중 비교 >

사금융 시기

(조사기간 : 2002.3)

대부업 시기(미등록 대부업 포함)

2014년 2018년

신용별 - 신용불량자 : 32.7% 
- 금융채무불이행자 : 

    12.0% 

- 금융채무불이행자 :  

   12.9% 

자료
금융감독원 사채 이용자

대상 설문조사 및 시사점

한국대부금융회사 각 년도 대부금융 이용자 

설문조사 결과 보고서

  - (연체율) 2005년 대부업법 개정 이후 등록 대부업 이용자의 정상납부 비중

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연체 비중이 크게 감소   

     ⋅정상납부 비중이 2006년 45%에서 2010년 62%, 2014년 80%, 2018년 

85.4% 등으로 빠르게 증가6) 

< 등록 대부업 이용자 연체율 추이 >

구분
 대부업(미등록 대부업 포함)

2006년 2010년 2014년 2018년

정상납부 45% 70% 80% 85.4%

3개월 이내 31% 22% 13% 10.1%

3개월 이후 19%  5%  3%  1.2%

모름  5%  2%  4%  3.3%

자료 : 한국대부금융협회 각 년도 대부금융이용자 설문조사 결과 보고서

  - (부채상환) 2005년 대부업법 개정 이후 자력상환 가능 비중이 빠르게 늘고, 

채무조정제도 등을 이용하려는 비중은 크게 감소함

     ⋅자력상환 가능 비중이 2006년 48%에서 2010년 61%, 2014년 88%, 2018년 

92% 등으로 빠르게 증가 

     ⋅반면 (채무조정제도 이용 + 상환불능) 비중은 2006년 50%에서 2010년 

37%, 2014년 10%, 2018년 7% 등으로 급락

6) 3개월 이내 연체자까지를 건전한 이용자라고 생각한다면 2014년 건전 이용자 비중이 93%로 판단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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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채상환 가능성 추이 >

구분
 대부업 시기(미등록 대부업 포함)

2006년 2010년 2014년 2018년

자력 상환 가능 48% 61% 88% 92%

채무조정제도 이용 24% 20%  4%  4%

상환불능 26% 17%  6%  3%

기타  2%  2%  2%  2%

자료 : 한국대부금융협회 각 년도 대부금융이용자 설문조사 결과 보고서

 다. 서민금융 기능 강화

 ○ (저신용자 대출) 대부업의 저신용자 대상 대출은 최근 영업환경 악화로 감

소하고 있으나 여타 금융기관에 비해서는 절대적으로 높은 수준임

   - 대부업과 제도권 금융기관 신용대출 이용자를 신용등급별로 비교하면 대부

업의 저신용자(7~10등급) 비중이 여타 제도권 금융기관 보다 월등히 높음

     ⋅2017년 7월 월별 기준 차주수와 금액별로 은행은 각기 3.4%, 1.6%, 캐피

탈은 각기 8.2%, 1.3% 등으로 매우 낮음

     ⋅제도권 서민금융기관으로 분류되는 저축은행은 차주수와 금액별로 각기 

28.9%, 22.2%이나 신협/금고는 5.2%, 3.5%에 그침7)  

     ⋅반면 대부업의 경우 차주수별로는 50.6%, 금액별로는 48.1%로 타 금융기

관과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높음

  

< 금융기관별 ‘신용등급 7~10등급 대출’ 비중 (2017.7 기준) >
(단위 : %)

은행 캐피탈 저축은행 신협/금고 대부업

차주 수 3.4 8.2 28.9 5.2 50.6

금액별

(대출잔액)
1.6 1.3 22.2 3.5 48.1

자료 : NICE평가정보

주 : 그밖에 카드, 할부/리스, 보험 등 일반적으로 서민금융기관으로 분류되지 않은 기관들은 제외

7) 대부업을 제외한 제도권 금융기관들은 새희망홀씨대출, 햇살론 등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제외한 순

수 신용대출의 비중은 매우 낮은 것으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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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히 저신용자 중심의 소액 단기급전시장에서 타 금융업과 비교하면 8등급 

이하의 저신용자에 대해서도 대출

     ⋅2017년 7월 기준 제도권 서민금융기관들은 8등급 이하의 신용 등급자에 대

한 대출 차주수는 저축은행의 8.5%(저축은행 전체 대출 차주수중에서 8.5% 

차지)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반면 같은 기간 대부업의 경우 24%(대부업 전체 대출수중에서 24% 차지)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하지만 등록 대부업의 저신용자 (신용 7~10등급) 비중은 최고금리 인상, 건

전성 강화 등으로 축소되고 있음

     ⋅총 신용대출액 중에서 신용 7~10등급의 비중은 2012년 7월 60.7%에서 

2017년 7월 47.6%로 전반적으로 하락 추세

 

< 대부업 저신용자 월별 대출 비중(%) 추이 >

30 
35 
40 
45 
50 
55 
60 
65 
70 
75 
80 

12.7 12.12 13.5 13.10 14.3 14.8 15.1 15.6 15.11 16.4 16.9 17.2 17.7

(%)

자료 : NICE평가정보

 

 ○ (1인당 이용금액) 사금융 시기(2002년 직전)와 비교하여 1인당 이용금액이 

증가하였지만 16년 시차의 물가수준 상승을 고려하면 오히려 실질적으로 축

소되어 소액대출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대부업 이용자의 1건당 평균대출금액은 2백만원∼5백만원이 가장 많으며 다

음으로 5백만원∼1천만원, 2백만원 이하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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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당 대출금액이 작은 것은 법률(대부업법 시행령 제4조 3항)에 의해 3

백만 원 이상 대출하는 경우 거래자의 소득 및 재산 여부를 파악하도록 

되어 있어 대부업체뿐만 아니라 이용자도 이를 고려한 것으로 파악

  - 사금융 시기(2002년) 보다 500만 원 이하 소액 이용자가 줄고 5백만 원 이

상 이용자가 늘었으나 당시와 물가수준 차이를 고려하면 실질 1인당 이용

금액은 오히려 감소되었을 가능성  

     ⋅2002년 2백만 원 이하 19.8%, 2백만~5백만 원 40.3%, 5백만~1천만 원 

27.5%, 1천만~3천만 원 9.8%, 3천만 원 초과 0.8%, 모름 1.8% 등

     ⋅2018년 2백만 원 이하 12%, 2백만~5백만 원 39%, 5백만~1천만 원 32%, 1

천만~3천만 원 13%, 3천만 원 초과 1%, 모름 3% 등으로 조사 

< 1인당 이용금액 비교 >

사금융 시기

(조사기간 : 2002.3.4 ~ 3.23)

