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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1. 2018년 ‘법정최고금리 일원화’가 초래한 부(負)의 효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1)의 제

정 목적은 크게 두 가지였다. 법률명에서 드러나듯이 하나는 ‘사금융 양성화’, 다

른 하나는 ‘금융이용자 보호’였다. 하지만 두 목적은 병렬적인 것이 아니라 논리

적으로 인과 관계를 이룬다. 왜냐하면 ‘대부업자 등의 등록 및 감독체계’를 마련

하여 음지에 있던 사금융을 양성화해야 비로소 불법적 채권추심행위 및 법정 최고이

자율 위반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을 통한 금융이용자 보호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대부업법’ 제정 목적의 달성여부를 평가하는 관건은 ‘사금융 양성화’

라고 볼 수 있다. 

 ‘대부업법’ 시행 10년을 지나면서 ‘사금융 양성화’라는 입법 목적은 일정하게 

실현되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2) 왜냐하면 대부업법 시행 이후 대부업체 등의 등록

이 급증하면서 사금융 시장 규모가 비례적으로 축소되었기 때문이다. 

 대부업체 등의 등록이 급증했던 원인으로는 무엇보다 등록 사업자에게 ‘특례금리

효과’의 발생을 들 수 있다. ‘특례금리효과’란 대부업법상 법정 최고금리와 이자

제한법상 최고금리 간의 차이를 말한다. 제도권 밖에 있던 사금융업자가 대부업 등

록을 하면 당국의 감독·관리를 받지만 그 대신 특례금리효과를 누릴 수 있다. 따라

서 특례금리의 폭이 넓을수록 대부업 등록의 경제적 유인이 커진다고 할 수 있다. 

반대로 특례금리의 폭이 좁혀질수록 관리·감독을 감수하며 영업을 지속해야 할 이

유가 약화된다고 볼 수 있다. 

1) [시행 2002. 10. 27.] [법률 제6706호, 2002. 8. 26, 제정]
2) 대부업법이 제정된 이래 17년 동안 법률은 26회, 시행령은 32회 개정됐다. 일본의 경우 출자법상 최고

이자율이 지난 1983년 73%에서 2006년 20%까지 26년에 걸쳐 인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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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최고금리 및 대부업체 수 추이 

  

   자료 출처(금융위원회 2017) 

 [그림1] 에서 보듯이 대부업법상 최고금리는 2002년 제정 이래 지속적으로 인하되어 

왔다. 제정 당시 연 66%이던 최고금리는 2018년 2월 연 24%로 변경하는 내용의 대

부업법 시행령 개정안까지 총 여섯 차례 인하했다. 평균 2.5년에 한 번씩 법령 개정

이 이루어진 셈이다. 가장 최근에 이루어졌던 2018년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3)에서는 

종래 연리 27.9%였던 법정최고금리가 연리 24%로 3.79% 포인트 낮추어졌다.4)

 하지만 입법 목적과 관련하여 2018년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법정최고금리 인하의 폭이나 최고금리 일원화가 아니라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상 

‘법정 최고금리 일원화’로 인해 대부업법상 ‘특례금리효과’가 사실상 폐지됐다

3) 개정 시행령 2018년 2월 8일 시행
4) 금융위원회의 대부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대부업 등의 진입장벽 강화(자기자본·고정사업장 요건)와 2018년

까지 이루어진 최고금리 인하로 인해 대부업체 수 및 거래자 수도 2016년부터 감소하고 있다. 그 결과 대
부시장은 대부잔액이 자산 100억 원 이상의 대형업체 위주로 재편되어 왔다. 최고금리가 연 66%였던 
2007년 9월말 18,197개사에 이르던 대부업체 수는 2010년 12월 14,014개사, 2016년 6월말 8,980개사, 
2017년 6월 8,075개사로 감소하였다. 대신 대형 법인 대부업체가 915개 증가하였다. 대부시장이 대형 법
인 중심으로 재편된다는 사실은 대부업 진입장벽 및 최고금리 인하로 손익분기점을 맞추지 못하는 개인 사
업자와 소형 법인 사업체가 시장에서 도태중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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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점이다. 특례금리효과가 사라졌다는 것은 대부업법상 ‘사금융 양성화’라는 입

법 목적을 달성할 정책적 수단이 없어졌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사금융 양성

화’와 논리적 인과관계에 있는 ‘금융이용자 보호’라는 입법 목적 달성이 쉽지 않

아졌다. 꾸준하면서 망라적인 ‘사금융 단속행위’와 사금융 시장의 유의미한 축소

에 필요한 공적자금이 서민금융시장에 투입되지 않는다면 말이다.5) 

 그런데 2018년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에서 한 가지 더 주목해야 할 사항이 있다. 특

례금리효과는 사라졌으나 대부업법상 ‘간주이자(看做利子)’ 관련 규정이 존치되었

다는 점이다. ‘간주이자’란 고유한 의미의 이자가 아니지만 대부업법상 ‘이자로 

간주하는 것’을 가리킨다.6) 현행 대부업법상 간주이자규정은 ‘실질적인 의미의 이

자’ 뿐만이 아니라 거래체결비용에서부터 손해배상금에 이르기까지 이자의 범주를 

확장한다. 따라서 대부업법상 법정최고금리가 낮추어지면 낮추어질수록 거래비용과 

제반 수수료가 이자율 산정을 위한 이자총액에서 차지하는 간주이자 총액의 비중이 

높아진다. 이 때문에 ‘간주이자’는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을 실질적으로 낮추는 

‘부(負)의 효과’를 초래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2018년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

상 최고이자율을 일원화하여 두 법률의 명목상 이자율은 동일해졌지만 간주이자 해

석기준에 관한 두 법률의 태도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거래하고 감독·관리를 받는 

등록 대부업체 등의 거래 및 법률 비용을 고려하면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이 이자제

한법보다 사실상 더 낮아졌다고 볼 수 있다. 

 종래에는 간주이자규정으로 인해 여신기관 및 대부업자가 떠안을 수밖에 없는 비용

을 특례금리의 범주 내에서 어느 정도 상쇄시킬 수 있었다. 그런데 2018년 2월 이후 

특례금리효과가 사라진 상황에서 ‘간주이자 규정’이 초래하는 ‘부(負)의 효과’가 

감독당국의 영업행위규제와 결합하면 대부시장의 안정성에 변동을 초래할 ‘비등

5) 법정최고금리 인하로 인한 저신용자 배제 규모를 추정한 김상봉의 연구(2017)에 따르면, 2016년 3월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금융권 전체에서 중신용자 이상의 신규 차주 규모는 상승한 반면에 저신용자는 감소
하는 추세를 보였다. 또한 법정최고금리가 연 24%로 인하될 경우에 대출에서 배제되는 금액은 4조 6,000
억원, 20%로 인하되면 9조 3,000억 원이었다. 나아가 7등급까지 저신용자로 볼 경우에 대출규모는 최대 
44조 1,000억 원에 이르며 추가적으로 최고금리를 20%까지 인하할 경우 저신용자 대출시장이 시장에서 
사라질 수 있다고 보았다. 만약 정부가 이를 서민금융 재정지원으로 보완할 경우에 최소 12조 6,000억 원 
규모의 자금이 필요하다고 추정했다. 김상봉,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저신용자 배제 규모”,  ‘2017 소
비자금융 컨퍼런스’ 발표자료,2017. 한국대부금융협회.  

6) 대부업법 제8조 제2항과 제15조 제2항에서는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등 그 명칭
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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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우선은 합법적인 대부시장에서 신용등급 4등급 

이하의 이용자에 대한 신규대출거절 비율이 높아질 것이고 대형 대부금융회사는 신

용등급 4등급 이상의 이용자 시장으로 이동할 것이며, 4등급 이하를 상대로 하는 영

세한 대부금융 법인은 영업을 중단하거나 제도권 밖으로 튕겨져 나갈 수 있다.7) 

 실제로 ‘(사)서민금융연구원’이 2019년 2월에 발표한 ‘대부업·사금융 시장 이용

자 및 업계 동향 조사 분석’에 따르면, 2018년 2월 ‘법정최고금리 일원화’ 이후

에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거절당한 이용자 45만∼65만 명이 사금융 시장으로 이동했

고 그 규모가 5조7000억∼7조2000억 원으로 추산됐다. 

 이와 같은 이동규모 추산에 일정한 합리성이 있다고 본다면 ‘법정최고금리 일원

화’로 일면적으로 특례금리효과가 없어진 상황에서 현행 대부업법상 이자율 산정 

실무에서 간주이자규정이 초래하는 ‘부(負)의 효과’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왜냐하면 이를 소홀

히 할 경우에 대부시장 공급자의 축소와 함께 신용이 낮아서 대출을 거절당한 이용

자들이 당국의 관리감독이 불가능한 사금융 시장으로 이동하는 추세가 강화될 것이

기 때문이다. 

2. 대부업법상 ‘간주이자’와 ‘단리계산’ 규제의 문제점

 대부업법상 간주이자규정은 실질적인 의미의 이자가 아닌 비용과 손해배상금까지 

이자의 범위를 광범위하게 확장한다. 예컨대 대부업법 제8조 제2항과 제15조 제2항

에서는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7) 이수진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의 대부업체 이용자 및 재무적 정보를 이용하여 그동안의 최고금리 인하
가 이용자와 대부업체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에 관한 실증 분석을 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합법적인 
등록 대부시장의 규모는 2016년 3월의 금리 인하 이전까지는 계속 증가했지만 그 후로는 정체되었다. 또
한 신용이 낮은 이용자가 중신용자로 대체되었으며, 전체 이용자 중 저신용자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했
다. 이를 미루어보면 2016년 3월 이후의 추가적 금리인하는 이용자 보호라는 대부업법의 입법 목적 달성
에 기여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이수진은 2016년 3월 이후 적용된 법정 최고금리(연 27.9%)가 
연 25% 혹은 연 20%로 인하될 경우 합법적인 대부 대출을 더 이상 이용하지 못하게 되는 저신용자의 규
모를 여러 시나리오 하에서 추정하였다. 만약 최고금리가 연 25%로 인하되면 현재 대부시장을 이용하고 
있는 저신용자 중 최소 11%가, 연 20%로 인하될 경우에 최소 76%가 합법적인 대출상품을 더 이상 이용
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이수진,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대부시장 저신용자 배제규
모의 추정 및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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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여기에서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

가 받는 것은 모두”라는 법문은 문언 그 자체가 매우 포괄적이어서 ‘과잉금지의 

원칙’을 정한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 

 물론 대부업법 제8조 제2항과 제15조 제2항 단서에서 “해당 ‘거래의 체결과 변제

에 관한 부대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이자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예외를 두고 있으나, 대통령령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것은 ‘담보권 설정비용’과 

‘신용조회비용’ 두 가지 뿐이다. 이를 반대 해석하면, ‘담보권 설정비용’과 ‘신

용조회비용’을 제외한 모든 비용과 손해배상금 및 지연배상금도 고유한 의미의 이

자가 아님에도 이자율 산정을 할 때에 포괄적으로 이자총액에 산입되는 모순이 발생

한다. 그러므로 제8조 제2항 단서의 예외조항에도 불구하고 대부업법상 ‘간주이

자’ 규정은 여전히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과 충돌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업법에 제8조 등에 대한 당국의 유권해석은 더 엄격하다. 

감독당국의 실무 지침서인  「대부업 관리·감독 지침」8)은 대통령령에서 예외로 정

한 ‘담보설정비용’마저도 등록세, 지방교육세 등 ‘담보권 설정에 필요한 직접 비

용’과 ‘간접비용’으로 구분하여 세금과 직접비용만을 예외로 인정한다. 이는 감

독당국이 ‘유권해석’으로 법령의 내용을 축소하거나 제한하는 사례로 본다면, 우

리 헌법상 ‘법치주의 원칙’과 충돌한다.  

 간주이자규정과 함께 법정 최고이자율을 실질적으로 낮추는 요인으로 대출이자에 

대한 단리계산(單利計算)의 문제를 들 수 있다.9) 비영리 목적의 소비대차에 적용되는 

「이자제한법」에서는 단리계산규정이 없다. 반면에 대부업자는 단 1회라도 단리계

산규정을 위반하여 이자를 수수했을 경우에는 설령 수령한 이자 총액이 최고이자율

을 초과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최고이자율 제한 위반으로 처벌을 받아야 한다.10) 이

는 감독당국과 지자체가 사실상 관리감독권을 행사할 수 없는 불법 사금융업자나 이

자제한법의 적용을 받는 사인(私人)간의 소비대차보다 대부업법의 적용을 받는 수범

자에게 훨씬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다. 왜냐하면 이자제한법보다 포괄적인 간주이자

8) 금융위원회,  「대부업 관리·감독 지침」, 2019 
9) 월(月) 또는 일(日) 기준으로 이자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대부업법상 단리(單利)로 환산해야 한다(대

부업법 시행령 제5조 제3항). 
10) 법제처 법령해석 06-0017(2016.3.24.), 대부업정책협의회(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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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으로 인해 명목상 최고 법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을 감수하면서도 언제든지 

형사 처벌될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대부업법상 고유한 의미의 이자가 아닌 ‘간주이자’가 내포한 개

념적 문제를 살펴보고, 현행 간주이자의 적용 범위가 법정 최고이자율 규제의 잠탈 

방지라는 본래 목적을 넘어서 광범위하게 설정되어 있지 않는지 검토해보고자 한다. 

또한 단리계산에 관한 유권해석으로 인한 문제점과 여신기관에 대한 단리계산 적용

의 예외가 갖는 문제점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다.

 이어서 대금업법상 법정금리상한제를 실시하는 일본과 다른 나라에서는 간주이자규

정을 두고 있는지, 두고 있다면 그 적용범위를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도 살펴보고 

우리 대부업법상의 간주이자규정과 비교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끝으로 

현행 간주이자규정과 단리계산규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2장 대부업법상 이자율 산정 

1. 이자율 산정방식의 변천 

 먼저 본 절에서는 검토 대상이 되는 대부업법상 금리상한규제의 역사적 경위 및 현

황을 정리하겠다. 근세 이후 우리나라에서 이자에 관한 규제는 1906년에 제정된 

‘이식규례(利息規例)’를 효시로 한다. 그러나 이식규례는 한일병탄에 이어 1911년 

이식제한령(利息制限令)으로 대체된다.

 가. 이식규례에 따른 이자율 산정 

 근세 이후 우리나라에서 이자에 관한 최초의 단행법으로는 1906년 9월 28일에 법률 

제5호로 반포된‘이식규례(利息規例)’가 있다. ‘이식규례’는 기존에 인정되던 국

전(國典)11)상의 이자 규정을 승계하는 한편 전통적인 일본일리(一本一利)의 원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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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화하였다는 점에서 입법적 의의가 있다.12) 또한 이식규례는 제1조에서 당사자끼

리 약정할 수 있는 최고이자율을 10분의 4(40%)로 제한하였으며, 이자에 관한 특약이 

없을 때에는 최고이자율을 10분의 2(연 20%)로 하였다. 연리 40%는 종래 행해져 오

던 대전회통(大典會通)에 따른 관변(官邊)인 ‘십이례(什二例)’의 두 배에 해당한다. 

아마도 을사늑약을 전후하여 연간 10분의 2라는 관변을 관철하기 어려웠던 시장 상

황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식규례에서 주목할 점은 이전보다 높아진 연간 최고이자율보다는 이를 월

변(月邊)에 적용한 판사들의 이자계산방식이다. 이식규례에는 단리환산규정이나 간주

이자와 같은 이자계산에 관한 규정이 없었다. 그 때문인지 몰라도 판사들은 채무자

가 지급해야 할 이자를 계산할 때에도 종전과 다름없이 ‘십이례’에 따라 이자계산

을 하였다고 판단된다.13) 왜냐하면 당사자끼리 이자약정이 없을 때 적용된 연 20%의 

최고이자율이 종래의 관변인 ‘십이례’와 같았기 때문이었다. 

 판사들이 ‘십이례’(什二例)에 따라 이자계산을 하였다는 것은 예컨대 법정이자율

인 연 20%를 월리로 계산할 때에 월 2%의 이자율을 적용했다는 것을 뜻한다. 이는 

당사자끼리 이자 약정이 존재할 때의 법정 최고이자율인 연 40%를 월변(月邊)으로 

계산할 때에도 마찬가지였다. 예컨대 1907년 6월 13일에 선고된 한성재판소 판결문

에 나타나는 “채무금 합계 5만 냥을 2푼의 이자로 5개월 치를 계산하여”14)라거나 

“합계 2천 냥을 을사년 9월부터 4푼의 이자로 계산15)”한다는 서술이 그렇다. 

 월 2푼(2%) 또는 월 4푼(4%)의 관변(官邊)은 19세기말에서 20세기 초까지 서울에서 

돈놀이를 하던 지규식(池圭植)16)이 기록한 하재일기(荷齋日記)의 내용과도 대체로 부

11) 이식규례(1906)가 반포되기 전에 조선에서 소비대차 및 이자를 규율하던 법은 『대명률(大明律)』과 
『대전회통(大典會通)』이었다. 

12) 과거에는 실무상 1년간의 이자만 받도록 하거나 일본일리(一本一利)를 받도록 하던 상황이 공존했었
다. 이러한 조건에서 ‘이식규례’는 제3조에서 이자의 총액이 원본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정하여 
이른바 ‘일본일리’를 명문화하였다. 조지만, “구한말 이자에 관한 연구”, 비교사법 제22권 3호(통권 
70호), 1254~5면.