대부업 시기(미등록 대부업 포함)

(조사기간 : 2017년 11.20~12.29)

1인당

이용금액

- 2백만 원 이하 : 19.8%

- 2백만~5백만 원 : 40.3%

- 5백만~1천만 원 : 27.5%

- 1천만~3천만 원 : 9.8%

- 3천만 초과 : 0.8%

- 모름 : 1.8%   

- 2백만 원 이하 : 12%

- 2백만~5백만 원 : 39%

- 5백만~1천만 원 : 32%

- 1천만~3천만 원 : 13%

- 3천만 원 초과 : 1%

- 모름 : 3%   

자료
금융감독원 사채이용자 대상 

설문조사 및 시사점(2002.4)

한국대부금융협회 대부금융 이용자 

설문조사 결과 보고서 

 ○ (금리) 2005년 대부업법 등록 이후 잇따른 최고금리 인하 등으로 사금융 시

기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낮아짐

  - 2014년 대부업 월평균 금리는 2002년 사금융 시기보다 월등히 낮아짐 

     ⋅2002년에는 5% 이하 5.5%, 5~10% 36.7%, 10~20% 41.4%, 20%~30% 9.0%, 

30% ~ 5.6%, 무응답 1.7% 등 

     ⋅2014년에는 3.25% 이하 61%, 3.25~3.66% 17%, 3.66~4.08% 7% 등 

     ⋅2018년에는 2.32% 이하 54%, 2.32~2.50% 30%, 2.50~3.25% 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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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자 금리 수준 비교 >  

사금융 시기 

2002년

대부업 시기(미등록 대부업 포함) 

2014년 2018년

월평균

금리 및 

점유율

- 5% 이하 : 5.5%

- 5~10% : 36.7%

- 10~20% : 41.4%

- 20%~30% : 9.0%

- 30% ~ : 5.6%

- 무응답 : 1.7%

- 3.25% 이하 : 61%

- 3.25~3.66% : 17%

- 3.66~4.08% : 7%

- 4.08~10% : 0%

- 10~20% : 1%

- 20~30% : 2%

- 30% ~ : 7%

- 모름 : 5%

- 2.32% 이하 : 54%

- 2.32~2.50% : 30%

- 2.50~3.25% : 2%

- 3.25~20% : 2% 

- 20% ~ : 6%

- 모름 : 6%

자료

금융감독원 사채 이용자 

대상 설문조사 및 

시사점(2002.4)

한국대부금융협회 대부금융 이용자 

설문조사 결과 보고서(2014 및 2018)

  - 자금 조달금리가 다른 금융업권에 비해 높기 때문에 타 금융기관에 비해 신

용대출 금리가 여전히 높은 점이 지속적으로 지적 

    ⋅예컨대 대부업과 비교되는 할부금융사가 자산유동화, (공모) 회사채 발행 

등 다양한 수단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반면 대부업체는 자금조달수단이 차

입으로 제한되어 상대적으로 조달비용의 차이가 발생  

  - 높은 금리에도 불구하고 대부업을 이용하는 이유는 단기자금 융통에 있어서 

금리 수준 자체보다 대부업의 신속성 및 편리성 등의 장점이 작용했기 때문

     ⋅대부업 대출금이 대부분 소액으로 구성되어 있어 실제 개인이 느끼는 금

리에 대한 부담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으로 파악

     ⋅각종 서류 및 신원조회 등의 부담이 작아 타 금융기관에 비해 쉽게 접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출거절 경험과 긴급한 생활자금의 수요 등으

로 대출의 신속성과 가능성 등이 더욱 중요한 것으로 판단 

     ⋅2018년 설문조사 결과 대부업의 좋은 점으로 비교적 까다로운 심사에도 

불구하고 대부금융사 이용자는 급전이 필요한 경우 신속한 대출(63%), 

신용도나 소득이 낮아도 대출이 가능(21%), 방문 등의 복잡한 절차 없이 

대출이 가능(10%) 등을 들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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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대부업의 경제적 영향 분석

1. 등록 대부업의 경제적 활동 추정

가. 분석 방법

 ○ 2005년 대부업법 개정 이후 실질적으로 등록 대부업의 경제적 활동이 활발

하였기 때문에 2006~2017년 등록 대부업을 중심으로 분석함

  - 2002년 등록 대부업 시대가 개막되었으나 2005년 대부업법 개정 이후 실질

적으로 대부업체의 등록이 빠르게 이루어짐

    ⋅2002년 8월 대부업법이 제정되었으나 사실상 2005년 대부업법 개정 이전

까지는 엄격하게 관리되지 못하였음

    ⋅2005년 대부업법 개정 이후 대부업의 등록 비중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

서 고객들도 대부분 등록 대부업을 중심으로 이용

  - 전반적으로 통계가 빈약하지만 13대 대형사 제공 자료를 이용하여 

2006~2017년 등록 대부업체의 경제적 활동과 이를 기초로 대부업이 국가 

경제에 파급된 효과를 분석 

    ⋅대부업의 연도별 대출액, 이용고객, 대출건수, 세금 납부, 채무재조정 등 

등록 대부업 자체의 경제적 활동을 추정

    ⋅등록 대부업의 서민금융이 소비, 투자 등을 통해 이루어진 생산유발, 부가

가치유발, 수입유발, 취업유발 등을 분석하고, 이것이 경제성장률에 기여 

한 영향도 분석

 ○ 자료의 한계로 인하여 2006~2017년 등록 대부업의 경제적 활동을 상당 부분 

한정된 자료를 이용하여 전체 등록 대부업의 경제적 활동을 추정함

  - 한국대부금융협회의 협조로 진행된 영업조사를 통해 상위 13개 대부업체로

부터 자료를 받았으나, 자료 축적 미비 등으로 인해 2011년 이전의 경우 

상당 부분에서 통계적 추정에 의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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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기준 당시 상위 10사의 대출 잔액8)과 금융감독원의 2011년 등록 

대부업 대출 잔액과의 비율 0.56(즉, 당시 대형 10사의 비중이 전체 등록 

대부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56%로 가정)을 중심 조정계수로 활용9)

 

  - 2011년 0.56 비율을 중심으로 대형 13사 중 해당 사항을 응답한 업체의 수

를 중심으로 조정계수를 조정하여 연간 대출, 고객 수, 대출건수, 채무재조

정, 고용인원, 세금납부 등 전체 등록 대부업의 경제적 활동을 추정

    ⋅중심 조정계수 0.56에서 시간이 갈수록 대형화되는 추세를 연간 2% 정도

로 감안(즉, 13대 상위 대부업체의 대부시장에서의 비중이 매년 2% 증가

하는 것으로 가정)

    ⋅상위 13개 대부업체 중에서도 다양한 조사 요구에 미응답한 경우가 많아 

이 경우 미응답한 업체당 평균 5% 정도의 비중이 있다고 가정하여 조정  

나. 경제적 활동 추정10)

 ○ (대출관련) 연간 대출액은 빠른 증가세를 유지하다가 2017년 감소세를 보이

고 있으나 고객 당, 대출건 당 대출액은 여전히 증가세를 유지함

 

  - 2006년부터 연간 대출규모 증가세가 2012년 잠시 감소한 이후 다시 증가하

다가 2017년 주춤, 고객수 및 대출건수는 2014년 이후 감소 추세

    ⋅대출규모는 금융위기 직후 2010년 급증하다가 2012년 4개 대부업체 영업

정지 등으로 2012년 감소하였다가 2013년 7.79조원으로 다시 증가하다가 

2017년 소폭 감소세

    ⋅고객 수 및 대출건수는 2012년 급감한 후 반등세를 보이다가 2014년 이후 

하락세

    ⋅고객당 및 대출건당 연 대출규모는 꾸준한 상승세를 유지하면서 2017년 

고객당 569만원, 대출건당 458만원을 기록

8) 한재준⋅이민환, ‘한일 대부업시장의 형성과정과 향후 정책적 과제’ 경영사학 제 28집 제1호, 2013.3

9) 2014년 사용한 대형 10개사 기준 0.56을 사용하여 2018년 대형 13개사로 확대한 것을 조정계수로 조정 

10) 모든 대부업체로부터의 정확한 자료를 취합하기 어려워 상위 13대 대부업체로부터 취합 가능한 

자료만을 통해 추정한 결과로서 정확한 수치가 아니며, 단지 추세를 파악하는데 의미가 있음



- 20 -

< 등록 대부업체의 ‘연간 대출규모 및 고객수·대출건수’ 추이 (추정) >

1.54 2.30 2.54 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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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 6.53 

7.79 8.57 9.13 
9.18 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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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대출규모(우)

고객수(좌)

대출건수(좌)

(만명, 만건) (조원)

 

자료 : 한국대부금융협회 13대 대부금융업체 영업조사(2018.9)에 기초하여 추정함

< 등록 대부업체의 ‘고객당·대출건당 연간 대출규모’ 추이 (추정) >

233.8 
263.4 266.6 284.2 

313.0 312.2 

446.2 440.1 

384.2 
428.2 

523.4 
569.0 

164.0 
195.9 212.2 203.3 

237.2 236.4 

330.6 
310.1 308.8 

354.8 

436.6 458.3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고객당 대출건당

(단위 : 만원)

자료 : 한국대부금융협회 13대 대부금융업체 영업조사(2018.9)에 기초하여 추정함

  - 연간 채무감면 금액은 2014년 상승 이후 전반적 하락세, 채무감면인원은 

2013년 이후 횡보세 

    ⋅채무감면 인원이 국민행복기금 채무구제제도에 힘입어 2012년 약 5.2만 

명까지 급등하였다가 횡보세

    ⋅채무감액 금액은 상승세를 유지하다 2014년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한 후 

전반적으로 하락세 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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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대부업체의 채무감면인원 및 감면총액 추이 (추정) >

97.5 1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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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한국대부금융협회 13대 대부금융업체 영업조사(2018.9)에 기초하여 추정함

 ○ (고용 및 세금납부 등) 대부업체들이 서민금융을 영위하는 가운데 고용의 

경우 퇴출 대부업체가 늘어나면서 감소하고 있으나, 세금 납부는 2013년 영

업정지 이후 다시 빠른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음

  - 2007년 이후 중소 퇴출 대부업체들이 늘어나면서 대부업체 종사자(정규직+

비정규직)가 전반적으로 감소세   

    ⋅대부업 성격상 1인 영업장의 비중이 절반에 가까운 점을 고려하여 고용주

까지 포함할 경우 실질적으로 2007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면서 2017년 

13,457명으로 감소

    ⋅반면 13대 대부업체의 영업조사를 통해서 추정한 등록 대부업체 종사자

(고용주 미포함)의 경우 2012년 영업정지에도 인원 감소가 없이 증가세를 

유지하다가 2017년 들어 감소   

  - 세금은 2012년까지 빠르게 증가하다가 2013년 전년의 4대 대부업체의 영업

정지 등으로 급격히 감소한 이후 다시 증가세

    ⋅세금납부는 전년도 영업에 대한 법인세와 법인세외 각종 세금 납부액 등

을 합한 것으로 2013년 세금납부가 급격히 떨어진 것은 2012년 4대 대부

업체의 영업정지의 영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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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대부업체의 고용(정규직+비정규직) 추이 (추정) >

4,464 4,524 5,186 5,314 5,685 5,637 5,626 5,750 5,373 

22,661 
20,644 19,969 19,328 

16,580 
14,331 14,378 14,404 13,457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2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고용(고용주미포함) 고용(고용주포함) (단위 : 명)

자료 : 한국대부금융협회 13대 대부금융업체 영업조사(2018.9)에 기초하여 추정함

주 : 고용주미포함의 경우 13대 대부업체에 기초하여 추정하였고, 고용주포함의 경우 고용

주미포함에다 금융감독원 집계 등록 대부업체 수를 합한 것임

< 등록 대부업체의 세금납부 추이 (추정) >

835 941 

1,734 1,696 

2,540 

3,513 

4,319 

1,726 1,888 

2,822 2,894 
3,305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단위 : 억원)