13) 조지만, 위의 논문, 1258~9면.
14) 한성재판소 1907. 6. 13. 선고 광무 11년 제217호 판결, 조지만, 위의 논문, 1259면에서 재인용.
15) 한성재판소 1907. 10. 14. 선고 융희 원년 제348호 판결, 조지만, 위의 논문, 1259면에서 재인용.
16) 지규식(池圭植)의 직업은 사옹원 광주분원에서 분원자기를 제작하여 궁중에 공급하는 조달하는 공인

(貢人)이었다. 그가 쓴 하재일기에는 당대 서울의 경제생활이 그대로 투영되어 있다. 당시의 상품 및 
금융거래에 대해서 이만큼 자세한 정보를 찾아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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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한다.17) 하재일기 중 1891년의 기록을 위주로 살펴보면 각 월수전(月收錢)의 규모

는 100냥에서 500냥 수준이었으며, 대부 거래의 이자(邊利) 증식에는 일정한 관습 또

는 관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자에서 이자를 더하여 갚으라고 하는 것은 관례

에서 벗어난 것으로 인식되었다. 이자 지급은 만기에 원금과 일괄하여 이루어진 것

이 아니라, 월 단위로 지불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이자율은 대개 월 2푼, 2푼 5리, 3

푼, 즉 월 2~3퍼센트가 보통이었다. 월 5푼이면 높은 것으로 인식되었다. 이식규례에

서 정한 연간 최고이자율이나 십이례(什二例)에 따른 이자계산방식이 하재일기(荷齋
日記)가 쓰인 한일병탄(1910년) 이전의 관행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월 2~4%의 이자율은 12개월 연리(年利)로 환산하면 연 24% ~ 48%에 해당

한다. 어떻게 법정최고이자율을 상회하는 차이가 발생하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는 어느 일수쟁이의 회계장부를 보면 당시의 관

행을 짐작할 수 있다. 규장각에는 1890년부터 기록된 『순봉장책(順捧長冊)』, 『순봉

책(順捧冊)』, 『일봉책(日捧冊)』이 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들 장부에

는 1908년 초에 이르기까지 443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2,120건의 일수 거래가 기록

되어 있다. 이를 보면 예를 들어 100냥을 빌려가서 매일 1냥 2전씩 100일 동안 갚은 

경우와 매일 1냥씩 120일간 갚는 경우가 보인다. 그러나 둘 다 원리합계가 120냥이

므로 원금에 대한 이자의 비율이 각각 20%로 동일하다.18) 

 이처럼 빌려간 돈이 500냥이든 1000냥이든 빌린 돈의 액수에 관계없이 전체 일수 

거래의 열 건 중 아홉 건 이상에서 이자 비율이 균일하게 20%였다. 이러한 관행은 

전통적인 관변 20%가 반드시 12개월의 이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조지만의 연

구 결과와 일치한다. 

 흥미로운 것은 십이례(什二例)와 같은 이자율 산정방식이 오늘날의 전통시장 상인에

게서도 거부감이 없이 받아들여진다는 점이다. 예컨대, 전통시장의 자영업자들의 재

무관리에 관한 송지용·이희숙의 연구에 따르면 100일짜리 단기소액 대부를 쓰는 상

당수의 전통시장 상인들은 수수료를 제외한 이자총액이 원금 대비 총 20퍼센트이면 

17)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엮음, 규장각 교양총서 8 『일기로 본 조선』, 글항아리(2013), 339~340면
18)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엮음(조영준 집필), 규장각 교양총서4 『조선 전문가의 일생』, 글항아리(2010), 

358~37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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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들이 내야 하는 일수 이자율을 정률계산법에 따른 이자율인 181.1%로 인식하지 

않는다고 한다.19) 즉, 전통 시장 상인이 300만원을 빌렸을 때 수수료를 제외한 이자

총액이 60만원이면 이자율을 20%로 인식하며 그리 비싸다고 인식하지 않는다는 말이

다. 이를 미루어보면 조선시대의 십이례와 같은 이자계산방식이 오늘날에도 단기소

액대부에서는 여전히 합리성을 가질 수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나. ‘이식제한령’에 따른 이자율 산정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한제국의 이식규례(利息規例)에는 최고이자율을 정하면서 

동시에 이자의 총량 억제에 중점을 두었으나, 최고이자율 초과 여부를 판단할 때에 

이자 총액에 영향을 미치는‘간주이자규정’이 없었다. 그래서 재판소의 판사들은 

종래의 이자산정방식을 고수했다. 그 때문에 월 단위로 계산된 이자총액이 연리로 

환산했을 때와 일정한 차이가 있었다. 그럼에도 달리 문제되지 않았다는 것은 하재

일기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월수가 해를 넘기지 않았다거나 일수놀이의 만기가 

대체로 100일 전후로 길지 않았던 것과 일정한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1911년에 총독부령으로 이식규례를 대체한 ‘이식제한령(利息制限令)20)’에

서는 이자의 총액을 제한하는 전통적인 일본일리 원칙이 폐기되었고, 최고이자율만

을 제한하였다. 또한 이와 함께 종래에 조선에서 볼 수 없었던 ‘간주이자’ 규정이 

도입되었다. 당시 이식제한령 제3조에 따르면 사례금, 수수료, 교통비, 체당금 기타 

명목으로 채권자가 받는 것을 이자로 간주되었다. 따라서 예컨대 대출 사례금을 이

자로 간주하여 이자율 상한을 초과하는 부분은 동령 제4조에 의해 무효가 된다. 

 간주이자 규정을 포함한 이식제한령의 규정 체계는 1962년 대한민국의 이식제한령 및 

구 이자제한법 그리고 2007년의 새로운 이자제한법에도 그대로 승계되었다. 또한 법제사

적 검토 없이 2002년의 대부업법에도 같은 취지의 간주이자규정이 도입되었다. 이를 미

루어 보면 대부업법을 비롯한 우리나라의 이자제한 법규의 원형은 대한제국의 이식규례

가 아니라 1911년 일제 강점기 조선총독부가 공포한 이식제한령이라고 할 수 있다.   

19) 송지용·이희숙, “전통시장 자영업자의 재무관리와 자영업 이용”, ｢Financial Planning Review｣, 제
7권 4호, pp.21-42

20) 서기(西紀) 1911년 제령 제13호 「이식제한령(利息制限令)」.



- 10 -

 다. 간주이자규정에 대한 법제사적 검토

 대출사례금 및 체당금 등을 이자로 간주하는 규정은 조선에서는 전에 없던 것이었

다. 조일수호조규(朝日修好條規)21) 이전에 조선에서 빚쟁이에 대한 사례금이나 수수

료를 수수하던 관행에 대한 보고나 이에 대한 규제 사례를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간주이자’규정이 조선에 도입된 것은 1877년(明治 10年)에 제정된 일본의 이식제

한법의 영향으로 보인다.22) 일본에서는 최근에도 금융기관의 대출커미션(수수료)을 

수수하는 상사의 관행에 항거하는 은행 직원의 이야기가 드라마23)로 만들어질 정도

로 커미션을 수수하는 관행의 뿌리가 깊다.24) 

 일본 이자제한법이 공포된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아도 명치(明治) 10년(1877년)에는 

‘보신전쟁’(戊申戰爭)에 이어 ‘세이난전쟁’(西南戰爭)25)이 발발했다. 연이은 내전

비용을 조달하고 부족한 정부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메이지 정부는 불환지폐인 ‘태

정관찰(太政官札)26)’과 소액권인 ‘민부성찰(民部省札)’ 등을 대량으로 발행하였다. 

물가는 배로 오르고, 대출 금리가 치솟았다. 이처럼 신용할당(credit allocation)이 심

화된 상황에서는 부족한 담보 또는 낮은 신용으로 대출을 받기 위해서 수수료나 사

21) 앞서 청전금수조치(淸錢禁輸措置)를 단행했던 조선은 1876년에 체결한 조일수호조규 제7조에서 일
본에게 금 태환이 불가능한 일본의 불환지폐(不換紙幣)를 조선에서 통용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부여하였다. 이를 통해 일본 메이지정부는 통화발행권을 조선으로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22) 조선과 중국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국가들은 1870년대 초까지는 은본위제나 복본위제를 채택하였다. 
당시 금본위제를 채택한 영국은 예외적인 사례에 속했다. 그러나 1870년대부터 미국과 독일을 비롯
한 서구 국가들이 영국의 금본위제를 본받기 시작했고 메이지 신정부도 1868년에 금본위제를 염두
에 둔 불태환 지폐를 발행하였다. 

23) 조선일보, “日열도 홀린 드라마 '한자와 나오키(半沢直樹)'”, 2013.9.26.
24) 2014년 우리나라 은행들이 도쿄지점에서 부당대출 사례가 잇따랐다. 원인과 배경에 관한 노컷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유독 도쿄지점에서만 부당대출 사례가 잇따른 것은 대출 수수료를 수수하는 일본식 
금융관행 때문이라는 것이다(노컷뉴스, [Why뉴스]"국내은행 도쿄지점 왜 부당대출 발생했나?"(2014. 
4.14.). 

25) 세이난 전쟁(西南戦争)은 1877년(메이지 10년)에 일본 서남부 지방인 규슈의 구마모토현·미야자키현·오이
타현·가고시마현 등에서 사이고 다카모리가 주도하여 일으킨 사쓰마 번 사무라이의 무력 반란이다.

26) 태정관찰(太政官札, だじょうかんさつ)은 메이지 신정부의 수반인 태정관(太政官, だじょうかん)이 
1866년에 발행한 지폐이다. 메이지 정부는 막부정치 복원을 바라는 세력과 벌인 보신전쟁 (戊辰戦
争)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여야 했으며 내전으로 위축된 농공업 생산력을 장려하기 위한 재정이 부
족했기 때문이다. 태정관찰(太政官札)은 금과 태환(兌換)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금찰(金札)이라고도 
했다. 그러나 정화(正貨)인 금의 비축량이 부족하여 사실상 불환(不換) 지폐였다. 또한 제도적으로 
발행량과 유통량에 제한이 없었기 때문에 지폐의 시장가는 액면가보다 낮았다. 또한 태정관찰의 유
통은 상업이 발달한 대도시에 국한되었다. 발행당시의 액면가는 10兩(료), 5兩, 1兩, 1分(부), 1朱
(슈)로 총 5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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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금, 체당금을 수수하는 일이 흔하다. 자금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사

례금이나 교통비를 건네도 낮은 이율의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다면 대출 이용자에

게 이득이기 때문이다. 메이지 신정부의 ‘이식제한법’상 간주이자 규정은 이와 같

은 시대적 상황을 전제한 것이었다. 

 조선에서 전문적인 대금업자가 나타난 것은 우리나라의 통상 자주권이 훼손당한 

1876년 ‘조일수호조규(朝日修好條規)’ 체결 이후부터이다. 일본 상인 및 은행과 함

께 대금업자들이 진출하면서 기한(期限), 이자, 전당물 보관 방법 등에 관하여 대금업

에 관한 일본의 특수한 관습을 조선에 관철시켰다. 

 일본식 대금업 및 전당업은 1897년 이후로는 조선인 사이에도 널리 행해졌다.27) 그

러나 자금력에서 우위를 가진 일본계 대금업 및 전당업자는 채무자에게 선이자 수취

를 요구했고, 담보가 없으면 다섯 명의 연대 보증인을 세우도록 하였다. 담보물에 대

해서 감정가의 3할 정도만을 대부하고 이율은 월 3푼에서 5푼까지 받았다.28)

 이를 보면, 일본 화폐가 조선에 유통되면서 일본계 은행이나 전당포 및 대금업자가 

조선에 활발하게 진출하던 시기에 일본에서 존재하던 선이자 수취 등의 대출 관행이 

조선에도 이식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선이자 수취의 관행은 일본 화폐의 통

용과 금융지배라는 조건과 결합하면 조선인 채무자에 대한 약탈적 성격이 두드러질 

수 있었다.29) 

 

 하지만 조선총독부가 공포한 이식제한령은 대한제국의 이식규례와 달리 이자의 원

본산입을 금지하거나 이자가 원금을 상회하는 경우와 같은 총량을 제한하는 규제를 

두지 않았다. 또한 1954년 이전 일본에서는 최고금리 위반자를 처벌하는 「출자의 

수입, 예금 및 금리의 수취에 관한 법률｣30)(이하 ‘출자법’이라 함)과 같은 법률이 

27) 朴準埰, “開港期 金融改革의 史的 分析-外國係 銀行의 侵略을 中心으로-”, 「국사연구」, 25면, 
28) 한영국, 「한국문화사대계Ⅱ」, 삼진사, 1973, 81면, 윤상덕, “이자규제의 역사적 고찰 및 개정 이자제

한법의 방향”, 「법학연구」 제44호, 한국법학회(2011), 136면 재인용.
29) 1905년 러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한 이후에 일본의 제일은행은 조선의 중앙은행 기능을 맡아 금융

정책을 좌지우지했다. 또한 일본의 화폐개혁이 이루어지던 1905년에 조선인은 상평통보와 백동화를 
사용했는데, 백동화는 질에 따라서 갑, 을, 병으로 나뉘었는데 병종은 교환에서 제외되었다. 이러한 
정보를 알고 있던 일본계 은행은 병종 백동화를 미리 처분하였으나, 조선계 은행은 그러하지 못하여 
파산하거나 일본계 은행에 흡수되었다.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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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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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법정 최고이자율이나 간주이자 관련 규정은 기능상 ‘선언

적 조항(declarative clause)’으로 머무를 가능성이 높았다. 더욱이 이식제한령으로 

채무자가 자신이 채권자에게 제공한 대출 사례금, 교통비, 체당금 등을 이자총액에 

합산시킬 수 있는 법적 기회는 가질 수 있겠지만, 사례금 등을 지불해야할 만큼 신

용할당이 심화된 조건에서 비대칭적 위치에 있는 이용자가 이를 활용할 가능성은 그

만큼 낮기 때문이다. 기실 메이지 시대 이식제한법은 일본에서도 사실상 준수되지 

않았고 고리 금융이 보통이었다고 한다.31) 

 위와 같은 법제사적 맥락을 보면 메이지 시대의 이식제한법이나 조선총독부가 공포

한 이식제한령은 일본과 조선에서 물가가 앙등하고 시중에 자금의 공급 부족이 심화

되어 대출 이자가 치솟는 경제적 상황을 배경으로 만들어진 입법이다. 이런 경우에

는 부족한 담보 또는 낮은 신용으로 대출을 받기 위해서 수수료나 사례금, 체당금을 

수수하는 일이 흔하다. 

 같은 맥락으로 연리 109.5%가 넘는 이자 수취를 처벌하는 출자법(1954년)이 만들어

지기 직전의 일본의 경제상황이나 이자제한법이 제정되던 1962년 한국의 경제 상황

도 매우 좋지 않았다. 패전 후 한국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 일본의 소비자 물가는 79

배, 도매물가는 60배 상승하였다. 이를 억제하고자 실시한 ‘화폐개혁’과 ‘공정물

가제’는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지하경제만 키우게 되었다. 한국에서도 전후 

‘삼분(밀가루·설탕·시멘트) 폭리사건’이 일어날 정도로 쌀과 같은 필수소비재의 

값이 폭등하여 전체적인 물가가 치솟았다. 

 반대로 중앙은행의 저금리 정책으로 자금 공급이 풍부하고 시장에 유동성이 천조 

원을 상회하는 작금의 상황에서는 무리해서라도 대출을 받기 위해 사례금이나 교통

비를 건네는 일이 흔히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따라서 현행 대부업법상 간주이

자 규정은 메이지 시대나 일제총독부 통치하의 조선 실정과 부합할지 몰라도 작금의 

시대적 상황과는 유리되어 있다.  

法)｣). “출자법”은 모든 금전 대차거래를 형사적으로 규제하는 법으로 대금업법이 제정되기 이전인 
1954년에 제정되었다. 동 법률에서는 출자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는 자에게 처벌을 부
과하고 있다(동법 제5조). 1954년 법 제정 당시에는 형사 처분 금리가 109.5%였으나 점차 인하하여 
83년에는 73%, 86년에는 54.75%, 91년에는 40.004%. 2000년에는 29.2%이었다. 그리고 2006년 12
월 13일 개정 출자법은 법정최고이자율을 '이식제한법'과 동일하게 15～20%로 인하하였다. 

31) 金融取引の多様化を巡る法律問題研究会, “金融取引の適用範囲の方向”, 日本銀行金融研究所, 2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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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날 대부업법상 법정 최고이자율은 풍부한 유동성에 기대어 ‘선언적 조항

(declarative clause)’으로 기능했던 과거에 비해 현저히 낮아졌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대부업법상 간주이자 관련 규정은 매우 포괄적이어서 일제 강점기와 달리 ‘명목

상 최고이자율을 추가적으로 인하하는 효과’를 발생시키고 있다.

2. 이자와 간주이자의 의의

     

 가. 이자의 개념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이자(利子)란 말을 쓰지 않았다. 자전·길미·변리(邊
利)·이식(利息) 등 시대의 변천과 거래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다른 말을 사용하였

다. 이 중에 자전(子錢)이란 원본(元本)인 모전(母錢)에서 ‘새끼를 친 돈’을 의미한

다. 원본인 모전(母錢)이 새끼를 쳤다는 것은 사용기간에 비례하여 채권자가 대가를 

받았다는 것을 뜻한다. 그런 의미에서 ‘자전’이라는 용어는 “원본인 금전 또는 

대체물을 사용한 대가”로서의 이자의 법률적 개념과 상통한다. 