자료 : 한국대부금융협회 13대 대부금융업체 영업조사(2018.9)에 기초하여 추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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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부업의 경제적 파급 영향(산업연관분석) 

가. 대부업과 산업연관분석

 ○ 산업연관분석은 구조적 측면에서 산업간 연관관계를 파악할 수 있으며 기존

에 작성하던 투입산출표와 함께 2010년 이후 경제현실 반영도가 높은 공급

사용표도 함께 사용

  - 산업연관분석(또는 투입산출분석)이란 산업연관표11)를 바탕으로 산업간 상

호 연관관계를 수량적으로 분석하는 방법

    ⋅일정 기간(보통 1년) 한 나라에서 생산되는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산업간 

거래관계를 원칙과 형식에 따라 기록한 통계표임

    ⋅한국은행에서 5년 주기(1960년부터)로 실측 산업연관표를, 2006년부터는 

매년 산업연관표(연장표)를 작성하고 있음

    ⋅우리나라에서는 기존에 작성해 오던 투입산출표와 함께 국민계정통계 간

의 정합성 제고와 국제 기준의 이행을 위하여「2010 기준년 산업연관표」

부터 공급사용표도 추가로 작성

    

- 산업연관표는 작성 형식에 따라 투입산출표와 공급사용표 등으로 구분

  o 투입산출표는 상품 기준으로 생산과 배분 내역을 나타낸 분석 목적의 표

  o 공급사용표는 산업 기준으로 상품 공급을 나타내는 공급표와 생산을 위

    한 상품의 사용과 배분 내역을 나타낸 사용표로 구성된 통계 목적의 표

- 투입산출표는 상품 기준으로 되어 있어, 하나의 산업은 하나의 상품만을 생

산한다는 기본 가정에 따른 산업간 상호연관관계 분석에는 적합

  o 경제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

  o 생산, 부가가치 등 각종 유발효과 추정 가능

- 공급사용표는 경제현실의 반영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국민소득통계와 국민

대차대조표 등 국민계정통계들의 상호 정합성을 유지하는 데도 중요 역할

  o 국민계정체계(SNA)에서는 공급사용표를 직접 작성하도록 권고

  o 통계 목적으로 작성된 공급사용표를 이용하여 분석 목적의 투입산출표를 

    수학적인 방법으로 도출하는 기법도 많이 연구되고 있는 중

11) 산업연관표는 국민소득, 국제수지표, 자금순환표, 국민대차대조표와 함께 5대 국민계정을 구성하는 국

가 중요 통계로서 정부의 경제정책 수립은 물론 각종 경제 및 산업 분석에 널리 이용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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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상적으로 세로방향(열)은 각 산업의 비용(투입구조), 가로방향(행)은 각 생

산물 판매(분배구조)로 이루어져 산업별 생산, 부가가치 등의 파악에 활용 

    ⋅산업연관표의 세로방향은 각 산업부문이 재화 및 용역을 생산하기 위하여 

지출한 생산비용의 구성을 의미

    ⋅산업연관표의 가로방향은 각 산업부문의 생산물이 어떤 부문에 중간수요 

또는 최종수요로 사용되었는가를 나타냄

    ⋅산업연관표상 개별 산업의 총투입액과 총산출액은 항상 일치 

         총투입액 = 중간투입액 + 부가가치 (세로방향, 투입구조)
         총산출액 = 중간수요액 + 최종수요액 - 수입액 (가로방향, 배분구조)

 ○ 산업연관분석은 최종수요가 유발하는 각종 파급효과를 분석할 수 있어 경제

정책 수립 및 정책효과 분석에 활용되며, 금융산업에도 응용 가능

- 산업간 연관관계를 파악하여 각 산업의 최종수요가 유발하는 각종 파급효과

를 분석 가능하기 때문에 경제정책 수립, 정책효과 분석 등에 광범위하게 

활용되며 최근에는 금융 관련 대출의 파급효과 등에도 응용 

⋅예컨대 자동차 한 대를 생산하여 수출할 때 파급되는 엔진, 타이어 등 부

품생산, 그 부품에 들어가는 철강제품, 전기, 고무 등의 2차 생산, 2차 생

산에 들어가는 철광석, 석탄, 석유, 카프로락탐 등 원자재를 직간접적으로 

생산하고, 이에 따른 부가가치 창출, 고용 등의 효과 등을 분석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한 역모기지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2011년 9월,

한국응용경제학회)’에서는 역모기지 지출이 파급되는 경제적 효과를 분석 

⋅‘국내 금융 산업의 국가경제 기여도 분석 - 한․미․일․영 산업연관분석

을 바탕으로’ 2004년 7월, 금융투자협회)에서는 금융 산업의 국민경제에 

대한 기여도를 주요국 등과 비교․분석 

 

나. 대부업의 경제적 파급 영향 분석

 ○ 대부업의 경우 여타 제도권 금융기관들의 대출과는 달리 대출금의 대부분이 

곧바로 소비나 생계형 사업 활동 등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국민경제에의 파

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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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민의 경우 소득이 불규칙한 특성이 있어 서민금융 상당부분이 안정적인 

소비로 지출되고, 생계를 위한 사업 활동 등으로 활용12)

    ⋅공통적으로 서민은 자산이 부족한 상태에서 소득발생이 일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소비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특징을 지니고 있음

    ⋅저신용 금융소외자가 대부분인 대부업체 고객을 상대로 한 2018년 대부업

협회 대부금융이용자 설문조사에서 가계생활자금이 65%, 사업자금이 11% 

등 총 76%가 생산을 유발하는데 사용되고, 나머지도 대부분 고금리 대출 

상환에 사용되기 때문에 소비 여력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13)

< 대부업 이용자의 자금용도 >

자금 용도 비 중

가계생활자금 65%

사업자금 11%

기존 대출금 상환 

: 은행연체 상환

: 카드연체 상환

   : 대부업 채무 상환

16%

  : 5%

  : 6%

  : 5%

기타 8%

자료 : 한국대부금융협회 대부금융이용자 설문조사 결과 보고서(2018.3)

주 : 1) 조사기간 : 2017년 11.20 ~ 12.29

2) 미등록 대부업 포함

  - 결국 다른 제도권 금융과 달리 대부업 대출의 상당 부분이 각 유발효과로 

이어져 국가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서민금융 강화를 통해 금융소외 현상을 일정 정도 해소할 경우 각각 생

산·부가가치·취업(고용) 유발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분석 예상됨

    ⋅제도권 금융기관이 자신의 능력으로 엄격한 심사와 적정한 금리 수준에서 

상환가능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서민 대출을 늘린다면 자금의 선순환을 도

모하고, GDP성장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12) 일반적으로 제도권 금융기관 대출의 경우 대부분 신용도가 높은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그 용

도도 주택구입이나 사업투자 등이 큰 바, 이들의 경우 직접적인 소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매우 작

은 것으로 추정 

13) 대부업의 사업자금용도 대출은 제도권 서민금융의 대출과 달리 저소득 서민의 소비와 밀접한 것

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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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업 서민금융 강화의 경제적 메커니즘 >

 ○ (유발효과) 대부업의 서민금융 유발효과가 작지 않고 경제성장률에도 일정 

정도 긍정적인 기여를 한 것으로 분석되지만, 최근 연이은 최고금리 인하 

이후 경제성장률 기여도나 고용창출 효과가 급격히 축소되고 있음

  - 한국은행 산업연관표에서 최종 민간소비지출의 각 유발계수를 사용함 

    ⋅생산유발계수는 특정 국산품 1단위에 의해 해당 산업 및 다른 산업에서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생산의 크기를 의미

⋅부가가치유발계수는 특정 국산품 1단위에 의해 해당 산업 및 다른 산업에

서 직·간접적으로 창출된 부가가치의 크기를 의미 

⋅취업유발계수는 특정 국산품 1단위(10억원)에 의해 해당 산업 생산을 위

한 취업자수(직접효과)와 생산파급효과에 의해 다른 산업에서 간접적으로 

유발되는 취업자수(간접효과)를 합한 직·간접 유발인원을 의미 

< 최종 민간소비 증가의 각 유발 효과 >

2010년 2014년

생산유발계수 1.752 1.765

부가가치유발계수 0.772 0.28

취업유발계수(10억원당) 16.579 15.233

고용유발계수(10억원당) 9.878 9.576

자료 :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주 : 취업자 :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임금근로자를 모두 합한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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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합계
연간

평균

0.86 1.33 1.52 1.90 3.77 4.77 4.44 5.45 6.17 6.75 6.98 6.82 50.8 4.2

- 보다 정확한 유발효과를 도출하기 위해 2006년~2017년간의 분석을 위하여 

시기적으로 중간 위치에 있는 산업연관표의 2010년 실측표 계수를 사용함 

    ⋅2014년 유발계수를 사용하여도 2010년도 유발계수를 사용한 결과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2006~2017년 대출 중 소비 또는 사업 활동으로 지출되는 대부 서민금융의 

총 대출 규모로는 50.8조원, 연간 평균으로는 4.2조원으로 추정  

    ⋅한국대부금융협회 대부금융이용자 설문조사 결과 보고서에서의 대부업 대

출 자금 용도 중 가계생활자금과 사업 활동에 사용된 비중(2006년 56%, 

2014년 76%)을 적용하되 연도별로 단계적으로 증가한 것을 고려  

    ⋅전적으로 소비 및 사업 활동으로 지출되는 등록 대부업의 연간 대출금액

은 2006년 약 0.86조원에서 2012년을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증가

    ⋅이후 최고금리 인하 등의 영향으로 2017년 6.82조원으로 소폭 감소 추정  

< 연도별 대부업의 생활 및 사업 활동을 위한 대출 규모 >
(단위 : 조원)

  - 2006~2017년 가계생활자금과 생계형 사업 활동을 위한 대부업의 생산, 부가

가치, 취업 등에 대한 유발효과는 작지 않은 것으로 추정

    ⋅생산유발효과는 2006년 1.5조원에서 2012년을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증가

하다가 2017년 소폭 감소하면서 2017년 12.0조원으로 추정. 2006년부터 

2017년까지 총합계 89.0조원, 연평균 7.4조원의 생산유발효과를 창출 

    ⋅부가가치유발효과는 2006년 0.7조원에서 2012년을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17년 소폭 감소하면서 5.3조원으로 추정. 2006년부터 2017년

까지 총합계 39.2조원, 연평균 3.3조원의 부가가치유발효과를 창출 

    ⋅취업(고용)유발효과는 2006년 14.3천(8.5천)명에서 2012년을 제외하고 지속

적으로 증가, 2017년 소폭 감소하면서 113.1천(67.4천)명으로 추정. 2006년

부터 2017년까지 총합계 841.8(501.6)천명, 연평균 90.2(41.8)천명의 취업(고

용)유발효과를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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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별 대부업의 산업연관분석的 경제적 유발 효과 >
(단위 : 조원. 천명)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합계
연간 

평균

생산유발 1.5 2.3 2.7 3.3 6.6 8.4 7.8 9.6 10.8 11.8 12.2 12.0 89.0 7.4

부가가치유발 0.7 1.0 1.2 1.5 2.9 3.7 3.4 4.2 4.8 5.2 5.4 5.3 39.2 3.3 

취업유발 14.3 22.1 25.3 31.5 62.5 79.0 73.6 90.4 102.4 112.0 115.7 113.1 841.8 70.2 

고용유발 8.5 13.2 15.1 18.8 37.2 47.1 43.9 53.9 61.0 66.7 68.9  67.4 501.6 41.8 

  - 대부업의 금융소외 해소가 소비와 투자를 증대시켜 금융위기 직후 어려운 

시기에 GDP 경제성장률 증가에 큰 폭의 긍정적 기여를 하였지만 최근에는 

연이은 최고금리 인하 등으로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음

    ⋅2007년부터 2017년 11년 분석기간 동안 대부업 대출은 연평균 0.05%p 실

질경제성장율을 기여한 것으로 추정

    ⋅2012년의 경우 대형 대부업체의 영업정지 등으로 실질 GDP증가율에 마이

너스 기여하였으나 이후 다시 큰 폭 증가. 이후 기여도가 점차 감소하면

서 최고금리 인하가 있었던 2016년 이후 소폭의 마이너스를 기록 

 < 연도별 대부업의 실질 경제성장률 추정 기여 폭 추이 >

0.07 

0.02 
0.05 

0.26 

0.11 

-0.06 

0.11 

0.06 
0.03 

-0.01 

-0.06 

0.05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연평균

(단위 : %p)