 그런데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이자란 “남에게 돈을 빌려 쓴 대가로 치르는 일

정한 비율의 돈”이다. 이를 보면 “빌려준 돈이나 예금 따위에 붙는 이자 또는 그 

비율”을 뜻하는 ‘금리(金利)’와 내용상 유사하다. 그럼에도 이자와 용어를 달리 

하여 ‘금리’라고 하는 것은 관점의 차이에서 비롯한 것이 아닌가 한다. 즉, 금융사

업자의 관점에서는 사인(私人)간 소비대차에서 수수되는 이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

는 여신기관이 받는 이자를 달리 구별하여 ‘금리’라고 부르는 것이 의미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에 우리 민법에서는 ‘이자’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있지는 않다. 그렇지

만 민법 제101조 제2항에서는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은 법

정과실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때 법정과실의 대표적인 사례가 ‘이자’라고 이

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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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과실의 대표 사례로 이자를 정의할 때에는 대체로 ‘이자란 금전 기타 대체물

을 소비하는 대가로서 수익 여부와 상관없이 원본액과 사용기간에 비례하여 지급되

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라고 한다.32) 이와 같은 법률상 이자의 개념으로부터 도출

할 수 있는 제일 특성은 이자가 ‘원본의 사용대가’라는 점이다. 여기에 더해 이자

는 사용기간과 비례하고 ‘사용대가의 제공’이 ‘수익 발생여부와 무관하다’는 점

이 강조된다. 따라서 법률상 이자의 개념적 특징은 ①‘이자가 원본 사용의 대가’

라는 점과 그 대가는 ②‘수익여부와 무관’하며, ③‘사용기간에 비례’한다는 것

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법률상 이자 개념에서는 사전적 정의와 달리 차용(借用)의 대상을 금전의 대

체물까지 확장한다. 즉, 금전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대체물, 예컨대 쌀과 같은 현물

화폐의 제공으로 인한 사용의 대가인 ‘이자’까지 아우른다. 물론 오늘날에는 화폐

경제의 발달에 따라 예전처럼 쌀이나 면포(綿布)와 같은 현물화폐를 빌려 주는 일이 

드물지만, 금지된 것은 아니다. 

 나. 이자와 연체이자의 구별 

 법률상 이자의 개념적 특징에 주목한다면,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지급

하는 ‘지연배상금’은 원본 사용의 대가가 아니라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이다. 왜냐하면 지연배상금은 실무상 ‘연체이자’ 또는 ‘지연이자’라고 불리지만 

성질상 손해배상금이기 때문이다.33) 

 대법원 판례도 “지연손해금은 그 성질이 손해배상금이지 이자가 아니며, 민법 제

163조 제1호의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도 아니므로 3년간의 단기소멸시효의 

32) 김상용(2009), “채권총론”, 화산미디어. 58면; 김준호(2016), “채권법”, 법문사. 35면; 김형배·김규완·김명
숙(2013), “민법학강의”, 신조사, 904면; 노종천(2017), “채권총론”, 동방문화사. 41면; 백경일(2015), “채
권총론”, 고래시대, 195면; 송덕수(2015), “채권법총론”, 박영사, 84면; 이덕환(2014), “채권총론”. 율곡미
디어, 57면; 조승현·고영남(2014), “민법총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105면.

33) 김상용(2009), 위의 책. 59면; 김준호(2016), 위의 책, 법문사. 35면; 김형배·김규완·김명숙(2013), 위
의 책, 904면; 노종천(2017), 위의 책, 41면; 백경일(2015), 위의 책, 506면; 송덕수(2015), 위의 책, 
박영사, 84면; 이덕환(2014), 이덕환(2014), “채권총론”. 율곡미디어, 58면; 조승현·고영남(2014), 앞
의 책, 106면; 제철웅, “지연이자 및 부당이득으로서의 이자”에 대한 지연배상청구권, 비교사법 제32
호, 한국비교사법학회, 2006, 225～227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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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았다.34) 이 밖에 대법원은 “금전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

대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한 후에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이행함으로

써 원래의 금전채무는 소멸하여 그 범위에서 채권자의 채무이행청구는 기각될 수밖

에 없고 이제 그 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의 배상만이 남게 된 경우에 그 

지연손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에 대하여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

법’ 제3조상의 이율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지연손해

금’을 이자로 보지 않았다.35) 

 하지만 대부업법 제8조 제2항과 제15조 제2항에서는 고유한 의미의 ‘이자’가 아

닌 ‘연체이자’도 이자로 간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즉, 이자로 간주할 수 있

는 대상이 광범위하다. 예컨대 대부업법 제8조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체

당금(替當金)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

자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라는 법문은 매우 

포괄적이다. 과연 어디까지가 이자로 간주될 수 있을지 확정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

에  ‘과잉금지의 원칙’을 정한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배된다.   

 실제로 법제처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는 연체

이자를 간주이자의 하나로 설명한다.36) 

 “대부업체 상한금리는 통상이자, 연체이자, 수수료 등 고객에게 받는 일체의 대가

성 금전을 포함해 연 24%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대부업법」 제8조 제2항, 「대부

업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따라서 약정이자율이 24%라면 이용자가 두 달 정도 이

자를 연체하더라도 별도의 연체이자를 낼 필요가 없다”

34) 대법원 1989.2.28.선고 88다카214 판결, 대법원 1995.10.13. 선고 94다 57800 판결; 대법원 
1998.11.10. 선고 98다42141판결.

35) 대법원 2010.9.30. 선고 2010다50922 판결.
36)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http://www.easylaw.go.kr): “이자율 산정 시 기 약정한 이자가 최고금리

인 연 24%를 지급하고 있으므로 채무자가 연체를 하더라도 기간에 따른 통상이자만 지급하면 되고 
별도의 연체이자는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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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연체이자는 손해배상금이지 ‘대가성 금전’이 아니

다. 후술하는 프랑스 소비법이나 싱가포르 대금업법, 미국의 급여일 대출(payday 

loan) 등에서도 이자와 연체이자(late interest)를 구분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대부업법과 시행령에서 이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 

  

 다. 대부업법상 간주이자의 문제점 

 간주이자(看做利子)란 고유한 의미의 이자가 아니지만 ‘이자로 간주하는 것’을 가

리킨다. 무엇이 이자로 간주될 수 있는지에 관해서 대부업법 제8조 제2항과 제15조 

제2항에서는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

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본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37) 

 여기에 더해 감독당국의 실무 지침서인 「대부업 관리·감독 지침」38)은 “약정이

자, 간주이자, 연체이자, 선이자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업자가 받은 모든 것을 

이자로 본다.”고 하여 법령과 동일하게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업자가 받은 모

든 것”을 간주이자로 정의한다. 다만, 간주이자의 사례로 채무자의 연체로 인한 손

해배상금인 ‘연체이자’를 추가적으로 예시하고 있을 뿐이다. 

 “명칭을 불문하고 대부업자가 받은 모든 것”을 이자로 간주한다면 이자의 범주가 

그 개념적 특성과 무관하게 무한히 확대될 수 있다. 따라서 ‘P2P대출’이나 ‘트랜

잭션 뱅킹(Transaction Banking)39)’처럼 수수료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유형의 영

업방식이 출현할 경우에 그 판단기준에 관하여 사법적 판단이 이루어지기에는 실무

상 제약과 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40) 아니면 대부업법을 개정하거나 특정융자계

37) 이자제한법 제4조 제1항은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자제한법 제4조 2항은 “채무자가 금전대차와 
관련하여 금전지급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의무 발생의 원인 및 근거법령, 의무의 내용, 거
래상 일반원칙 등에 비추어 그 의무가 원래 채권자가 부담하여야 할 성질인 때에는 이를 이자로 본
다.”는 조항을 추가하여 간주이자 확장의 여지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38) 금융위원회,  「대부업 관리·감독 지침」, 2019 
39) 트랜잭션 뱅킹이란 은행이 기업 고객들에게 자금 관리 서비스(Cash Management System: CMS) 

뿐만 아니라 지급결제, 신탁, 사무수탁, 무역금융 등 수수료를 창출하는 모든 사업을 가리킨다. 은행 
입장에서는 이자수익보다 높은 수수료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 분야이다. 자기자본 소요량과 위험성
이 낮고 수익성은 높은 편이라 금융위기 이후 서구와 일본의 금융회사들이 적극 확장해 나가는 분야
이다. 서정호, “트랜젝션 뱅킹의 현황과 확대방안”, 「주간 금융브리프」 제19권 49호(2010.12.11. ~ 
12/17), 8면

40) 머니투데이,“‘수수료’도 이자일까? …오락가락하는 '이자'의 정체”(2018.03.16.) 
    출처: http://news.mt.co.kr/mtview.php?no=2018031410538290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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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Commitment Line)에 관련된 수수료에 대해서 대부업법에 관한 예외를 인정하는 

일본의 「특별한정융자한도계약에 관한 법률」41)과 같은 법률을 제정하여 입법의 흠

결을 보완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대부업법과 달리 2011년에 신설된 이자제한법 제4조 제2항에서는 간주이자의 판단

기준을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채무자의 금전지급의무 발생의 원인 및 근거

법령, 의무의 내용, 거래상 일반원칙 등에 비추어 그 의무가 원래 채권자가 부담하여

야 할 성질이면 이자로 봐야 한다.” 즉, 모든 비용과 수수료를 일괄적으로 이자로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의 금전지급의무가 거래의 구체적인 조건과 일반원칙에 

비추어서 본래 채권자가 부담하여야 할 성질인지를 가려서 이자로 간주한다는 것이

다. 하지만 실무상 어떤 것이 채권자가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비용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명료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업법에는 이자제한법과 같은 판단기준조차 제시되어 있지 

않다. ‘간주이자’가 여신업무 등에 끼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현

행 대부업법은 ‘간주이자’에 관하여 일정한 판단 기준을 제시할 수 있도록 입법적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다면 새로운 유형의 대출 방식이 출현하여 대부업법의 적용을 받는다면 

간주이자를 어디까지 적용할 것인지에 관한 해석상 혼란은 필연적이기 때문이다. 예

컨대 ‘트랜잭션 뱅킹’처럼 수수료를 기반으로 하는 선진 은행들의 영업 방식을 도

입하는 일이 대표적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대 중반부터 은행들이 외부사업자와의 제휴를 통해 동 사업

을 본격화했다. 특히 은행들은 무역거래를 돕는 수출입금융을 중심으로 거래 기업을 

위해 ‘자금관리서비스 시스템(CMS)’을 구축하여 영업을 하고 있다.42) 

41) 特定融資枠契約に関する法律(平成 十一年 法律 第四号).
42) 서정호, “트랜젝션 뱅킹의 현황과 확대방안”, 「주간 금융브리프」 제19권 49호(2010.12.11. ~ 

12/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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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은 ‘CMS’를 통해 거래하는 금융회사의 계좌 정보를 한 곳으로 집중시킨 다

음 실시간으로 조회하여 유동성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인력과 비용도 절감

할 수 있다. 아울러 재무정보의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소기업과 소상공인도 트

랜잭션 뱅킹을 적극 활용하여 신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여신기관은 대

금의 지급 및 수납, 장·단기 현금흐름 예측을 통해 자금 조달 및 투자정책을 수립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트랜잭션 뱅킹이 안정적인 수익모델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의 기능개

선과 함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대부업법상 수수료 등 부대비용을 이

자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P2P 대출 가이드라인」에서 플랫폼 매칭 수수료와 부대비용을 이자로 간

주하는 것처럼 고객과 대출약정(Commitment Loan)을 체결하고 고객의 자금사정에 

따라 며칠짜리 초단기 대출을 일정한 기간 동안 수시로 실행해주는 대신 수수료를 

받는 영업모델도 대부업법상 ‘간주이자’ 규정과 이자율 단리계산에 관한 유권해석

으로 인해 일정한 제약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라. 간주이자 예외 규정의 문제점

 

 대부업법 제8조 제2항 단서에서 “해당 ‘거래의 체결과 변제에 관한 부대비용’으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이자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예외를 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령에서 예외로 정하는 것으로는 ‘담보권 설정비용’과 ‘신용조회비

용’ 두 가지 뿐이다. 

 이를 반대 해석하면, ‘담보권 설정비용’과 ‘신용조회비용’을 제외한 모든 비용

과 손해배상금 및 지연배상금이 대부업법에 따른 이자율 산정을 할 때에 이자로 간

주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르면 이자의 개념적 특성과 충돌하는 모순이 있음에도 헌

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법령이 이자로 간주되는 수수료와 금융비용의 

범위를 광범위하게 강제하는 모순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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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아가 소관법령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대통령령에서 예외로 정

한 담보권 설정비용도 일부만이 예외로 인정되고 나머지는 이자로 간주하여 모순을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담보권 설정비용을 ‘직접필요비용’과 ‘간접필요비용’으로 구분하

여 ‘간접필요비용’을 이자로 간주한다. 「대부업 관리·감독 지침」에 따르면 담

보권 설정에 필요한 ‘직접필요비용’이란 예컨대 저당권, 가등기담보, 매도담보, 양

도담보 설정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등록세, 지방교육세 등 ‘담보권 설정에 필요한 

직접 비용’을 가리킨다. 반면에 ‘담보권 설정에 필요한 간접필요비용’이란 담보

권 설정 및 채무집행을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지불되는 감정비용, 공증비용, 변호

사·법무사 비용 등도 대부업자가 수취했다면 이자로 간주된다.43) 

 달리 말하면 담보대출이 채무자를 위한 것이고, 채무자가 제공한 담보가 어느 정도 

가치를 갖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이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자 하는 감정비용을 

채권자 부담으로 한다는 것은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반한다. 또한 ‘과잉대부’

를 금지하고 있는 대부업법 제7조에 따르면 “대부업자는 대부계약을 체결하고자 하

는 자의 재력·신용·부채상황 및 변제계획 등을 감안하여 변제능력을 초과하는 대

부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러한 ‘과잉대부금지의 원

칙’은 신용대출뿐 아니라 담보대출에서도 마찬가지로 관철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담보물에 대한 과대평가는 변제능력을 상회하는 과잉대부를 초래할 수 있고, 대부자

에게는 불측의 손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담보물에 대한 감정평가는 

오로지 대부자를 위한 것만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소비대차거래를 하는 여신기관 및 대부업체에게 담보설정

이나 공증사무는 반복적인 일이다. 따라서 이를 처리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특화된 변

호사나 법무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면 대출 건수에 반비례하여 비용을 절약할 수 있

다. 대출비용 절약은 대출거래의 당사자 양방에게 이로운 일이다. 따라서 담보설정 비

용 등을 간접필요비용으로 구분하여 일괄적으로 이자로 간주하는 금융위원회의 유권해

석은 비용절약으로 인한 거래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기능할 수 있다.     

43) 질의회신사례: 금융위원회, 「대부업 관리·감독 지침」, 2019.03, 7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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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대부업 관리·감독 지침」에 따르면 대통령령에서 예외로 정한 ‘담보권 설

정비용’조차 지방교육세 등록세와 같은 세금이 아니라면 모두 이자로 간주된다. 법

령을 해석하는 정부행정기관이 내린 유권해석은 법률상 구속력은 없지만 ‘관철

력’44)이 있다. 따라서 감독 당국의 유권해석이 헌법상 ‘법치주의 원칙’과 ‘과잉

금지의 원칙’에 부합하는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마. 간주이자 규정의 입법취지와 해석

 대관절 대부업법은 왜 광범위한 간주이자규정을 두었을까? 관련하여 2002년 대부업

법 제정 당시의 ‘제정이유’를 살피면 제8조 제2항의 간주이자 규정을 둔 이유에 

관해서 아무런 언급이 없다.45) 단지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가 개인 또는 소규모 법

인에 대하여 금전을 대부하는 경우 3천만원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

의 대부금액에 대한 이자율은 연 100분의 70의 범위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

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법 제8조)”이라고 하여 동법 제8조 1항의 이자율 상한에 관

한 골자만을 밝히고 있다. 

 반면에 대법원 판결문에서는 ‘간주이자규정’의 입법 취지를 찾아 볼 수 있다. 2015

년 ‘대부업법 위반 및 위반방조 사건’ 판결문에서 대법원은 “대부업법 제8조 제2항

의 취지는 대부업자가 사례금·할인금·수수료·공제금·연체이자·체당금 등의 명목

으로 채무자에게서 돈을 징수하여 위법을 잠탈(潛脫)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탈법

행위를 방지하는 데 있다”라고 설시한다.46) 물론 이와 같은 입법 취지에 관한 설시 

근거는 판결문에 드러나지 않는다. 하지만 골자는 2007년에 제정된 새 「이자제한법」 

제4조 간주이자의 취지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이자제한법」제정 이유47)에서는 간주이

44) 관철력이란 집행과정에서 관철될 수 있는 고도의 가능성을 말한다. 그렇지만 유권해석의 관철력은 
일종의 가능성이기 때문에 국가기관이 기왕의 유권해석을 재량으로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45)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에 관한 법률(법률 제6706호, 2002. 8. 26, 
제정, 시행 2002. 10. 27.), 제정·개정문.

46)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도8289 판결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대부업
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방조]

47)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이자제한법(법률 제8322호, 2007. 3. 29. 제정, 시행 2007. 6. 30.), 
[제정·개정문] 나. 간주이자(법 제4조) : 이자의 최고한도를 면탈하려는 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채
권자가 할인금·수수료·공제금 등 명칭에 불구하고 금전대차와 관련하여 채무자로부터 받은 것은 이
자로 보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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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를 이자제한법의 주요내용으로 소개하면서 “이자의 최고한도를 면탈하려는 탈법행

위 방지”를 입법 취지로 설명한다. 