대형대부업

영업정지사태

연이은

최고금리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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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업 대출로 유발된 실질 GDP증가율 기여 폭 계산

 - 국민계정 생산국민소득의 개념으로 접근

o 대부업의 생산유발효과가 없을 경우의 명목(생산)GDP와 GDP디플레이트로 명

목 GDP증가율과 GDP디플레이트증가율을 계산하여 실질 GDP증가율을 계산

o 대부업 대출로 유발된 생산유발규모를 포함했을 경우의 명목(생산)GDP와 GDP

디플레이트로 실질 GDP증가율을 계산

o 이를 한국은행 발표 실질 GDP증가율과 비교하여 대부업 대출로 유발되었지만 

숨어 있었던 실질 GDP증가율 기여 폭을 계산함

  

 - 실질 경제성장율 기여는 그간의 실질 경제성장률에 대부업 대출에 따른 소비증

가 등으로 이루어진 부분임. 

o 여기서 플러스 기여는 대부업 대출이 실질경제성장률에 기여한 부분이고, 마

이너스 기여는 그렇지 않았다면 더욱 높은 성장을 이끌 수 있었는데 그렇게 

되지 못한 부분으로 해석   

o 이는 향후 대부업 대출이 더욱 줄어들 경우 저소득층 소비 약화로 우리나라 

성장률이 더욱 위축될 수 있음을 의미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명목국민총생산(조원) 1,043.3 1,104.5 1,151.7 1,265.3 1,332.7 1,377.5 1,428.3 1,486.1 1,564.1 1,641.8 1,730.4

GDP디플레이터 90.9 93.6 96.9 100.0 101.6 102.6 103.5 104.1 106.6 108.7  111.2 

유발된 생산규모(조원) 2.3 2.7 3.3 6.6 8.4 7.8 9.6 10.8 11.8 12.2 12.0 

명목국민총생산증가율(%) 8.0 5.9 4.3 9.9 5.3 3.4 3.7 4.0 5.3 5.0 5.4 

GDP디플레이터증가율(%) 2.4 3.0 3.5 3.2 1.6 1.0 0.9 0.6 2.4 2.0 2.3 

실질국민총생산

증가율(%) (A)
5.63 2.90 0.75 6.66 3.73 2.33 2.83 3.45 2.86 2.99 3.13 

유발생산 반영된 

명목국민총생산(조원)
1,041.0 1,101.8 1,148.4 1,258.7 1,324.4 1,369.7  1,418.7 1,475.3 1,552.3 1,629.7 1,718.5

유발생산 반영된  명목 

국민총생산 증가율(%)
7.9 5.8 4.2 9.6 5.2 3.4 3.6 4.0 5.2 5.0 5.5 

유발생산 반영된 실질 

국민총생산증가율(%) (B)
5.55 2..88 0.70 6.4 1 3.62 2.40 2.73 3.38 2.83 3.00 3.19 

기여폭 (A-B) 0.07 0.02 0.05 0.26 0.11 -0.06 0.11 0.06 0.03 -0.01 -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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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뿐만 아니라 대부업 이용 서민들의 소비증가에 따른 취업(고용) 유발효과도 

2016년 이후 잇단 큰 폭의 최고금리 인하 이후 크게 축소되고 있는 바, 최

근의 ‘고용쇼크’와 무관하지 않을 수 있음

    ⋅취업(고용)유발효과에 의한 취업(고용) 증감은 2013년 이후 다시 하락하면

서 2017년은 전년에 비해 고용유발에 의한 취업(고용)은 각기 2.6천명(1.5

천명) 감소로 추정

    ⋅이러한 영향은 최근 고용쇼크 등 국내 고용의 증가가 약화되고 있는 가운

데 질 또한 악화되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음

    ⋅대부업 대출 위축으로 인하여 전년에 비해 취업(고용) 유발효과가 약화되

면서 유발 취업(고용)이 축소. 마이너스 증감은 그렇지 않았다면 더욱 많

은 고용 증가로 이끌 수 있었는데 그렇게 되지 못한 부분으로 해석 가능. 

이는 향후 대부업 대출이 더욱 줄어들 경우 저소득층 소비 약화로 우리나

라 고용률이 더욱 위축될 수 있음을 의미

 < 연도별 대부업 취업(고용)유발효과에 의한 취업(고용) 증감 >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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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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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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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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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자 고용자
(단위 : 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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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대부금융업의 산업연관적 금융산업 내 위치

○ 금융 산업이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지고 있지만 규모와 유

발효과 등이 여전히 작지 않고, 특히 대부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유

발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산업연관표의 산업 대분류 기준의 ‘금융 및 보험 서비스 산업’은 전반

적으로 그 비중이 소폭 낮아지고 있음

    ⋅‘금융 및 보험서비스 산업’의 산출액과 부가가치는 2010년까지 빠르

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후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

는 비중은 소폭 감소 추세

    ⋅산출액에서 부가가치가 차지하는 부가가치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2014년 소폭 반전

    ⋅취업자는 2012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14년 소폭 하락, 전 산

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2~3.4% 머물고 있으며, 취업계수는 2005년 

이후 급락하면서 2014년 5.4를 기록

      * 부가가치율 = (부가가치액 ÷ 산출액) × 100

      * 취업계수 = (취업자수 ÷ 산출액) × 100

< ‘금융 및 보험 서비스 산업’(대분류)의 경제 내 위치 추이 >

2005년 2010년 2012년 2014년14)

산출액 (조원, %) 71.4 (3.6) 129.9 (4.3) 143.6 (4.1) 142.2 (4.0)

부가가치 (조원, %) 41.2 (4.8) 71.7 (6.3) 75.8 (6.1) 75.9 (5.6)