 한편 대법원 판결문에는 「이자제한법」의 제정 이유에 나오는 ‘면탈(免脫)’이라

는 용어와 달리 ‘잠탈(潛脫)’이라는 말이 쓰이고 있다. ‘면탈’은 “죄나 책임에

서 벗어남”을, 잠탈은 사전적으로 “규제나 제도 따위에서 교묘히 빠져나감”48)을 

뜻한다. 의미가 서로 통하는 말이지만 「이자제한법」 상 ‘면탈’과 달리 ‘잠탈’

이란 용어는 우리나라에서보다 일본 「이식제한법」상 간주이자 규정(제3조)의 입법

취지 등에서 더 자주 볼 수 있다. 예컨대 1957년의 이식제한법 입안 관계자는 ‘간

주이자’ 규정의 취지를 이자제한의 ‘잠탈방지’로 설명한다.49)  

 “채권자는 때때로 원리금의 변제를 받는 것 외에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조사료 

등을 징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들 대부분은 원본 사용의 대가, 즉 이식(利息)의 실

질을 가질 뿐만 아니라 이러한 명칭으로 이식의 제한을 잠탈하지 못하도록 방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이자로 간주했던 것이다. 무엇보다 계약의 체결 및 채무 변제

의 비용으로서의 실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원본 사용의 대가는 아니므로 이를 이식

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중략- ”

  

 이에 따르면 간주이자규정의 취지는 이식의 실질을 가지고 있는 사례금 등을 징수하여 

「이식제한법」상 이식 제한규정의 잠탈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반면에 계약의 체결 

및 채무 변제의 비용으로서의 실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원본 사용의 대가가 아니므로 

이를 이자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하여 예외기준을 ‘비용의 실질’에 두고 있다. 

 이러한 설명은 ‘담보권 설정비용’조차 지방교육세 등록세와 같은 세금이 아니라

면 모두 이자로 간주하는 「대부업 관리·감독 지침」보다 논리적인 이해가 가능하

다. 따라서 간주이자규정의 예외를 ‘비용의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대부

업 관리·감독 지침」과 달리 계약서 작성비나 감정·공증·변호사·법무사 비용 등

과 같은 거래체결비용과 ‘채무변제에 관한 비용’인 담보설정비용이나 독촉비용도 

간주이자규정의 예외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48) 표준국어대사전
49) 吉田[1954] 67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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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자율의 산정

 

 가. 현행 이자율 산정방식

 원본 사용의 대가인 이자의 상한에 관해서 현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과 「이자제한법」에서 각각 규제하고 있다. 

「이자제한법」은 개인 간 대출 거래에서 이자상한을, 「대부업법」은 은행 등 여신

금융기관과 대부업체 등 영리목적의 소비대차를 영위하는 사업자 및 불법 사금융업

자의 대출상품에 대한 금리의 상한을 각각 규제한다.50) 

 「대부업법」상 금리의 상한에 대한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자율 산정이 

필요하다. 이자율 산정에는 고유한 의미의 이자(통상 이자)에 간주이자를 더해야 한

다. 현행 대부업법의 규정과 「대부업 관리·감독 지침」상의 해석을 종합하면, 손해

배상 예정의 성격을 갖는 ‘연체이자’와 ‘중도상환수수료’에 더해 계약서 작성비

나 감정·공증·변호사·법무사 비용 등과 같은 거래체결비용과 취급수수료 및 ‘채

무변제에 관한 비용’인 독촉비용 등도 포괄적으로 이자로 간주된다. 

 나. 단리환산의 문제점

 현재, 월(月) 또는 일(日) 기준으로 이자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대부업법상 단리(單
利)로 환산해야 한다(시행령 제5조 제3항). 

 예컨대, 대부업법의 적용을 받는 대부계약에서 최고이자율 초과여부를 판단할 때에 

단리 또는 복리환산이 문제가 된다. 이 경우에 대부업자는 단리로 계산해야 한다.  

50) 우리나라에서 최고이자율 규제를 이원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대부업법에 따라 관리감독을 받는 등록 
대부업자에게 특례금리를 인정하기 위한 것이었다. 특례금리란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 간에 발생하
는 최고이자율 차이를 말한다. 하지만, 2018년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두 법률상의 최고이자율이 
일원화되어 금리차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최고이자율만 보면 이자제한에 관한 법률 규정이 체
계상 이원화될 이유가 사라졌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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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더하여 단리환산은 납입 주기별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법제처의 법령해석

이다. 달리 말하면 법정 최고이자율은 연 24%를 초과하는 것을 금지할 뿐 아니라, 

변제기 외에 일 또는 월 단위로 이자납입주기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단리로 환

산한 이자율도 일(日) 0.0657%, 월(月) 2% 등을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이에 위반하여 사업자가 단 1회라도 단리환산규정을 위반하여 이자를 수수했을 경우

에는 설령 수령한 이자 총액이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최고이자율 

제한 위반으로 형사 처분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법제처의 해석이다.51) 그런데 비영

리목적의 소비대차에 적용되는 이자제한법에서는 이와 같은 단리환산규정이 없다. 

제3장 최고이자율 산정방식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1. 서설

 종래 금리상한규제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를 검토하는 선행연구52)들이 상당수 존재

한다. 그러나 대부분 외국의 명목상 최고금리만을 살피거나 우리나라 대부업법이나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과 평면적으로 비교하는데 그쳐서 오해의 소지가 적지 않았

다. 예컨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제출한 이자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신

학용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서(2013. 12. 18.)가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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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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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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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금리 중 낮은 금리, 일본의 경우 대출금액에 따라 연 15%에서 20%를 제한이율로 

51) 법제처 법령해석 06-0017(2016.3.24.), 대부업정책협의회(2018)
52) 2005년도 이후의 대표적 선행연구로는 다음의 것을 들 수 있다. 정찬우ㆍ이건범ㆍ강경훈, ｢대부업 제도의 

개선방안｣, 한국금융연구원, 2005; 한국산업개발연구원/한국질서경제학회, ｢소비자금융 민간백서｣, 한국대
부소비자금융협회, 2005; 최인방, “대부업의 최근 동향과 향후 과제”, 한국은행, 2006; 김대정, “현행법상 
이자제한에 관한 연구”,『중앙법학』제9권 제2호, 중앙법학회, 2007; 이은희, “영국 소비자신용법상 부당한 
신용거래의 규제”, ｢법제(2007.03)｣, 한국법제연구원, 2007; 한정미, “서민금융이용자보호를 위한 법제 개
선방안”, ｢기업법연구｣ 제22권 제1호(통권 제32호),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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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진 각국은 대체로 제한이율을 연 20% 또는 그 이하로 설정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53) 

 20대 국회에서 제출된 「대부업법」 개정안에도 유사한 선진국 사례가 제시되었다. 

2017년 12월에 제윤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부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독일과 

프랑스, 일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가 연 20% 미만의 법정금리상한을 설정하고 있는 

나라로 제시되었다. 하지만 독일에서는 1967년 4월 1일에 「이자 및 할부금융 여신

과 소액대출에 관한 규정」54)이 폐지된 이래로 금리상한규제를 실시하는 입법적 규

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비교 가능한 입법이 없음에도 우리 민법상 폭리 관련 

판례와 비교해야 할 독일 판례를 감독법규이자 형사 처분을 정하고 있는 대부업법과 

평면 비교하여 높고 낮음을 논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일이다.  

 또한 선행연구들 가운데에는 최고이자율산정방식에 관해서 우리나라의 간주이자규

정처럼 수수료와 비용도 이자 총액에 산입되는지에 고찰 없이 평면적으로 비교한 연

구가 태반이다. 즉 명목이자율을 실질이자율과 구분하지 않고 비교하여 대부업법상

의 금리상한수준의 높고 낮음을 판단하는 것은 실무와 유리된 결론으로 이어질 수밖

에 없을 것이다.        

 다음에서는 제윤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부업법」 개정안에 소개된 나라 중 우

리나라 대부업법과 비교 가능한 입법이 존재하는 프랑스, 일본, 싱가포르, 말레이시

아의 사례를 검토하겠다. 여기에 이찬열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부업법」 개정안에 

소개된 미연방 각주의 이자제한법상 이자율 산정방식도 함께 살피겠다. 

53) 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이자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신학용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서
(2013. 12. 18.)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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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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각국의 이자율 산정방식

 가. 프랑스

 프랑스에서는 우리처럼 개인과 기업 고객을 가리지 않고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법정

최고이자율은 존재하지 않는다.55) 예외적으로 민사특별법인 ｢소비법｣(Code de la 
Consommation)56)에서 1,524유로 미만의 소액 신용대출과 소액의 할부신용거래 또는 

신용이 동반하는 리스거래에 대해서만 법정 최고이자율을 적용한다.  

 또한 여신기관의 거래상대가 우리나라의 소비자기본법이나 대부업법과 달리 최종소

비를 목적으로 차입하는 개인이어야 한다. 즉 비영리 법인이나 농축수산업을 영위하

는 개인사업자와의 거래는 적용대상이 아니다. 

 이 밖에 프랑스 소비법상 법정최고이자율은 우리 대부업법과 달리 고정적이지 않다. 

프랑스 ｢소비법｣ 제L. 313-3조57)에 따르면 고리를 판단하는 기준이율은 분기마다 정

부는 국가금융자문위원회와 협의하여 결정한다.58) 대체로 위험요인이 유사한 동일 

유형의 대출거래에서 여신금융기관이 적용한 직전연도의 평균이자율을 구해서 이보

다 3분의 1이상 높은 연이율이 적용되면 고리로 판단한다.59) 이 경우 대출기간이 비

55) 2003년 이전에는 모든 이자부 대출에 대한 보편적인 이자율규제를 실시했다. 그러나 지난 2003년 6
월 발효된 경제 발전을 위한 ‘n 2003-721’ (Loi sur ĺinitiative économique)의 제정으로, 당좌대월
(overdraft facility)약정을 제외한 사업자(Corporate Entity)와 이루어지는 금융 거래를 비롯하여 
1,524 유로 이상의 소비자의 거래에 대해서도 더 이상 이자율 규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 

56) 대출금의 연이율에 관한 프랑스 통화금융법상 규정은 민사특별법인 소비자법 L.313-1조 및 L313-2
조의 적용을 받는다.

57) 프랑스 소비법 제L. 313-3조 : 행정 기관이 국가금융자문위원회와 협의 후 정한 바에 따라 위험 요
인이 유사한 동일 유형의 대출에 대하여 신용금융기관이 적용한 직전 분기 평균 이자율보다 1/3 이
상 높은 연이율로 공여되는 계약에 의한 대출은 고리 대출이다. 재매입 약정과 연계하여 공여되는 
대출은 본 절의 적용을 위하여 계약에 의한 대출로 취급하며, 같은 목적의 현금 대출과 동일한 근거
로 고리 대출로 본다. 첫 번째 단락에 언급된 평균 유효이자율의 계산 및 공표는 규정으로 정한다. 
본 조 및 제L. 313-4조 내지 제L. 313-6조의 규정은 사업상 필요로 자연인에게 또는 산업, 상업, 
수공업, 농업 또는 비영리 사업 활동에 종사하는 법인에게 공여되는 대출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58) 소비자 대출에 대한 이자상한은 ｢금융자문위원회｣(Comité Consultatif du Secteur Financier)의 
자문을 거쳐 중앙은행인 프랑스은행(Banque de France)이 분기별로 평가·고시하는 해당 대차거래에 
적용된 ‘금융시장의 평균이자율’보다 삼분의 일가량 보다 약간 더 높은 수준으로 매분기 결정된다. 
또한 대출금액의 크기에 따라 다른 이자상한이 적용된다. 

59) 프랑스 통화금융법 L.313-1조 이하 참조. 민변과 참여연대의 입법청원서에 따르면 프랑스도 연 20% 
또는 그 이하로 보편적인 금리상한규제를 실시하는 나라 중의 하나였다. 하지만 프랑스의 경우 금리
상한규제는 중앙은행의 고시율에 따른 변동성이 있다. 또한 대부금액이 1,524 유로 이하여야 하고 
동시에 거래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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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적 장기에 속하는 소비자 할부신용거래나 변제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장기로 

설정된 소비자 당좌대월 거래에 대해서는 별도의 평균이자율을 구한다. 즉, 위험요인

이 유사한 동일 유형의 대출거래에서 여신금융기관이 적용한 평균의 이자율을 구하

기 때문에 보통의 소비자소액신용대출과 금리상한수준이 다르다. 

 법정최고이자율 위반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이자총액에 지연이자와 중도상환수수료

를 산입하지 않는다. 또한 계약체결 전에 소비자고객에게 명시한 보증수수료와 행정

비용도 이자 총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중개수수료는 그렇지 않다.  

 프랑스 ｢소비법｣은 수수료와 비용의 이자총액 산입에 관하여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의 규율 방식을 택하고 있다. 예컨대, 프랑스 ｢통화금융법｣ 제L313-4조는 소액의 

소비자신용거래에 관한 연이율을 산정할 때에는 약정 이자에 제반 수수료와 비용을 

원칙적으로 이자총액에 산입하여 계산한다. 여기에는 중개수수료도 포함된다. 하지만 

여신금융기관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대출과 관련된 보증으로 인한 수수료 및 행정

수수료를 정확히 표시했다면 이자총액에 산입시키지 않도록 정하고 있다. 이 밖에 

분할상환이 예정된 할부신용거래에서 금리상한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이자율산

정을 할 때에도 분할상환 약정기간을 반영해야한다. 

  하지만 소비자와의 신용거래 실무에서 프랑스 여신금융기관은 ｢통화금융법｣에 따

라 고객에게 계약체결 전에 지불보증보험 등 보증수수료 및 행정수수료를 통상적으

로 명시하기 때문에 연이율산정에서 이자에 포함되는 것은 사실상 중개수수료 정도

에 그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영국정부가 실시한 인접국가 소비자신용실태조사에 

따르면 프랑스에서 수수료를 가미한 소비자소액신용거래의 실질금리는 평균 29.4％

에 이른다.60)   

60)  UK Government, “A Better Deal for Consumers”, July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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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프랑스 소비법상 수취 가능 수수료61)

○ 금리상한 적용 대상 소비자신용대출, 할부, 리스 거래 기준 금액

  ： 1,524유로 미만

○ 《 명시의무 이행 조건부 수취 가능 수수료 》

    - 연회비 ： 14유로

    - 지연손해금 ：1년 3회 상환 지체예정 

      

지연손해금 연체 금액

15유로 50유로 이하

20유로 50~150유로

25유로 150유로 이상

    - 지불보증 보험료(옵션) ： 매월 대출 잔액의 0.45％

    - 중도상환수수료나 행정비용(취급수수료)에 대해서는 명시적 

      제한 없음

 나. 미국

 

 “선진 각국의 이자제한에 관한 법제를 검토하여 보면, 미국의 경우 뉴욕 주가 (연 

25만불 미만의 대출에 대해서) 연 16%, 캘리포니아 주가 (개인 대출에 대해서) 연 

10%, (중략) 결국, 선진 각국은 대체로 제한이율을 연 20% 또는 그 이하로 설정하고 

있음.”

 참여연대와 민변의 입법청원서는 민주당 정책위원회 자료62)와 마찬가지로 미연방 

뉴욕 주의 최고이자율을 16%로, 캘리포니아 주의 제한이율을 연 10%로 제시하였다. 

따라서 우리도 미연방 각주의 입법례에 따라 대부업법상 이자율 상한을 20%로 인하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61)  도우모토 히로시(堂下 浩), “대금업법이 초래한 부작용”, 한국대부금융회 세미나 자료집(2015.6.12).
62) 민주당 정책위원회 보도자료, “신불자 양산하는 높은 연체이자율, 약정이자율의 1.5배 이내로 제한! 

처벌조항 보완 및 강화!” (2009.4.14.) 표: <최고이자율 상한 및 처벌조항 국가간 비교> 중 미국 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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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 국회에서 이찬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자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63)에는 

구체적인 근거 제시 없이 미국 각 주(州)의 평균 최고법정이자율이 20% 미만이라고

만 두루뭉술하게 나와 있다.64) 

 대부업법 개정안 뿐 아니라 참여연대 등의 입법청원서에도 미연방 각 주에서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되는 보편적인 이자제한법이 있는지, 관련 법률 명칭은 무엇인지, 이

자제한법이 기업과 개인 모두에게 적용되는지, 대출금액이나 서브프라임 금융상품에 

관한 적용을 배제하는지, 여신 상품의 종류에 따라 금리상한수준이 달라지는 지에 

관한 정보가 전혀 없다. 뿐만 아니라 금리상한이 명목이자율 기준인지, 이자율 산정

은 어떻게 하는지 등 양국의 법률 규정을 등가 비교하기 위한 구체적 조건에 대한 

정보도 찾을 수 없다. 이 밖에 미연방에 속하는 모든 주들이 연방모범법에 따라 동

일한 수준의 유사한 입법을 하고 있는지도 알 수 없다. 

 그러나 미국의 전국소비자법센터(National Consumer Law Center)는 고비용 소액대

출상품(High Cost Small Loan) 관련 금리규제에 대한 상이한 진단을 하였다.65) 지난 

수십 년 동안 미연방 각주에서 금융상품에 대한 금리상한을 폐지하거나 다중채무방

지를 위한 소비자 신용규제를 완화하면서 연 이자율 300%에서 1000%에 이르는 고비

용 소액대출상품 이용자가 대폭 늘어났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고비용 대출상품으로

는 급여일 대출(Payday Loan), 당좌대월 대출(Overtdraft Loan), 자동차 직함 대출

(Auto Title Loan), 세금환급분 담보부 대출(Tax Refund Anticipation Loans), 선택매입

조건부 상품임대계약(Rent-to own Transaction)66)을 꼽았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우리나라의 「대부업법」처럼 모든 주의 여신기관 및 대부업자

에게 적용되는 단일한 금리규제법은 없다. 아울러 미연방은 각 주가 입법할 수 있는 

금리제한에 관한 ‘모범법(model law)’을 제공하고 있지도 않다.67) 대신 연방정부는 

63) 「이자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 (이찬열 의원 등 10인, 의안번호 제000149호). 
64) ‘더불어 민주당’의 전신인 ‘민주당’ 정책위원회의 2009년 자료에는 미국 뉴욕과 뉴저지 주의 이자율

상한이 16%, 캘리포니아 주의 이자율 상한 연 10%로 표기되어 있다. 아마도 이를 근거로 하지 않
았을까 추정해 볼 수 있다.

65) https://www.nclc.org/issues/high-cost-small-loans.html
66) RTO는 무담보 할부신용상품과 유사한 대출상품이다. 가구, 가전, 자동차, 부동산 등의 소유권이 대

출상환 완료일까지 유보된다. 소비자는 임대 기간 중 임대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갖는다. 
할부신용판매보다 금리가 높고 만기는 1~2년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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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를 위해서 사업자에게 여신의 조건과 비용에 관한 정보제공의무를 부과하

거나 공정채권추심법이나 채권추심제한 등 이용자의 합리적인 대출결정을 돕기 위한 

간접적인 제도를 연방 법률로 규율하고 있을 뿐이다. 왜냐하면 은행업 인허가나 여

신상품금리에 대한 규제는 전통적으로 주 정부의 소관이기 때문이다. 

 미 연방 각주 중에서 우리나라와 비슷한 법정 최고이자율(연 20~30%)을 설정하여 

거래법에서 이자제한규제를 실시하는 곳은 뉴욕 주를 비롯하여 약 15군데로 추산된

다. 그러나 이들 주에서 고비용 서브프라임 금융상품 판매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거나 근절되었다고 보기 어렵다.68) 

 대다수의 연방 각주는 상업적 원리를 이용하여 서민금융을 전담하는 금융기관에 대

한 금리제한을 완화하는 대신에 대출기간 및 대출횟수를 제한할 뿐이다. 따라서 연

이율 400%에 육박하는 ‘페이데이론(Payday Loan)’69)이나 Rent to Own(RTO) 같은 

고비용 소액대출상품 판매가 가능하다.70) 

67) 금리상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한 연방 차원의 입법으로는 ‘소액대부모범법’(Uniform 
Small Loan Laws(USLL), 1916)이 있었다. ‘소액대부모범법’은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미국에서 
‘경제 공황’이 주기적으로 발발하여 전국적으로 약탈적 고리대금업(Loan Sharking)이 성행했을 때 
이를 규제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Mayer, Robert (2012). "Loan Sharks, Interest-Rate Caps, 
and Deregulation". Retrieved 27 August 2014.

68) 주간 금리수출과 온라인을 통한 고비용 소액대출영업 활성화 등으로 금리상한규제가 기능적으로 제
한되기 때문이다. 미국의 소비자 단체들이 전국적으로 통일된 금리상한(연 36%)인 모범법(Model 
Law)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 이유도 연방 각 주 법률의 사문화(死文化)에 있다.    

69) 페이데이론은 샐러리 론(Salary Loan), 스몰달러론(Small Dollar Loan)이라고도 부른다. 이는 금융
회사에서 급여를 담보하고 빌려주는 초단기 소액대출상품의 하나이므로 이에 대한 관련 제한은 일
종의 상품규제로 봐야한다. 

70) 페이데이론 영업을 금지하고는 있는 곳은 조지아 주가 유일하다. 100년 전부터 금지했다고 한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조지아 주정부는 소관 지역에서 관련 산업을 근절시키지는 못했다. 이에 조지아 주
는 2004년 법률 개정으로 면허 없이 페이데이론을 판매하는 자를 형사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
했다. 또한 페이데이론 이용자들에게 집단소송을 허용하기도 했다. 조지아 주 법률인 급여대출법
(Payday Lending Act)은 무면허로 3천 달러 이하의 소액 대출 영업하는 것을 금지한다. 여기에는 
다른 주의 영업 면허를 갖고 있는 사업자가 조지아 주민을 상대로 온라인 소액 대출을 실행하는 것
도 포함된다. O.C.G.A. § l6-17-1, et se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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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이자율 상한 처벌조항

미국

뉴욕  25만 달러 미만 연 16%

- (형법)연 25%를 초과하는 고금리는 2급 폭리죄, 

장기 4년 이하, 단기 1년 이상의 부정기형이나, 

1년 이하의 정기형에 처하도록 규정

- 은행의 경우 대부금 몰수 가능

캘리포니아
 이자율 합의 유무에 따라  

 연 7% ~ 연 10%

- 판례상 제한초과 시 이자계약 무효 및 반환 청

구 인정

뉴저지
 이자율 합의 유무에 따라  

 연 6% ~ 연 16%

- 개인 50% 초과시 2급 범죄로 3년 이하 자유형, 

50% 이하시 3급 범죄로 2년 이하의 자유형

- 업으로 개인 30%, 법인 50% 초과시 2급 범죄

로 3년 이하의 자유형과 25만불 이하의 벌금형

<민주당의 최고이자율 상한 및 처벌조항 국가 간 비교>71) - 미국 편

 고비용 상품판매가 허용되는 주에서는 대체로 대출이자와 수수료를 합산하여 포괄

적인 비용규제를 실시한다. 예컨대 「민법」과 「금융법」72)에 따라 온·오프라인에

서 페이데이론 거래가 허용되는 캘리포니아에서는 31일 미만의 300달러 이하의 초단

기 소액 대출에 한하여 금융비용 규제를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자와 수수료를 포

함하여 지급하는 금융비용이 1주에 원금의 15%를 넘지 못한다. 30일 미만의 대출에 

대해서는 100달러당 금융비용의 한계가 17.65달러이다.73) 이를 실질연이율로 환산하

면 연 459%에 이르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이자산정방식과 직접 비교하기가 쉽지 않

다. 금융비용의 상한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71) 민주당 정책위원회 보도자료, “신불자 양산하는 높은 연체이자율, 약정이자율의 1.5배 이내로 제한! 
처벌조항 보완 및 강화!” (2009.4.14.) 표: <최고이자율 상한 및 처벌조항 국가간 비교> 중 미국 편 인용.

72) California Civil Code 1789.30 and the Financial Code 23000.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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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ritten legal contract of lending agreement required: Should contain all information about the 
loan amount, terms and conditions, interest rates and finance char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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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주별 페이데이론 규제 개요74)

주(州)
만기

(최소/최대)
대출한도

금융비용한도75)

($100당)

연이자율(APR)

환산

앨라바마 10/31일 $500 $17.5 456.25%

알래스카 14/-일 $500 $20 520%

콜로라도  -/40일 $500 $20 520%

캘리포니아  -/30일 $300 $17.65 459%

캔자스  7/30일 $500 $15 390%

워싱턴  -/45일 $700 $15 390%

워싱턴DC76) -/31일 $50/$1000 $16.1 419%

텍사스 7/31일 $100～$350 $11.87 309%

버지니아 7/-일 $500 $15 390%

일리노이 13/45일
min.($500, 

월소득의 25%)
$15.5 403%

인디애나 14/-일 $15 390%

위스콘신 - - 제한 없음 -

 다. 일본

 일본의 대금업 관련 규제는 「대금업법(貸金業法)」, ｢출자(出資)의 수입(收入), 예금 

및 금리의 수취에 관한 법률｣77), ｢이식제한법(利息制限法)｣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

다. 세 법률은 각각의 입법 목적에 따라 「대금업법」은 등록·영업행위 등 대금업

자에 대한 관리·감독에 관한 조항을 주로 담고 있는 반면에 「출자법」과 ｢이식제

한법｣은 금융거래상 이자율 규제를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귀금속, 자동차 

74) 정윤미, ‘미국의 소액대부업(Payday Loan) 규제 실태 및 시사점’, 「조사연구 Review」 제31호
(2010.9), 금융감독원, 재인용. 

75) 대출이자 + 수수료
76) 워싱턴 DC는 2008년 금리상한 관련 규정 개정(Amended District of Columbia Code Section 

28-3301.C)으로 금리상한이 연이율 24%로 조정되어 사실상 페이데이론 상품판매가 불가능하다. 이 
통계표는 2008년 이전의 것으로 보인다.  

77) ｢出資의 受入·預金 및 金利 等의 取締에 관한 法律｣(1984.6.23. 법률 제195호, ｢출자법(出資法)｣은 
모든 금전 대차거래를 형사적으로 규제하는 법률이다. 대금업법이 제정되기 이전인 1954년에 제정
되었다. 동 법률에서는 종래에 이식제한법보다 높은 별도의 최고이자율을 설정하고 이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는 대금업자에게 형벌을 부과하였다. 2006년 이후에는 최고이자율 일원화로 이식제한법과 
같은 수준으로 개정되었다(동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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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최고이자율

민사적 

효력

일반인·대금업자

원금 10만 엔 미만 연 20%

원금 10만~100만 엔 연 18%

원금 100만 엔 이상 연 15%

전당포업자80) 연109.5%

형사 처벌

기준 

사인(私人)·전당포업자 연 109.5%

대금업자 연 20%

등을 담보로 금전을 교부하는 전당포업자는 우리 대부업법과 달리 「출자법」과 ｢이
식제한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대신 「전당포영업법」에 따른 별도의 금리상한(연 

109.5%)이 적용된다.78) 

[표2] 일본의 법정 최고이자율79)

 현행 일본의 ｢이식제한법｣은 1954년에 제정되었다. 그러나 법률의 형식과 주요 내

용은 1877년(明治 10年)에 제정된 ｢이식제한법｣과 유사하다. 간주이자규정도 크게 다

르지 않았다. 다만 ｢이식제한법｣과 달리 1954년에 제정된 ｢출자법｣에는 ‘간주이

자’의 예외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없었다. 그 결과 ｢출자법｣상 계약체결비용 등의 

이자총액산입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 ｢헌법｣ 제31조 

‘적정 절차 위반’의 소지가 있었다. 

 실제로 1983년 ｢출자법｣ 개정 한 해 이전인 1982년의 최고재판소 결정에서는 ‘간

주이자’의 예외를 해석상 인정할 것인지가 쟁점이 되었다.81) 그런데 동 결정에서 

78) 윤년(閏年)의 금리상한은 연 109.8%이다.
79) 서영완, “법정 최고이자율 규제의 현황과 개선방안”,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석사학위 논문, 40면 

재인용.
80) 다만, 전당업자 최고이자율의 민사적 효력에 대해서는 일본 판례가 아직 통일된 입장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

다. 일본 위키피디아에 따르면 금리에 대해서는 이식제한법 제1조 제1항에 해당하지만 대금업과 달리 평년 
109.5%, 윤년 109.8%, 월 9%(엄밀히는 1일당 0.3%)로 첫날부터 말일까지의 기간을 모두 월 30일로 하는 
내용으로 1기로 하여 이자를 계산한다. 따라서 월 9%가 되기 위해서는 계약일, 변제일로부터 일할 환산 실
질 연리가 다르기 때문에 일할환산으로 실질 연 108% 정도 이상의 고리가 된다. 기본적으로는 전당업자의 
최고이자율에는 단기, 소액 융자인 점과 담보물의 감정, 보관 절차, 도난방지, 도난품 수사 협력 등의 비용을 
가미한 상한금리가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이식제한법”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존재한다(나가사키 지
방법원 2009년 4월 14일 판결 등 참조). 반면 전당포 영업에도 “이식제한법”이 적용되어 초과 이자에 대해
서는 상환해야 한다는 판례도 존재한다.(오사카지방법원 2003년 11월 27일 판결).  일본 위키피디아
(https://ja.wikipedia.org/wiki/%E8%B3%AA%E5%B1%8B), 2019년 5월 10일 검색.

81) 일본 최고재판소 결정 1982년 12월 21일, 형사판례집 36권 12호, 103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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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재판소는 ｢출자법｣에서 ｢이식제한법｣과 달리 간주이자의 예외를 분명히 하지 않

은 것은 “계약의 체결 및 채무변제를 위한 비용도 예외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

임이 명확하다”라고 설시면서 동 법률을 합헌으로 판단했다. 

 최고재판소 조사관의 판결 해설에 따르면 “동 결정은 비용을 명목으로 법률상 제

한을 잠탈(潛脫)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였다고 한다. 아울러 

｢출자법｣에서 정한 이자의 상한이 “하루에 0.3%82)라는 것은 고율이므로 계약 체결 

비용 및 채무 변제 비용을 상쇄하고 남는다. 따라서 비용의 실질을 가졌지만 간주이

자에 포함시켜도 그다지 불합리하지 않다고 볼 수 있으므로 탈법 행위를 금지한다는 

취지를 관철하여 우선했다.”고 밝혔다83). 

 이에 따르면 계약체결 및 채무변제비용을 이자 총액에 산입해도 ｢출자법｣상 처벌의 

기준이 되는 최고이자율이 이식제한법도 훨씬 높은 109.5% 이므로 그다지 불합리하

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즉 약정의 민사상 효력이 문제될 뿐 처벌을 받지 않는 

넓은 회색 지대가 존재하여 출자법상 비용을 이자총액에 산입해도 대금업자가 상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후 법 개정을 거쳐 현재에는 ｢출자법｣에도 ‘비용의 실질’을 갖는  계약 

체결 또는 채무변제비용 및 수수료 등이 출자법상 ‘간주이자’에서 명문으로 제외

되었다.84) 

82) 당시 출자법상 최고이자율은 연리 109.5%로 월리로 환산하면 9%, 하루 이자가 0.3%에 달했다. 
83) 中川[1986] 368페이지
84) ｢출자법(出資法)｣ 제5조의4 제4항 (이자 및 보증료의 계산방법) : 전(前) 삼조(三條)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금전 대부를 실시하는 자가 그 대부와 관련하여 받는 금전은 다음에 해당하는 금전을 제외하고 사례금, 수수
료, 조사료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이자로 간주한다. 금전 대부에 대한 지불을 수령하거나 요구하는 자가 그 
수령 또는 요구와 관련되어 받는 원금 이외의 비용도 동일하다.
1. 계약 체결 또는 채무변제비용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비용

가. 공조공과(공과금) 지불에 충당되는 비용
나. 강제집행 비용,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비용, 기타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절차와 관련하여 그 기

관에 지급하는 비용
다. 대부의 상대방이 대부와 관련하여 금전의 수령 또는 변제를 위해 이용하는 현금자동지급기나 그 밖의 

기계의 이용료(시행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범위 내로 한다)
2. 금전의 대부 및 변제에 이용하기 위해서 교부된 카드의 재발급과 관련된 수수료, 그 밖의 대부의 상대방의 

요청에 의해 대부를 실시하는 자가 처리하는 사무비용으로 시행령에서 정하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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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최고재판소의 결정이 있은 후에 일본에서는 간주이자의 개념에 대해 이원적 

해석론이 다수를 이루었다.85) 달리 말하면 최고재판소 결정처럼 이자제한법과 출자

법의 간주이자 범주에 대한 기준을 달리하여 출자법상 ‘간주이자’의 개념을 상대

적으로 넓게 해석하였다. 왜냐하면 비용의 실질을 가졌지만 채권자가 수취한다면 조

건 없이 간주이자에 포함시켜도 계약체결비용 등을 상쇄하고도 남는다고 보았기 때

문이다.86) 반면에 이식제한법상 ‘간주이자’에 대해서는 여전히 ‘실질적 의미의 

이자’로 제한된다고 보았다87). 

 하지만, 1983년 출자법 개정 이후 영리 목적의 소비대차에 관한 금리상한이 단계적

으로 인하되면서 법 해석의 경제적, 법리적 전제가 변했다. 즉 1982년에는 출자법의 

최고금리가 영리 목적의 소비대차에 대해서도 연 109.5%였으며, 계약체결 비용 등을 

‘간주이자’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은 첫 번째, 영리 목적의 소비대차에 관한 출자법의 최고이자율이 이식제한

법과 동일한 수준(연 20%)으로 인하되었고 두 번째, 1982년 최고재판소 판결이후에 ｢출자

법｣에도 이식제한법과 마찬가지로 ‘간주이자’에서 제외되는 규정이 마련되었다.88) 

 이러한 변화를 근거로 이식제한법의 “소비대차와 관련한”(제3조) 이라는 문구와 

출자법의 “대부와 관련한”(제5조의 4 제4항) 이라는 문구를 입법 취지에 비추어 재

해석하여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수취하는 금전의 성질에 대해 개별적으로 다시 검

토해야 한다는 견해가 다수 출현하였다.

85) 또한 이자제한법과 출자법이 비교되어 온 이유, 즉 대금업법에서 그다지 논의되지 않은 이유로는 이자상한규제의 적용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하고자 하는 문제의식은 융자한도(Commitment Line)계약이나 신디케이트론 등 주로 은행이 
영위하는 업무에서 발생한다. (대금업법은 은행이 영위하는 자금의 대부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86) 1954년 “출자법” 제정 당시 형사 처분 금리는 109.5%였다. 1983년에는 73%, 86년에는 54.75%, 
91년에는 40.004%. 2000년에는 29.2%로 단계적으로 인하되었다. 