부가가치율 (%) 57.7 55.2  52.8  53.4

취업자수 (천명, %) 676.7 (3.3) 737.3 (3.4) 750.1 (3.3) 747.2 (3.2)

취업계수 (명/10억원) 9.5 5.7 5.2 5.4 

자료 :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주 : 산출액과 부가가치는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구성비 

  - ‘금융 및 보험 서비스 산업’은 전체 산업에 직․간접적으로 창출되는 유

발효과도 전반적으로 생산자서비스업의 추세와 함께 낮아지고 있음

    ⋅‘금융 및 보험 서비스 산업’의 생산유발계수는 전체 산업 평균보다 

높은 상태에서 증가세를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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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유발계수는 전체 산업 평균보다 높은 상태에서 하락하다가 

2014년 상승 반전  

    ⋅취업유발계수는 전체 산업 평균보다 낮은 상태에서 2010년 증가하였다

가 정체 상태에 있음

    ⋅고용유발계수는 2005년에는 전체 산업 평균보다 낮은 상태이었지만 

2010년 이후 높은 상태에서 정체 상태에 있음

     * 생산유발계수는 특정 국산품 1단위에 의해 해당 산업 및 다른 산업에서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생산의 크기를 의미

     * 부가가치유발계수는 특정 국산품 1단위에 의해 해당 산업 및 다른 산업에서 

직·간접적으로 창출된 부가가치의 크기를 의미 

     * 취업(고용)유발계수는 특정 국산품 1단위(10억원)에 의해 해당 산업 생산을 

위한 취업자(고용자)수(직접효과)와 생산파급효과에 의해 다른 산업에서 간

접적으로 유발되는 취업자(고용자)수(간접효과)를 합한 직·간접 유발인원을 

의미 (고용은 임금근로자만 포함하며, 취업은 임금근로자에 자영업자와 무

급 가족종사자를 모두 포함) 

 
< ‘금융 및 보험업’(대분류)의 유발 계수 >

2005년 2010년 2012년 2014년

생산유발계수  
1.586 

(1.926)

1.650 

(1.882)

1.673 

(1.887)

1.688 

(1.891)

부가가치유발계수  
0.942 

(0.741)  

0.848 

(0.687)  

0.827 

(0.662) 

0.847 

(0.697)

취업유발계수

(명/10억원)  
10.5 (16.3)  11.5 (13.9) 11.2 (13.2) 11.2 (12.9)

고용유발계수

(명/10억원) 
9.6 (10.1) 9.9 (9.0) 9.6 (8.8) 9.6 (8.7)

자료 :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주 : ( )안은 전업계 평균임

  - 대부업은 중분류에서는 ‘금융서비스’, 소분류에서는 ‘기타금융기관’

에 해당되며, ‘기타금융기관’의 유발계수는 상대적으로 높음

    ⋅중분류 ‘금융서비스’ 보다 소분류의 ‘기타금융기관’의 생산유발효

과와 수입유발효과는 상대적으로 크며,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소폭 낮음  

    ⋅기타 금융중개기관은 예금을 취급하지 않고 대출 재원의 대부분을 차

입하거나 회사채 등을 발행하여 조달하는 금융기관으로서 신용카드사, 

금융리스, 할부금융회사, 신기술금융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증권

금융, 전당포 및 사금융(법인) 등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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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 및 보험업’ 중분류 및 소분류 유발 계수(2014) > 

< 중분류 유발계수 > < 소분류 유발계수 >

금융

서비스

보험

서비스

금융 보험 

보조서비스

생산  1.571 1.904 1.767

부가가치  0.891 0.797 0.838

취업 9.7 14.7 17.2

금융 서비스

중앙은행 및 

예금취급기관
기타금융기관

생산 1.361 1.941

부가가치 0.931 0.819

취업  -  -

자료 :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주 : 취업유발계수 및 고용유발계수 등은 소분류에는 구분되지 않음

< 2014년 산업연관표에서의 금융업 정의 >

  금융이란 돈을 빌려 주고 빌려 쓰는 자금 융통을 말하며, 금융업은 이러한 수요자
와 공급자 사이에서 자금의 중개나 금융보조서비스 및 기타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활동이다. 구체적으로는 예금이나 대출, 장단기 채권 등의 발행 및 구매 등을 통
한 자금 중개 활동이나 모니터링 서비스 또는 증권인수 등의 금융보조서비스 활동을 
포함한다.

 (가) 중앙은행 및 예금취급기관
  중앙은행은 현금통화를 공급하는 기관이며, 예금취급기관은 자금의 여·수신 활동을 
통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예금취급기관은 은행법에 의해 설립·영업하
는 시중은행, 지방은행, 외국은행 국내지점과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중소기업은행, 한
국산업은행과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협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으로 구분된다. 
또한, 은행처럼 요구불예금 등에 의한 예금통화 창출기능을 수행하지는 않지만 은행
예금에 해당하는 예수금을 수신하여 이를 대출 등에 운용하는 기관도 해당된다. 여기
에는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상호금융, 은행신탁, 우체국예금, 종합금융
(증권금융 제외) 등이 포함된다.

 (나) 금융투자기관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집합적으로 자금을 위탁받아 운용하는 형태의 금융기관이다. 단기
자금시장펀드(MMF), 비단기자금시장펀드(non-MMF) 및 증권투자회사(Mutual Fund), 특수
목적 기구(Special Purpose Vehicle), 자산운용사, 투자자문사 등을 포함한다.