87) 금융법위원회[1998] 27면. 금융법무연구회[2002] 8~9페이지는 구 이식제한법 하에서 조사비용 및 계
약체결비용에 대해 “시간과 번거로움에 대한 보상으로 거래관념상 비정상적인 고액에 달하지 않는 
한 유효”라고 판시한 일본 대심원(大審院) 판례(대판 1936년 10월 23일 민집 15권 21호 1843면)와 
진정한 수수료는 이자제한법의 시야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던 川島[1936]를 인용하여 현행 이
식제한법은 구법을 폐지하고 신법으로 계승한 것이지만, ‘간주이자’에 대해 규정한 현행 3조가 구법
의 입장을 그대로 승계했다고 하면 현행 법 하에서도 1936년 판결의 견해와 일치하여 결론적으로 
이자제한법은 실질적인 이자를 규제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006년 개정에 따라 
영리 목적의 소비대차에 관한 출자법의 상한이율의 인하 등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이러한 견해가 
“유력했다”(佐藤[2015] 12~13면)로 평가된다. 금융법위원회[2009] 15면, 동[2011] 81면도 같은 취지

88) 금융법위원회[2009] 17페이지, 川西[2010] 92페이지 주 10, 금융법위원회[2011] 83페이지, 佐藤[2015] 16페이지. 대금
업법상 ‘간주이자’의 범위에 대해 상술하는 문헌은 없지만 이자제한법 및 출자법이 동일한 규제내용이라는 이해를 전
제로 이와 동일한 규제내용이라고 보고 있다. 上柳·大森[2008] 91페이지, 9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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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리 말하면, 먼저 ｢출자법｣과 ｢이식제한법｣의 최고이자율이 일원화되었고, 간주이

자에 관한 출자법상 예외 규정이 마련되었음에도 실질적인 의미의 이자가 아닌 수수

료 등을 계속해서 이자로 간주한다면 더 이상 이를 법정 최고이자율 내에서 상쇄할 

수 없는 상황이 도래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출자법상 ‘간주이자’의 범위를 이식제

한법과 마찬가지로 ‘원본 사용의 대가’로서의 ‘실질적인 의미의 이자’로 한정된

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89)

[그림2] 일본의 법정 최고이자율 변천90) 

89) 이밖에 ‘간주이자’ 규정의 취지는 실질적인 이자를 탈법적으로 징수하는 것을 방지하는데 있으며 융자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모두 이자로 보는 취지는 아니라는 이해를 전제로 하여 ‘간주이자’ 해석
을 재검토할 필요성을 지적하는 문제 제기도 이루어지고 있다. 三上[2014] 33페이지. 금융청 및 법무부는 
2007년 이자제한법 시행령 등의 개정 시에 실시한 의견 청취 결과 출자법상 “금전을 대부하는 자가 그 
대부와 관련하여 수취하는 금전” 및 이자제한법상 “금전을 목적으로 하는 소비대차와 관련하여 채권자가 
수취하는 원본 이외의 금전”의 해석을 변경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금융청·법무성 「‘이자제한법 시행령
(안)’ 및 '출자의 인수, 예금 및 금리 등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에 대한 의견 청취 결과 등」에 대
한 「의견 개요 및 의견에 대한 금융청·법무성의 판단」(2007년 11월 2일 공표) No.2 참조.

90) 일본 금융청 홈페이지(https://www.fsa.go.jp/menkyo/menkyo.html) 참조. 서영완, “법정 최고이
자율 규제의 현황과 개선방안”, 41면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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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일본에서는 1999년에 약정대출로 인한 수수료(commitment fee)에 대해 이자율 

상한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확히 한다는 관점에서 「특정 융자 한도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융자한도법’)이 제정되었다. 약정수수료는 금융기관

이 고객과의 사이에서 일정기간에 걸쳐 일정한 대출 한도(commitment line)를 설정하

고 그 범위 내에서 고객의 청구가 있으면 대출을 실행할 것을 약속(commitment)하고 

그 대출 한도를 설정·유지하는 대가로 수취하는 수수료를 말한다.91) 약정수수료가 

이자제한법 또는 출자법에서 말하는 ‘간주이자’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법 

제정 이전부터 논란이 있었지만92) 특정 융자 한도 계약93)의 수수료에 대해 이자제한

법 및 출자법상 ‘간주이자’ 규정의 적용이 입법으로 제외되었다. 

 그런데 일본의 경우에 ‘약정수수료’와 같은 기왕의 논란은 신디케이트론에서 중

개 수수료(arrangement fee)94)나 대리인 수수료(agent fee)95)에 대한 ‘간주이자규

정’의 적용 유무와 관련하여서도 존재한다. 이를 포함하여 대출 실행 전에 수취하

는 수수료 등에 대해서는 최고이자율 규제와의 관계에서 법적 불확실성이 존재하여 

이를 감소시키기 위한 해석론이 실무계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제기되고 있다. 왜냐하

면 금융거래 당사자가 금리상한 규제의 잠탈을 의도하지 않고 수수한 금전이 문언상

으로는 최고이자율 규제의 적용 범위에 포함될 수 있어서 수수료 수입을 기반으로 

하는‘트랜잭션 거래’와 같은 새로운 금융거래의 개발이나 도입이 쉽지 않기 때문

이다.   

91) 금융법무연구회[2002] 2~3페이지
92) 특정융자한도법 제정 이전의 논의로는 菅原[1998], 금융법위원회[1998]가 있다.
93) ‘특정 융자 한도 계약’이란 일정기간 및 융자의 한도금액 내에서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따라 당사자의 한쪽

을 채무자로 하여 금전을 목적으로 하는 소비대차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상대방이 당사자 일방에게 부여
하고 당사자 일방이 이에 대해 수수료를 지불하기로 약속하는 계약이다. 의사표시에 따라 채무자가 되는 당사
자의 일방이 계약을 체결할 때 동법 2조 1항 각호에 열거된 대규모 회사에 해당해야 하는데, 자본금 3억엔 
이상의 회사, 순자산 10억 엔 이상의 회사, 유가증권보고서 제출회사, 상호회사 등을 지칭한다. 특정융자
한도법 2조 1항

94) 신디게이트론에서 중개업무(arrangement)란 자금 수요가 있는 조달기업 또는 프로젝트(투자안건)의 존재
를 전제로 금융시장과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여 다양한 거래 및 시스템을 통해 조달기업에 대한 또는 프
로젝트와 관련된 여신으로 연계시키는 업무 또는 대상 자산 및 프로젝트 자체의 신용능력 내지 수익력을 분석
하는 업무를 말한다. 신디게이트론 중개 업무는 대출 그 자체와는 별개의 독립된 업무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
는 것이 보통이어서 그 대가로 수수료를 수수하는 경우에는 이자상한 규제의 입법 취지가 잠탈될 위험성이 없
다고 할 수 있다.

95) 금융법위원회[2009] 19~20면. 하지만 대리인(에이전트) 업무 수수료는 “대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무 수수료라는 사실은 명확하나 사무수수료도 통상 이자로 간주되는 항목 중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본다면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금융법무 연구회[2002] 3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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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싱가포르

 싱가포르는 식민시대의 유산이 영국법체계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금리자유

화 일환으로 대금업법이 폐지된 영국과 달리 싱가포르에는 무담보 대금업을 규제하

는 ‘대부업법’(Moneylender Act)96)이 유지되고 있다. 동 법률은 강력한 행정제재를 

특색으로 하는 사회법적 성격을 갖고 있다.97)

 현행 대금업법은 지난 2015년에 최종 개정되었는데, 영국이나 아일랜드의 소비자신

용법과 같이 대부업자에 대한 개념 정의를 폭넓게 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MA 

Sec. 2). 싱가포르에서 무담보 대금업을 하려면 대금업법에 따라 ‘파산 및 공인수탁

청’98) 으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담보여부와 상관없이 월 4%이상의 이자

를 부과할 수 없다(MA Sec. 23(5)). 

 하지만, 더불어 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2017년 12월 초에 대표 발의한 대부업법 개

정안에서는 독일과 프랑스 그리고 일본 및 말레이시아와 더불어 싱가포르가 연 20% 

미만의 법정금리상한을 설정하고 있는 나라로 예시됐다. 

 그런데 연 20% 미만의 금리상한은 2015년 이전의 싱가포르 대금업법 개정 이전의 

것이다. 2015년 이전에는 담보대출은 연 12%, 신용대출은 18%의 이자율로 대금업자

의 수취금리를 제한했던 것이 맞다.99) 하지만 2015년 대금업법 개정으로 10월부터 

연 20%가 아닌 월 4%로 금리상한이 완화되었다.100) 이를 연이율로 단순 환산하면 

48%에 해당한다. 

96) Moneylenders Ordinance of 11th September 1959(Base Version), Amended by 1 November 
2007. 출처: http://statutes.agc.gov.sg 

97) 윤형호(2013), “서울시 대부업체 관리감독 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연구원, 30-31면.
98) Insolvency & Public Trustee's Office of Singapore(http://app.ipto.gov.sg)
99) 싱가포르 대금업법에서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삼년간 실질이자율을 기준으로 규제를 실시했다. 

2012년 법률 개정 전에도 비용을 이자에 산입하지 않는 명목이자율이었다. 
100) 싱가포르에서는 2012년 이전에 담보대출은 연 12%, 신용대출은 18%의 명목이자율로 대금업자의 

최고금리를 제한했다. 여기에는 취급수수료, 대출연장 수수료 등을 이자로 보지 않기 때문에 실질
이자율은 명목이자율보다 높았다. 그런데 2012년 6월 이후에 최고이자율을 명목이자율에서 실질이
자율을 기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였고, 그동안 이자율 산정에 포함되지 않았던 취급수수료, 대출연장 
수수료가 이자에 포함되었다. 그 결과 2008년 2,008개에서 2012년 말 209개로 급감하여 4년 사이
에 90% 가까이 폐업하였다. 이에 싱가포르 정부는 2015년 10월부터 최고이자율 규제를 완화하였
다. 윤형호(2013), 앞의 책, 서울연구원, 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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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대금업법(Moneylen

ders Act & Rule)

<2015.10.1.~ 

현재>

▷ 채무자 연소득, 담보물 상관없이 월 4% 

▷ 이자총액에 대금업자의 상환청구소송에서 발생하는 법원이 인

정하는 비용과 일정한 범주 내의 지연이자(상한: 60 싱가포르 

달러)와 취급수수료(대출 원금의 10%)가 산입 제외

▷ 싱가포르 수수료(Fees) = 이자, 연체 이자(late interest), 선불 

관리 및 시간외 수수료(late fee) ▶ 수수료 총액은 대출 원금

을 초과할 수 없다.

 더욱이 이자총액에 수수료가 포괄적으로 산입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대금업자의 

상환청구소송에서 발생하는 법원이 인정하는 비용과 일정한 범주 내의 지연이자(상

한: 60 싱가포르 달러) 및 취급수수료(대출 원금의 10%)는 이자총액에 산입되지 않

는다. 

 싱가포르 대금업법상 대금업자가 개별 대출거래에 부과하는 수수료(Fees)는 이자, 

연체 이자, 선불 관리 및 연체 수수료로 구성되며 대출 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

과할 수 없다. 예를 들어, X가 1만 싱가포르 달러를 대출받으면 이자, 연체이자, 10%

의 계약관리비용(취급수수료), 월 60달러의 연체료는 1만 달러를 초과할 수 없다.101) 

이는 개별대출거래에서 이자를 포함한 금융비용이 원본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것으로 

수취이자총액의 한계를 정한 ‘일본일리의 원칙’과도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마.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는 이슬람 금융이 발달했다. 이슬람 금융은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

(Shariah)에 따라 이자(Riba) 수취와 비윤리적 거래를 금지하며, 샤리아위원회의 인증

을 의무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아는 보편적인 대출상품과 다르다. 특히 이슬

람 대출 상품이나 서비스와 같은 실물거래를 동반해 거래가 이뤄지며, 여신기관이 

고객의 사업파트너로 참여해 수익과 위험까지도 배분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위험을 

새로운 금융 옵션이라고 할 수 있다. 

101) “What are the fees that the moneylender can charage?”. 출처: 싱가포르 법무부 홈페이지 
https://www.mlaw.gov.sg/content/rom/en/information-for-borrowers/guide-to-borrowing-from-licensed-
moneylenders-english.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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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슬람 금융은 다른 채권이나 금융상품에 비해 필요 금액 이상으로 자금 조달이 가

능하며, 수익금 또는 배당을 연체할 경우에도 연체료가 낮아서 이용자에게 유리하다. 

나희량의 보고에 따르면 2010년 기준 말레이시아에서 이슬람 채권인 ‘수쿠크

(Sukuk)’ 발행규모는 880억 달러에 달하였는데, 이는 전 세계 발행규모의 60%를 차

지하는 규모라고 한다.102) 이슬람금융과 대비되는 대금업 시장에는 말레이시아 화교

업체103)들이 다수를 이룬다. 

 현재 말레이시아 대금업법(Moneylendings Act)104)상 금리상한은 2003년 법 개정 이

후 변함이 없다. 2003년 이전에 말레이시아는 대출상품의 종류와 금액의 대소(大小)

에 따라 유동적인 금리 상한을 설정하였다. 하지만 1997년 아시아에 밀어 닥친 외환

위기 이후 말레이시아는 정부주도로 강력한 자본통제를 실시하고 고정환율제 등을 

도입하여 위기를 벗어났다. 그 일환으로 이루어진 2003년 대금업법 개정에서는 종전

과 달리 고정적인 이자상한을 설정하였다. 다만 금리상한이 담보여부에 따라 달리 

존재한다. 따라서 담보가 있는 대출에 대해서는 연 12%를 금리상한으로 하고 있지만, 

담보가 없는 신용대출에는 연 18%로 금리상한을 높였다(MA Sec. 17 A).105) 

 말레이시아의 금리상한수준은 2012년 이전 싱가포르와 동일하다. 현재 두 나라의 

금리상한수준은 달라졌지만, 이자율 산정 방법에 관한 법제적 전통은 유사하다. 싱가

포르와 마찬가지로 말레이시아에서도 이자율 산정 시 산입되는 이자총액에는 인지세

나 기타 법률에 의해 허용되는 수수료와 대출과정에서 흔히 수반되는 공증과 같은 

법적 비용은 산입하지 않는다. 이는 채무자가 부담한다.106)      

102) 나희량(2011), 말레이시아 이슬람 금융: 소비자 선호 체계의 변화를 중심으로, 아시아리뷰, 1(2), 서
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140면. 하지만 2012년 정점에 달했던 세계 수쿠크 시장은 2012년을 정점
으로 2015년까지 3년간 감소했다. 그렇지만 2016년 수쿠크 발행규모가 748억 달러에 이르러 2015
년 대비 13.2%나 확실하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글로벌 수쿠크 시장은 전통적으로 말레이시아
가 지배적인 시장점유율(46.4%)을 기록하고, 그 뒤를 인도네시아(9.9%)와 아랍에미리트(9%), 터키
(5.5%)가 쫓고 있다. Kotra 해외시장뉴스(2017), “말레이시아, 이슬람금융의 성장은 계속된다
(2017.4.25.)”, 출처: https://news.kotra.or.kr 

103) 말레이시아에서 화교는 2010년 기준 약 700만 명으로 전체 인구 2830만 명 중 24.6%를 차지하면
서 말레이계에 이어 말레이시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인구비율을 가진 인종그룹이다. 기업 및 상업
분야에서는 말레이 화교사업가가 70% 정도를 장악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국세의 90%와 국민소득
(NI)의 60%를 담당하는 말레이시아 경제의 중요한 축이다. Kotra 해외시장뉴스(2014), “말레이시아 
화교의 역사와 현황 그리고 관계 맺기”

104) "An Act for the regulation and control of the business of moneylending, the protection 
of borrowers of the monies lent in the course of such business, and matters connected 
therewith"(Amendment), 1 November 2003. available at sweeseng＠tm.net.my 

105) 말레이시아의 이자상한이 싱가포르보다 낮은 이유는 정부가 1998년 이후 링기트(Ringgit)화의 대미 
달러 환율을 3.80달러로 고정하고, 경기부양을 위해 은행의 법정지급준비금을 대폭 인하하여 국내
금리의 하락을 유도한 정책의 차이에서 찾아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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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결

 이상에서 제윤경 의원과 이찬열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부업법 개정안에서 연 20% 

미만의 법정금리상한을 설정하고 있는 나라로 예시된 독일, 프랑스, 일본, 싱가포르 

및 말레이시아의 대금업법상 이자율 산정방식과 미연방 각주의 고비용 신종 금융상

품에 관한 금융비용규제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주요 내용을 나라 별로 정리하면 다

음과 같다. 

1) 독일에서는 소비자신용 및 소비자 할부거래에 관한 법정 금리상한제를 실시하던 

특별법을 1960년대에 이미 폐지했다. 반면에 프랑스에서는 ‘통화금융법’의 특별

법인 ‘소비법’에서 여신금융기관이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1,524 유로 미만의 소

액신용대출과 리스 및 할부거래에 한하여 예외적인 금리 상한을 설정하고 있으나, 

손해배상금과 비용을 제외한 ‘명목이자율’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이를 보면, 

서유럽에서 여신기관 및 대부업체 등의 최고이자율에 대한 특별법상 제한은 독일

이나 영국107)에서처럼 거래의 자유를 위해 폐지되거나 프랑스처럼 최종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이백 여만 원 미만의 소액 신용대출, 리스 및 할부거래 등에 예외적

으로 실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프랑스 ｢통화금융법｣은 우리 대부업법과 달리 제L313-4조에서는 여신기관이 

최고이자율 규제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 수수료와 부대비용은 계약체결 

전 거래 상대방에게 명시한 경우에는 이자총액에 산입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다. 

이 밖에 분할상환이 예정된 할부신용거래에서 이자율 산정을 할 때에도 약정기간

을 반영하여 이자율을 산정해야 한다. 

 반면에 우리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 규제는 프랑스와 달리 최종소비자보다 광범

위한 개념인 이용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대출금액의 규모나 거래의 종류

106) http://www.agc.gov.my/agcportal/uploads/files/Publications/LOM/EN/Act%20400%201%20
05%202015.pdf  

107) 영국에서는 1900년에 제정된 ‘대금업법’(Moneylenders Act)에서 은행을 제외한 대금업체가 연이율 사십팔 퍼센트를 
초과하는 이자약정을 과도한(unconscionable) 것으로 추정하는 규정을 두었다. 그러나 영국 대금업법은 신용거래의 
불공정성 통제에 중점을 둔 1974년 ‘소비자신용법'(Consumer Credit Act)의 제정으로 폐지되었다. Reform of the 
Law on Consumer Credit, Cmnd. 5427, 1973, pp.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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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불문한다. 또한 이자율 산정을 할 때에 소비자에 대한 고지여부와 상관없이 대

부업자가 받는 모든 비용을 이자로 간주하여 ‘간주이자’의 범위가 상대적으로 

광범위하고 비용과 이자를 가르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2) 할부 및 리스와 소액신용대출 등 일부 소비자거래에 국한된 프랑스와 달리 싱가

포르와 말레이시아 대금업법에서는 대금업자의 이자율만을 규제하고 있다. 또한 

최고이자율 규제도 1900년 영국 대금업법처럼 담보거래와 신용거래에 따라 기준

을 달리하고 있었다. 

 최고이자율 규제의 수범자가 대규모 대출을 실행하는 은행 등이 아닌 대금업자로 

국한되었다는 점에서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대금업법은 여신기관을 포괄하는 보

편적인 최고이자율 규제를 실시하는 우리 대부업법보다 수범자의 범위가 상대적으

로 좁고 명확하였다. 또한 우리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처럼 이원적으로 최고이자

율 규제를 실시하지도 않으며, 수수료와 부대비용을 이자총액에 포괄적으로 산입

하지 않는다. 

3) 일본에는 이식제한법과 출자법에 우리 대부업법 및 이자제한법과 유사한 간주이자규

정이 있다. 하지만 간주이자규정의 적용범주와 기준에 관해서는 분명한 차이가 존재

한다. 우선 두 법률의 최고이자율은 전당업자의 대부와 특정융자한도법의 적용을 받

는 대출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우리와 달리 일본의 간주이자규정에서는 

계약체결비용 및 채무변제비용 등 ‘비용의 실질’을 가지는 것은 우리나라 대부업

법과 달리 명문으로 간주이자의 적용 예외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밖에 수수료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거래의 도입 및 개발을 위해서 실질적인 

의미의 이자가 아닌 수수료를 ‘간주이자’에서 보편적으로 배제하려는 해석론이 

실무계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를 보면 우리 대부업법상 간주이자규정은 

2002년에 도입되었지만 간주이자의 범주가 1983년 개정 이전의 1954년 일본 출자

법 수준처럼 광범위하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도 일본에서처럼 2018년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이 일원화가 되었지만 변화된 상황을 반영하지 않고 있어

서 일본의 유사법률에 비해 내용상 후퇴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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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연방 각주에서는 1978년 연방대법원이 주간대출(Inter-state Lending)로 인한 

‘금리수출’을 인정한 이후에, 규제완화기조가 지속되면서 각 주정부는 보편적인 

금리상한규제를 철폐하거나 소비자 신용거래규제를 완화하였다. 그 결과 15개 주

를 뺀 대다수의 주에서는 연이율 300%를 상회하는 고비용 소액대출상품 판매가 

가능하다. 대신 연방 각주는 민사특별법을 제정하여 보편적인 금리제한을 실시하

기보다 상품별로 개별적인 금융비용규제를 시도하고 있다. 예컨대, 소비자의 과도

한 대출비용지출을 억제하기 위하여 대출 원본의 크기에 비례한 금융비용규제가 

대표적이다. 이와 같은 금융비용에는 통상 이자와 부대비용이 포함된다. 예컨대, 

캘리포니아에서는 만기 30일 미만의 급여일 대출(Payday Loan) 상품에 대하여 대

출 원본을 300달러로 제한하며 이자와 수수료를 포함하여 지급하는 금융비용이 1

주에 원금의 15%를 넘지 못한다. 또한 30일 미만의 단기에 대해서는 100달러당 

금융비용의 한계가 17.65달러이다.108) 이를 실질연이율로 환산하면 연 459%에 이

른다. 따라서 간주이자규정을 두고 있는 우리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 수준에 비해 

20배 이상 높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미국의 신종 고비용 금융상품에 대한 규제

는 방식이나 적용범위가 다르다. 또한 미국의 금융비용규제 수준에 비하면 우리 

대부업법상 보편적인 최고이자율 규제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격하고 적용범

위가 광범위하다고 볼 수 있다.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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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ritten legal contract of lending agreement required: Should contain all information about the 
loan amount, terms and conditions, interest rates and finance char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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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이자율 산정방식에 관한 개선방안

1. 간주이자규정에 대한 개선방안

 앞선 비교법적 검토 결과를 살피면, 현재 최고이자율 규제를 하는 나라 중에서 계

약체결비용을 이자총액에 산입하는 나라는 없었다.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에서는 명목이자율을 기준으로 대금업체의 금리상한을 정하

기 때문에 수수료와 부대비용이 이자총액에 산입되지 않는다. 

 특히 싱가포르에서는 2012년 대금업법 개정으로 수수료와 비용을 이자총액에 산입

했다가 대금업체의 9할 정도가 폐업하자 3년 만에 이를 폐지하여 명목이자율 기준으

로 환원했다. 나아가 싱가포르 정부는 대금업법상 금리상한의 판단 기준을 연이율이 

아닌 월이율로 바꾸어 사실상 금리상한의 수준을 2배에서 3배까지 인상하였다. 이는 

단기금융 위주의 대금업 시장의 특성을 반영하고 엄격한 규제보다는 자율적 거래를 

활성화하여 폐업하였거나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이동한 대금업자가 관리감독이 가능

한 합법적인 시장으로 돌아오도록 제도적 유인을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에서도 2003년 보편적인 금리상한규제를 폐지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한화

로 약 이백만 원 미만의 소비자소액신용거래 등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법정최고금

리를 설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소비자소액신용거래에 관해서도 이자총액에 비용과 

수수료가 산입되지는 않는다. 다만 여신기관이 계약체결 전 거래 상대방에게 제반 

수수료와 부대비용을 명시할 것을 조건으로 했다. 이는 우리 약관규제법상 약관편입

의 조건으로 사업자의 명시의무를 정한 것과 유사하여 우리 대부업법상 간주이자규

정에 도입하여도 무리가 없다고 본다.   

 미연방 일부 주(州)에서는 약탈성이 의심되는 신종 대출상품에 한하여 이자를 포함한 

금융비용에 대하여 총액 규제를 하고 있으나 허용되는 금융비용 상한이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았다. 예컨대, 급여일 대출상품(Payday Loan)에 대한 캘리포니아 주의 

금융비용상한은 우리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 수준에 비해 20배 이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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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우리나라 대부업법과 유사한 간주이자규정을 두어 대금업체가 금리상한을 규

제하는 곳은 일본 밖에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보면 일본의 출자법

상 간주이자에서 제외되는 사항이 우리 대부업보다 보다 훨씬 많다. 

 예컨대, 출자법 제5조의4 제4항에서는 법정 계약체결비용, 채무변제비용, 카드 재발

급 관련 수수료 및 사무처리비용 등 ‘실질적인 비용’을 간주이자에서 제외한다. 

또한 특정융자한도법에서는 일정 규모의 기업 대출에 관해서는 출자법 및 이식제한

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나아가 해석론 차원에서 간주이자의 개념을 입법취지에 맞게 재해석하려는 주장도 

활발히 제기되고 있다. 즉 입법의 전제 변화를 이유로 ‘원본 사용의 대가’인 ‘실

질적인 의미의 이자’만을 이자로 간주하자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간주이자’ 규

정의 입법 취지가 본래 대부를 실시하는 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실질적인 이자를 탈법

적으로 징수하는 것을 방지하는데 있으므로 융자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수료를 일

괄하여 이자로 보려는 취지는 아니라는 것이다.  

 간주이자 개념 관련 재해석론의 제기 배경에는 출자법과 이자제한법의 적용 예외를 

정한 「특정융자한도법」이 제정된 상황과 국제금융환경의 변화로 일본 금융회사도 

수수료를 기반으로 하는 거래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있다는 경제 현실이 놓여 있다. 

그런데 간주이자 규정이 이러한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여 새로운 금융상품의 출현과 

금융 산업의 발전에 장애가 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의 지속적 인하로 인해 이자총액에 산입되는 

비용과 수수료의 비중이 비례적으로 높아졌다. 또한 2018년 법정최고이자율 일원화

로 인해 대부업법상 특례금리효과가 사라져서 이자로 간주되는 비용과 수수료 지출

을 특례금리 범주 내에서 상쇄할 여지가 없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업법상 

이자로 간주하는 범주는 현행 일본 출자법이나 이식제한법보다 광범위하다. 왜냐하

면 우리 대부업법에서는 일본 출자법 제5조의 4 제4항 제1호 가항에 해당하는 공과

금 정도만이 간주이자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가히 간주이자 예외를 두지 않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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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4년 일본 출자법에 비견될 만큼 경직되어 있다. 이 때문에 대부를 실시하는 자가 

수취할 수 있는 이자총액은 명목이자율보다 낮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대부업법상 이자로 간주하는 범주를 금융 현실에 맞게 구체화해야 할 필요

가 있다. 달리 말하면, 이자가 아닌 수수료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거래형태가 도입

될 수 있도록 ‘원본 사용의 대가’로서 ‘실질적인 의미의 이자’만을 이자 총액에 

산입하도록 간주이자의 기준을 입법적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대부업법과 달리 2011년에 신설된 이자제한법 제4조 제2항에서는 간주이자의 판단

기준을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채무자의 금전지급의무 발생의 원인 및 근거

법령, 의무의 내용, 거래상 일반원칙 등에 비추어 그 의무가 원래 채권자가 부담하여

야 할 성질이면 이자로 봐야 한다.” 즉, 모든 비용과 수수료를 일괄적으로 이자로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의 금전지급의무가 거래의 구체적인 조건과 일반원칙에 

비추어서 본래 채권자가 부담하여야 할 성질인지를 가려서 이자로 간주한다는 것이

다. 그렇지만 실무상 어떤 것이 채권자가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비용인지에 대해서

는 이자제한법에서도 명료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업법에는 이자제한법과 같은 무엇을 이자로 간주할 수 있는 

지에 대한 해석기준조차 제시되어 있지 않다. 역대 가장 낮은 최고이자율이라는 조

건 아래에서 ‘간주이자’가 여신실무에 끼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다

면 현행 대부업법은 이자로 간주되는 ‘비용이나 수수료’에 관하여 획기적인 전환

을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대부중개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과 수수료에 대해서

는 프랑스처럼 ‘명시의무이행’을 조건으로 이자총액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변화가 없이 일본에서처럼 계약체결 비용만을 소극적으로 간주이자에서 제외

한다면, 우리도 대부법상 간주이자규정의 문제점을 일본의 전당포영업법이나 특정융

자한도법과 같은 특별법을 계속 만들어서 보완하거나 이자라는 명칭이 붙지 않았지

만 ‘원본사용의 대가’라는 이자의 성질을 가진 것만을 포함시키도록 해석론 차원

에서 판단 기준을 제시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일본의 입법사례는 법의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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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가 복잡해지고 새로운 거래가 출현할 때마다 간주이자의 법적 예외를 인정해야 한

다는 점에서 그 효과가 제한적이고 입법 비용이 과도하다고 볼 수 있다. 

 즉 저금리 시대에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수수료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유형의 대

출 방식이 출현하여 현행 대부업법의 적용을 받는다면 그때마다 간주이자의 범주를 

어디까지로 할 것인지에 관한 해석상 혼란은 필연적이다. 예컨대, 「P2P 대출 가이드

라인」에서 플랫폼 매칭 수수료와 부대비용을 이자로 간주하는 것처럼 고객과 ‘대

출약정’(Commitment Loan)을 체결하고 고객의 자금사정에 따라 편의를 봐주기 위

해 며칠짜리 초단기 대출을 일정한 기간 동안 수시로 실행해주는 대신 수수료를 받

는 영업모델도 대부업법상 ‘간주이자’ 규정과 이자율 단리계산에 관한 유권해석으

로 인해 일정한 제약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2. 단리환산 규정의 적용개선방안 

 사인(私人)간에 이루어지는 비영리목적의 소비대차에 적용되는 이자제한법에는 단리

환산규정이 없다. 반면에 영리 목적의 대부를 실행하는 사업자는 단 1회라도 단리환

산규정을 위반하여 이자를 수수했을 경우에는 설령 수령한 이자 총액이 최고이자율

을 초과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최고이자율 제한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은 상대적으로 과잉제재를 유발한다. 

 또한 최고이자율 일원화로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이 동일한 금리상한 수준을 설정하

게 되었지만 유독 대부업법에서만 단리계산규정을 유지하는 것은 이자제한법과 규제수

준의 형평성에 어긋난다. 따라서 규정의 존치여부를 근본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일본에서도 이식제한법 제1조에 따른 최고이자율 초과 수취를 출자법 제5조에 따라 

처벌하지만, 월리와 일리로 단리계산하여 위반행위를 별도로 처벌하지는 않는다. 

 만약 대부업법에서만 단리환산규정을 유지하는 목적이 ‘불법 사금융 억제’를 위

한 것이라면, 이는 대부시장과 사금융 시장이 분리되었다는 2017년 금융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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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금융 실태조사’의 분석 결론과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대부업법상 단리

계산규정은 등록하지 않은 불법 사금융업체의 대출거래에 한정하여 적용하는 것이 논

리적으로 타당하다.

 다른 한편, 금전 소비대차 계약에서 이자율의 계산은 원금의 실제 사용기간과 이자

의 실제 지급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런데, 대부업관리감독지침에 따르면 여신

기관에 한하여 채무자의 대출금 실제 사용기간이 30일 미만이라면 이를 30일로 간주

하여 이자율을 계산하도록 권고하여 단리환산의 특례를 인정한다. 

[그림3] 금융감독원 일수조견표109)

 하지만, 여신금융회사에 대해서만 유리한 해석이 가능한 근거는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 이식제한법에서도 사용기간이 15일 미만이라면 이를 15일

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소비자신용회사(대금업)를 배제하지 않는다. 그러므

109) 일수대출이란 돈을 빌려주고, 일정기간 동안 일수금(日收金;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을 매일 받는 
대출형태이다. 금융감독원 예시한 조견표와 같이 300만원을 100일 동안 상환하는 경우에 채권자가 
수취하는 일수금이 31,007원을 넘으면 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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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합법적인 대부업체에 대해서도 채무자가 대출 후 사용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에

는 사용기간을 30일로 간주하여 이자율을 계산하도록 지침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요컨대, 현행 대부업법상 단리환산규정은 그 적용을 불법 사금융업체에 한정해야 

한다. 동시에 사용기간이 30일 미만이라면 이를 30일로 간주하여 이자율을 계산하도

록 하는 감독당국의 관리지침은 여신기관뿐 아니라 대부사업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한다.

3. 중도상환수수료 산입에 대한 개선방안

 대부업법은 또한 여신기관 및 대부업자의 약관상 ‘중도상환수수료’도 이자로 간

주한다. ‘조기상환수수료’라고도 부르는 ‘중도상환수수료’는 채무자의 채무불이

행에 따른 손해를 전보하기 한 것으로 민법 제398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보통이다.110) 왜냐하면 채무자가 대출계약에서 정한 기일

보다 빨리 대출금을 상환하면 상대방의 민법상 ‘기한의 이익’(제153조 제2항)을 침

해하기 때문이다. 

 물론 채무자는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변제기 전이라도 상환할 수 있지만 이로 

인한 손해는 배상해야 한다(민법 제468조). 이 때문에 일본에서는 ‘중도상환수수

료’를 ‘기한전변제수수료(期限前弁済手数料)’ 또는 ‘조기상환해약금(繰上返済解
約金)’이라고도 부른다.111) 

 판례도 같은 입장에서 은행이 고객에게 부과하는 중도상환수수료는 변제기 전의 변

제 또는 기한 이익의 포기로 인한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라고 하여 중도상

환수수료 약관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본다. 

110) 윤부찬, ‘조기상환수수료(벌칙)의 법적 성격에 관한 연구’, 비교사법 제16권 제2호, 2009.6, 341면; 
김대회, ‘중도상환수수료의 현황과 개선 논의’, 이슈와 논점 제666호, 2013.6.7., 1면, 노태석, 은행 
중도수수료의 부과방식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검토, 소비자문제연구 제44권 제3호, 2013.12, 66면.

111) 노태석, 위의 논문, 6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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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공중(公衆)을 상대로 하는 여신기관에서 ‘배상금’이라는 명칭 대신 각박

해 보일 수밖에 없다. 이를 순화하기 위해 ‘수수료’라고 부른다고 해도 ‘손해배

상금’의 성격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한편 감독 당국은 중도상환수수료를 이자로 간주하면서도 다른 한편 등록 대부업체

를 제외한 여신기관에 한하여 최소한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예외를 인

정한다.112) 현행 대부업법상 여신금융기관은 시행령 제9조 제3항에 따라 담보권 설정

비용과 신용조회 비용 이외에 대출 약정만기가 1년 이상인 경우 부대비용으로써 조기

상환 금액의 1%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은 이자율 초과 여부 계산 시 제외된다. 이 밖에 

대부업 관리감독지침에 따르면 여신금융기관은 실제 대출 사용기간이 30일 미만인 경

우에는 대출 사용기간을 30일로 간주하여 이자율을 계산하도록 허용된다. 