(다) 기타 금융중개기관
  예금을 취급하지 않고 대출 재원의 대부분을 차입하거나 회사채 등을 발행하여 조
달하는 금융기관이다. 신용카드사, 금융리스, 할부금융회사, 신기술금융회사, 한국주택
금융공사, 한국증권금융, 전당포 및 사금융(법인) 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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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시사점  

 ○ 2000년대 들어 제도권 금융기관이 한계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실질적으로 

민간 서민금융을 담당한 대부업의 역할과 기여를 재조명하였음

 

   - 카드사태 이후 제도권 금융기관들이 금융소외 문제 해소에 한계를 보인 가

운데 정책성 금융을 제외한 민간 서민금융은 사실상 대부업에 의존 

     ⋅국내 서민금융은 카드대란 이후 만성적 초과수요 하에서 금융소외 계층

의 민간 금융기관의 접근이 제약을 받으면서 주로 대부업과 2010년 이후

부터의 정책성 금융에 크게 의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등록 불법 대부업체의 횡포 즉, 고금리와 불법 추

심행위로 고통 받는 사례가 빈번해지자 등록 대부업의 서민금융 역할이 

나타나지 못하고 있음 

   - 본 연구는 등록 대부업이 본격적으로 활동한 2006년 이후부터 최근까지 등

록 대부업의 서민금융 역할을 재조명하고, 경제적인 기여를 분석하였음 

     ⋅등록 대부업의 서민금융을 다양한 각도에서 재조명함

     ⋅대부 서민금융의 경제적 활동을 추정하고, 경제적 파급 영향을 산업연관

분석을 통하여 분석하였음 

 ○ 등록 대부업이 최고금리 인하 등으로 위축되고 있지만 과거 사금융 시기와 

비교하면 서민금융 기능이 크게 향상됨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법 사금융

과의 차별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등록 대부업 탄생 이전의 사금융 시기와 비교하여 서민금융 기능이 크게 

향상됨을 확인할 수 있음 

     ⋅2006년 이후의 등록 대부업은 그 어느 금융기관도 하지 못하였던 무담보 

단기 서민금융에 집중하면서 서민들의 금융소외 해소에 크게 기여

     ⋅제도권 금융기관에 비해 높은 고금리 대출과 미등록 대부업체의 불법 추

심행위 등으로 그동안의 서민금융 역할이 제대로 나타나지 못하였음 

14) 2018년 8월 현재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는 2010년 실적치에 근거한 2014년 연장표까지만 발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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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1월 18년2월 18년3월 18년4월 18년5월 18년6월 18년7월

규모 4,616 4,042 4,689 4,605 4,538 4,244 4,153 

　증가율 -12.4% 16.0% -1.8% -1.4% -6.5% -2.1%

     ⋅하지만 과거 불법 사금융 시절 당시와의 비교를 통해 불법 사금융의 양

성화, 대부 이용자의 양질화, 서민금융 기능 강화 등 면에서 등록 대부업

의 서민금융 기능이 크게 강화됨을 분석할 수 있었음

   - 등록 대부업의 괄목할 서민금융 역할에도 불구하고 불법 사금융과의 구분이 되

지 못함에 따른 부정적 시각 등으로 최근 등록 대부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

     ⋅하지만 이후 지속적인 부정적 시각, 최고 금리 인하, 높은 조달비용 등으

로 인하여 최근 공급유지에 어려움이 따름

  

 ○ 산업연관분석을 통하여 등록 대부업의 서민금융 활동이 국민 경제에 미친 

경제적 영향이 긍정적으로 분석되었으나 2016년 이후 최고금리가 두 차례 

큰 폭으로 인하된 이후 경제성장률 및 고용 등에 부정적인 영향이 도출됨

 
  - 최종수요가 유발하는 각종 파급영향을 분석할 수 있는 산업연관분석을 통하

여 대부업의 유발효과와 경제성장에의 긍정적인 기여를 분석함  

    ⋅대부업의 경우 대출금이 대부분 소비나 투자로 사용되기 때문에 

2006~2017년 연간 대부업의 서민금융이 생산, 부가가치, 취업 등의 유발효

과가 작지 않은 것으로 분석

    ⋅국내 경제성장률에도 0.05%p의 플러스 기여를 한 것으로 분석되고, 고용

창출에도 적지 않은 기여를 한 것으로 추정됨 

  - 하지만 2016년과 2018년 두 차례 큰 폭의 최고금리 인하 이후 대출금액이 

축소되고, 이에 따라 경제성장률과 고용률 하락 추세가 우려되고 있음

    ⋅최고금리가 24%로 인하 시행된 2018년에는 대부업 대출이 큰 폭의 감소

세를 보이고 있음(2018년은 2017년 대부업 자금이 2018년 1월~6월까지 약 

-8%로 나타난 바, 연간 16% 정도 축소될 가능성)

< 2018년 13개 대부업체의 신규대출 추이 >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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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는 그간의 대부업의 서민금융 역할에 대해 다양한 측면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부업의 역할을 포함한 효율적인 민간 서민금융

시스템을 재구축할 필요가 있음  

   - 서민금융 차원에서 그동안 대부업이 일반 금융기관으로부터 소외된 금융소

비자에게 금융서비스를 제공한 긍정적인 면을 인정할 필요 

     ⋅고금리, 불법추심, 과장광고 등으로만 연상되는 대부업의 부정적 이미지

에서 벗어나 2000년대 등록 대부업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금융소외 해소

를 위하여 서민금융 역할을 수행한 긍정적인 측면도 인정할 필요 

     ⋅특히 2006년 이후의 등록 대부업은 그 어느 일반 금융기관도 하지 못하

였던 무담보 단기 서민금융에 집중하면서 7등급 이하 저신용자 금융소외 

해소에 크게 기여 

   - 금융정책 당국은 정책성 서민금융뿐만 아니라 본연의 금융시스템을 통한 

민간 서민금융도 대부업을 포함하여 새롭게 재편할 필요가 있음

     ⋅대형 대부업체들은 명목상 제도권 금융기관이 되었지만 실질적인 제도권 

금융기관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음

     ⋅등록 대부업의 부정적 측면을 개선하되 긍정적 측면을 인정하여 민간 서

민금융시장에서의 역할 정립이 절실

   - 어려운 국가 경제 여건 속에 그 동안 보여준 등록 대부업의 서민금융 역할

을 통한 경제성장률 제고와 고용창출이 시급한 바, 이를 위하여 탄력적 최

고금리 제도의 도입과 자금조달에서의 차별화 해소 등이 절실함

     ⋅향후 금리상승이 예상되는 시점에 최고금리 인하는 등록 대부업의 서민

금융 기능을 더욱 약화시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장 금리상황에 맞게 

최고금리 수준을 탄력적으로 결정할 필요

     ⋅또한 대부업의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어려운 여건을 돌파하기 위한 하나

의 방안으로 대형 대부업도 공모사채 발행, 은행차입 등을 통하여 조달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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