 법령상 대부업체와 여신기관은 동일한 최고이자율 제한을 받고 있지만 중도상환 수수

료에 대해서는 여신기관에 한해서 특례(特例)를 인정하는 규정을 두어 경제적 차별을 

제도화하고 있다. 이러한 차별은 영세한 대부업체와 신용이 낮은 대부 이용자를 합법

적인 대부시장에서 구축하는 제도적·경제적 유인으로 기능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공모사채 발행이 제한되는 등 대출원금 조달의 수단이 여신기관에 비해 단순하여 조달

원가가 비쌀 수밖에 없는 대부업체의 사업 조건과 결합하면 차별의 경제적 효과가 증

폭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합당한 근거 없는 법령상 차별은 시정되어야 한다. 나아가 불법 사금융을 

억제하고 사금융 양성화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대부업법 시행령 제9조 제3

항과 대부업 관리감독지침을 등록 대부업체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할 것이다. 

112) 현재 은행은  대출 후 3년 내 상환이 발생하면 상환액의 1.0% 내외를 중도상환수수료로 부과한다. 
단 자연일수 체감방식(sliding)을 적용하여 잔여일수가 짧을수록 수수료율이 체감한다. 그러나 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금조달 금리가 높은 대부업체와 같은 곳에서는 단기대출상품에 취급수수료를 금리
에 반영할 여지가 상대적으로 희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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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간주이자’ 적용의 예외 대상 : 취급수수료

 일종의 거래체결비용인 취급수수료는 ‘이자’가 아닌 ‘비용’의 실질을 갖는다. 이

와 같은 금융비용에 대해서도 프랑스에서는 소비법상 1.524유로 미만의 소비자신용대

출, 리스 및 할부거래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이자총액에 산입하지만, 여신기관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고객에게 취급수수료를 명시한다면 이자총액에 산입되지 않는다. 

 싱가포르 대금업법에서는 대출금액의 10% 범위 내에서 취급수수료를 받을 수 있으

며, 말레이시아에서도 이자총액에 고유한 의미의 이자만을 산입한다.

 간주이자규정이 있는 일본 출자법과 이식제한법에서도 취급수수료는 이자총액에 제

외된다. 예컨대, 출자법 제5조의4 제4항에서는 법정 계약체결비용, 채무변제비용, 카

드 재발급 관련 수수료 및 사무처리비용 등 ‘실질적인 비용’을 명시적으로 이자로 

간주하지 않는다. 

 따라서 비교가능한 나라 중 사용기간에 관계없이 지급되는 ‘취급수수료’를 이자

로 간주하는 법률은 우리나라 대부업법이 유일하다고 볼 수 있다.113) 

 그러나 취급수수료는 본디 비용이며 원본사용의 대가가 아니다. 또한 취급수수료는 

고유한 의미의 ‘이자’처럼 대출금의 양이나 대출기간에 비례하지 않는다. 또한 취

급수수료는 취급하는 대출 건별로 발생한다.

  그러므로 대출 금액이 적고 만기도 짧은 단기소액대출 건에서 상환이자총액이 그

리 많지 않아 취급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를 일괄적으로 이자로 간주한다면, 법정최고이자율 범주 내에서 여신기관 및 대부

업자 등이 받을 수 있는 고유한 의미의 이자 비율은 실질적으로 축소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113) 대부업법 제8조 제2항, 제15조 제2항, 이자제한법 제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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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리 말하면 취급수수료와 같은 대무비용을 대출기간에 비례하여 대출 금리에 반영

한다면 단기대출의 경우 상대적 고비용 구조가 되어 오히려 장단기 금리 왜곡이 발

생하고, 시장논리와 역행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나아가 은행보다 자본조달금리가 높

은 제2금융권이나 대부업체에게는 단기대출상품을 취급하지 못하는 영업력 부재상태

가 초래될 수 있다. 

 그 결과 현행 간주이자규정은 기능상 합법적인 대출시장에서 다양한 단기소액대부 

상품을 구축(驅逐)하는 요인으로 기능하는 역설을 초래하기에 실질적인 비용인 업무

취급수수료를 프랑스에서처럼 소액대부의 경우에는 명시의무이행을 조건으로 이자총

액에 산입하지 않거나 싱가포르처럼 대출금액의 10%내에서 수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등록 대부업자에 대한 역차별 해소 

 가. 불법사금융의 성행 요인

 금융감독원의 ‘2017년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운영실적’에 따르면 2017년 미등록 

대부 관련 신고는 2,306건에 이른다. 이는 5년 전인 2012년 619건에 비해 네 배 증가

한 수준이다.114) 미등록 대부업 신고 건수가 늘어난 것은 사회관계서비스망(SNS)와 

인터넷을 이용한 미등록 대부업체 광고가 증가하면서 광고 노출 빈도가 늘어났기 때

문으로 보인다. 

 아울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최초로 발표한 ‘2017년 불법 사금융 시장 실태

조사’115) 결과에 따르면 불법 사금융의 전 대출 잔액은 6.8조원이며 이용자 규모는 

약 52만 명으로 추정됐다. 여기에 등록 대부업을 포함하면 모두 124만 9,000명, 23조

5,000억 원이다. 등록 대부업 이용자는 77만 9,000명, 대출액이 16조 7,000억 원이다. 

114) 미등록 대부업체 신고 건수는 2012년 619건에서 2013년 983건으로 늘어난 후 2014년 1,152건, 
2015년 1,220건, 2016년 2,306건 등으로 매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115) ‘2017년 불법 사금융시장 실태조사’, 출처: (http://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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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두 시장이 사실상 분리돼 있다고 보았다. 불법 사금융과 등록 대부업을 

동시 이용 중인 차주(4만9천명)와 대출액(6천억 원) 규모를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116) 

[그림4] 연도별 신고 현황117)

(단위 : 건)

 서민금융연구원(사)은 2019년 2월에 발표한 ‘대부업·사금융 시장 이용자 및 업계 

동향 조사 분석’ 발표에서 2018년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거절당한 이용자 45만∼65

만 명이 사금융 시장으로 이동했고 그 규모가 5조 7,000억∼7조 2,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으로 법정 최고금리의 인하 수준이나 속

도 조절에 신중해야 하며, 금리상한을 조정하거나 규제방식을 신축적으로 운영할 필

요가 있다는 점 등이 제시됐다. 

 또한 규제방식의 신축적 운영 방안의 하나로 ‘단기소액대부’에 대한 금리상한규

제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대부시장에서 흔한 일 년 미만의 단기 소액대부는 예

컨대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장기․대규모 대출계약에 비해 계약체결비용의 비중이 상대

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대부기간의 장․단기여부나 대부금액의 대․소를 불문

하고 일괄적으로 금리상한규제를 적용하면, 예컨대 간주이자규정으로 인해 부의 효

과가 단기소액대부에서 극대화되어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기 때문이다.   

116) 대부금융협회(clfa.or.kr)의 이용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72%(2,215명)가 등록업체를 
이용하고 나머지 28%(213명)는 미등록업체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기준으로 하면 등록 
및 미등록 이용비율은 대략 7:3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를 등록업체 거래자 수 261.4만 명에 대입
하면 불법사금융 이용자 수는 101.7만 명으로 추정할 수 있다.

117) 금융감독원, ‘2017년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운영실적’, 출처: (http://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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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단기소액대부에 대한 금리상한규제 적용방식의 완화  

 윤형호·이지연은 불법사금융이 성행하는 이유를 공급자 요인, 수요자 요인, 법집행

요인으로 세분하여 밝히고 있다. 공급자 요인으로는 여신기관 및 등록 대부업체의 

낮은 대출 승인율(2014년 23.9%)을 꼽았고, 수요자 요인으로는 사금융의 대출 신속성, 

상환의 편의성을 지적했다. 

 반면에 법집행요인으로는 불법사금융에 대한 정부의 미온적 대책을 들었다. 근거로

는 불법사금융이용자 추정치 규모(약 100만 명)수에 비해 경찰의 불법대부업자 검거 

건수(2014년 1,259건)가 상대적으로 적고 기소된 대부업법 위반자에 대한 처벌이 징

역형(5%)에 불과하다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대부업법이 무등록영업과 금리

상한 위반죄를 제외한 영업행위규제 위반에 대해 행정처분인 과태료만을 부과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즉 일본의 출자법에서처럼 우리 대부업법도 엄벌주의를 취하여 

규제 위반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자는 것이었다. 

 이러한 주장과 궤를 같이 하여 불법사금융업자 등에 대한 징역형과 벌칙을 강화하

는 대부업법 개정안118)이 있다. 2018년 정재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법상 미

등록 대부업자를 불법사금융업자로 명칭을 변경하고 등록의무와 광고금지의무 및 이

자율초과수취 위반에 대해 징역형과 벌금을 병과(竝科)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관리가능성이 없는 제도 밖에서 영업을 하는 사금융업자에 대해 영업행위위

반에 대한 처벌 수준을 높이고 비용이 많이 드는 단속을 강화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

결책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현행법에서도 불법사금융 영업이나 광고 

등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5,000만원의 벌금 처벌이 가능하다. 그렇지만 실제 미등록 

대부업체가 벌금을 받은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미등록 대부업체는 

감독 당국의 관리감독의 영역 안에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법위반여부

를 가려낼 수 없다. 따라서 경찰이 대규모 인력을 투입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을 벌이

지 않는 한, 제재수준을 강화한다고 해도 사실상 형의 실효성은 그리 높지 않다고 

볼 수 있다. 

118)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재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
호 13321, 2018, 4. 30.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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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일본에서 엄벌주의로 불법 사금융이 실효적으로 억제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의

문이다. 실제로 1990년대 ‘범죄와의 전쟁’이나 일본 출자법 집행사례를 보면 법집

행요인을 강화하는 경우에 불법사금융 시장의 규모가 커지고 사금융업체가 기업화하

는 이른바 규제의 역설이 발생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윤형호·이지연의 요인 분석에서 간과된 점은 법제도적 요인으로 보인다. 즉 법집

행의 근거인 법제도적 요인에 대한 분석이 생략된 것이다. 불법 사금융거래도 거래

의 일종인데 법제도가 합법적인 대부업체에게 경제적 차별을 유발하지 않는지를 먼

저 검토해야 할 것이다. 

 싱가포르에서는 대금업시장의 실태에 맞추어 2015년 대금업법 개정하여 금리상한을 

연간이자율이 아닌 월 이자율로 설정하여 규제방식을 합리화한 바 있다. 또한 대금

업자의 100일 미만 초단기소액대출에 관해서는 영국의 페이데이론에 대한 금융비용

규제처럼 각종 금융거래비용과 이자를 포함한 총비용이 대출 원금을 초과하여 받지 

못하도록 ‘총비용 상한 규제’를 도입하였다.119) 이러한 싱가포르와 영국의 규정 

방식은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인 ‘일본일리(一本一利)’ 원칙에도 부합한다.120) 

 그러므로 실질적인 의미의 이자가 아닌 수수료 등 제반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

은 일 년 미만의 단기소액대부에 대해서는 대부업법상 법정 최고이자율 규제를 적용

하는 것은 부의 효과를 강화하기 때문에 불합리하다. 차라리 ‘대출 300만원 법칙’

이 작동하는 단기소액대부에 대해서는 금융비용 총액이 원본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정한 ‘이식규례’ 제3조와 같은 ‘일본일리원칙’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119) 출처: 싱가포르 법무부(Ministry of Law) 홈페이지(https://www.mlaw.gov.sg/content/rom/en/information-fo
r-borrowers/guide-to-borrowing-from-licensed-moneylenders-english.html) 참조(2019년 8월 1일 검색).  

120)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실무상 1년간의 이자만 받도록 하거나 일본일리(一本一利)를 받도록 하
던 상황이 공존했었다. 이러한 조건에서 ‘이식규례’는 제3조에서 이자의 총액이 원본 금액을 초과하
지 못하도록 정하여 이른바 ‘일본일리’를 명문화하였다. 조지만, “구한말 이자에 관한 연구”, 비교
사법 제22권 3호(통권 70호), 1254~5면.



- 55 -

제5장 결 론

 소비자거래에 관한 입법의 성패를 가르는 것은 보호 대상이 구체적이고 위법 여부

에 대한 판단 기준이 뚜렷한가에 달려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법률 준수여부에 대

한 관리감독 및 단속은 자의적이고, 이자율 산정기준에 대한 유권해석과 사법적 판

단은 공정성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         

 그런데 현행 대부업법상 이자율 산정방식에서는 ‘원본의 사용대가’라는 실질적 

의미의 이자 외에도 포괄적인 간주이자규정으로 인해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비용 중 무엇이 이자총액에 산입되어야 할지 뚜렷하지 않다. 

 대부업법 제8조 제2항 ‘간주이자’에 관한 규정은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

한 모든 비용”을 이자로 간주하여 비용과 수수료에 대한 기준이 불분명하다.

 이러한 규정방식은 과잉금지의 원칙을 정한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배될 소지가 크

다. 왜냐하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이 헌법적으로 정당화되려면 규제 방법이 

적절해야 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동시에 법익의 균형을 도모해야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대부업법이 제정된 2002년 당시보다 최고이자율이 세배 이상 축소되었

고, 법정최고이자율 일원화로 대부업법상 이자율이 이자제한법과 같아진 상황에서 

대부업법상 간주이자규정은 명목상 최고이자율과 실질적인 최고이자율의 괴리를 넓

히는 ‘부(負)’의 효과를 강화한다. 달리 말하면, 현행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 계산

방식에서는 이자로 간주되는 비용이 광범위하고 손해배상의 성격을 갖는 연체이자, 

중도상환수수료 및 보증수수료 및 관리비용까지 이자로 간주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최고이자율과 명목상 최고이자율간의 차이가 현저해 질 수 있다는 것이다. 

 계약체결비용 및 각종 수수료를 일괄적으로 이자총액에 반영한다면 단기대출상품의 

경우 상대적 고비용 구조이므로 장단기 금융상품에서 금리 왜곡이 발생한다. 왜곡이 

심화되면 은행보다 자본조달금리가 높은 제2금융권이나 대부업체에게는 주력 상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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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비용 단기대출상품을 간주이자규정으로 인해 취급할 수 없는 영업력 부재상태로 

이어진다. 그 결과 ‘사금융 억제를 위한 간주이자규정’이 대부시장에서 다양한 단

기소액대부 상품을 구축(驅逐)하여 사업자와 이용자의 불법사금융 시장 이동을 촉진

하는 모순을 초래한다.  

 거래 주체에 대한 형사벌이 엄격하면 할수록 규제의 실효성이 낮다는 것을 반증한

다. 형사벌을 예정한 대부업법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간주이자의 해석 기준이 모호하

고 간주 범위가 광범위할수록 사업자가 처벌 받을 위험도 높아진다. 그만큼 영업 주

체가 트랜잭션 뱅킹(transaction banking)과 같은 새로운 금융거래를 개발하거나 도입

하는 일도 위험해진다. 

 2018년 법정 최고금리 일원화로 대부업자에 대한 ‘특례금리효과’가 사라졌다. 특

례금리효과 폐지로 대부업 등록의 유인이 약화된 조건에서  광범위한  간주이자 및 

단리계산규정은 아무런 제도개선 없이 대부업법에 그대로 남았다. 

 이에 본 연구는 대부업법상 이자율 산정방식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비교 가능한 각국의 간주이자 및 단리계산규정 현황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에 따

르면 사용기간에 관계없이 지급되는 ‘취급수수료’ 등 계약체결비용이나 채무변제

비용을 엄격하게 이자로 간주하는 법률은 우리나라 대부업법이 유일했다. 

 또한  ‘간주이자제도 개선방안’으로 우리와 유사한 규제를 실시하는 일본 출자법

과 프랑스 소비법의 규제 방식을 비교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결론으로 삼고자 한다. 

① 일본적 방식 : 포괄적인 간주이자규정으로 인한 부의 효과를 억제하기 위해서 일

본처럼 간주이자 적용 예외사항을 확대하거나, 전당포영업법이나 특정융자한도법

처럼 금리상한규제 적용 예외를 위한 특별법을 만드는 것은 번거롭고 시간이 많

이 걸린다. 즉 규제가 경제현실의 변화를 추동하지 못하고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실무상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땜질식 규제개선이 반복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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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프랑스적 방식 : 소액 소비자신용거래에 수반하는 실질적인 의미의 비용(수수료)

과 지연손해배상금에 대하여 여신기관이 설명한 경우에 관련 비용은 이자총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러한 규제 방식은 설명을 포함한 거래비용 명시의무를 이행

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합리적 판단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종래에 우리 약관규제

법상 약관의 편입요건으로 사업자의 약관명시·설명·교부의무를 정하고 있는 우

리약관규제법의 입법방식과 유사하여 거래현실에 받아들이기 용이하다.  

③ 단, 간주이자규정은 본래 불법 사채거래를 억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므로 미

등록 대부업자에 한해서 대부업법상 간주이자규정을 명시의무 이행에 관한 조건 

없이 적용한다. 

④ 단리환산규정도 불법 사채거래업자의 약탈적 이자수취를 억제하기위한 것이므로 

입법취지에 맞게 미등록 대부업체에 한하여 적용한다. 

⑤ 프랑스처럼 간주이자 규정의 적용조건을 완화하는 대신에 1년 미만의 단기대부에 

대해서는 대부로 인한 금융비용(이자 + 비용)에 대해서 싱가포르처럼 원본에 상당

하는 금액을 넘지 못하도록 하여 금융비용 상승을 총량적으로 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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