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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서론

1. 연구 배경

 

2002년 10월 28일 대부업법(「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약칭) 시행 이후 사금융 시장은 등록 대부업체의 합법적 영업으로 

건전한 서민금융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이 조성됨. 대부업체는 신용대출 

상품으로 저신용자의 위험 관리에 성공한 반면 저축은행 등 서민금융기관은 

서민대출 보다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투자에 치중함. 그 결과 서민들의 사금

융 및 대부업 의존도가 높아짐. 그러나 무등록 대부업체가 많았고 등록 대부

업체의 불법 행위도 발생하여 참여정부는 2006년 말 사금융 피해대책을 포

함한 서민금융정책을 마련함.

이명박 정부는 2008년 미국 발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경기침체 하에서 취약

계층의 금융수요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 직면함. 그러나 가계부채 연착륙대책

으로 제도권 서민금융이 위축. 따라서 취약계층 자금조달은 대부업 등 사금

융에 의존하게 됨. 정부는 사금융 시장규모를 조사하고자 대대적인 실태조사

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서민금융 정책 방향이 금융소외자 지원과 채무조

정 등을 지향하게 되지만 불법사금융 관련 정보는 미흡함. 정부는 금융소외

자를 위한 서민금융상품(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의 공급, 

채무불이행자에 대한 신용회복지원, 최고이자율 인하 등을 노력함. 2008년부

터 지금까지 서민금융상품 공급에 약 14.5조원이 지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업의 대출규모는 크게 증가하고 불법사금융 피해도 대폭 증가하는 결과

를 낳음.  

2. 연구 방향

본 연구는 왜 서민금융상품의 공급 증대가 대부업 시장과 불법사금융 시장

의 확대를 불러온 것인가라는 의문 제기에 주안점을 둠. 불법사금융에 관련

된 연구자료 및 참고자료가 별로 없기 때문에 연구의 시작단계에서부터 연

구 방향을 구상하기가 쉽지 않았음. 그래서 정부의 서민금융정책과 불법사금

융 관련 정책을 조사하면서 통계자료도 수집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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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방향은 먼저 불법사금융 관련 통계자료를 수집부터 시작함. 그동안 정

부의 사금융 실태조사는 여러 차례 시행되었으나 불법시장에 초점이 놓여있

지 않았음. 금융연구원은 2005년과 2006년 사금융 규모를 각각 40조원과 18

조원으로 추정하였으나 정부는 이 추정치가 불완전하여 공식 채택하기 어렵

다는 입장이었음. 그래서 2008년 사금융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사금융 규모 16.5조원을 밝혔으나 불법사금융 대출규모는 분명하게 밝히지 

않음. 이후의 불법사금융 단속에서도 불법사금융 규모에 대한 언급은 찾아볼 

수 없음.

 

이처럼 불법사금융의 규모를 파악하는데 필요한 자료가 부족하였으며, 이를 

보완하고 또한 불법사금융의 생성원인 및 이용행태를 조사하고자 금년 7~8

월 한국대부금융협회의 도움으로 불법사금융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이 설

문조사 결과 및 주어진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불법시장 규모를 추정하고자 

시도함. 

연구 방향의 그 다음 차례는 2006년 말부터 시작된 불법사금융 관련 정책을 

연도별로 중요한 사항을 추적함. 다양한 서민금융정책과 불법사금융 척결 대

책 중에서 정부가 2008년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서민금융

상품, 2012년 폭발적으로 증가한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그리고 역시 크게 증

가한 대부업 시장 규모에 주목하게 되고 그 인과관계에 관심을 가짐. 

연구 방향의 마지막 단계는 서민금융상품, 대부업 시장, 불법사금융 시장 간

의 관계를 조사하기 위하여 세부 쟁점을 

첫째, 정부의 서민금융상품 공급이 서민금융정책의 목표에 상응하는지,  

둘째, 불법시장은 대부업법의 최고이자율제도와 관련이 있는지, 

셋째, 금융소외자를 위한 시장과 정부의 역할 분담, 

넷째, 지금까지의 공급자 관리 및 사후적 처방을 벗어나는 방안

의 네 가지로 나누어 분석함. 이러한 분석을 근거로 서민금융시장의 왜곡 현

상을 바로 잡고 불법사금융을 근절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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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 불법 사금융 현황

1. 불법사금융의 통계자료

불법사금융의 규모

- 2006.12월 발표된 서민금융 현황에는 사금융 이용자는 450만명, 대출잔액

은 40조원 수준이라는 금융연구원 추정치(’05.8)가 나와 있으며, 3~4만개의 

미등록 불법대부업자가 영업 중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 또 다른 자료에는 사금융 이용자 328만명, 대출잔액 18조원(등록대부업체 

8.1조원, 불법사채시장 10조원)이라는 금융연구원 추정치(’06.12)가 있음. 

- 2008.6월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각 연구소에 의한 사금융 시장규모 추정치 

18~45조원은 제한된 정보에 의한 것으로 정책자료로 사용하기엔 부적합하

다며, 이에 전국민과 사금융 이용자,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2008년 4월 한 

달간 조사한 광범위하고 다각적인 사금융 실태조사를 발표함. 그 내용 중 

불법사금융에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 사금융 시장규모는 약 16.5조원으로 추정. 이중 등록 및 무등록 대부업체의 

대출규모는 총 10.0조원(127.6만명⨯783.4만원＊).

  [＊783.4만원은 등록 및 무등록 대부업체 이용자의 평균 사금융 이용액]

<표 1> 사금융 이용 형태

자료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08.6.3                               

. 사금융 이용자 189만명중 49.9%(94.3만명)은 등록대부업체, 17.6%(33.3만

  명)은 무등록대부업체, 나머지 32.4%(61만명)은 지인으로부터 차입. 

  (<표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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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형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합 계

고 금 리 949 889 1,126 872 479 387 576  605 
(15%)

5,883 
(22%)

불법추심 187 489 760 551 374 295 450  679 
(16%)

3,785 
(14%)

등록․광고 214 505 151  7 483 254 244  360 
(9%)

2,218 
(8%)

중개수수료  31 114  51  9  73  69 156  272 
(7%)

 775 
(3%)

기타부당1) 350 405 240 410 484 510 348  313 
(8%)

3,060 
(12%)

단순상담2) 1,534 1,220 856 1,049 1,334 1,551 1,647 1,846 
(45%)

11,037 
(41%)

합 계 3,265 3,622 3,184 2,898 3,227 3,066 3,421 4,075
(100%)

26,758
(100%)

수사기관통보 591 312 206 359 148 39 57 81 1,793

- 이상에서 본바와 같이 2008.4월의 사금융시장 실태조사에서는 불법사금융

에 대한 정보가 부족함. 등록 및 무등록 대부업체의 대출규모 10조원을 

발표하는데 그쳤으며, 무등록 대부업체의 대출규모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불법사금융 규모 파악이 어려움.

- 무등록업체의 규모가 얼마인지는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08.12.22.) 「’08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로부터 추적할 수 있음. 여기에는 ’08.9월 등록

대부업의 대부잔액이 5.6조원이며 ’08.3월 대비 1.1조원 증가하였다고 적혀

있음. 따라서 ’08.3월의 등록 대부업은 4.5조원, 무등록 대부업은 (10-4.5=) 

5.5조원임을 알 수 있음. 

- 그런데 ’09.4.28. 금융위 보도자료에는 무등록대부업체 대출규모 2.6조원, 

등록대부업은 7.4조원으로 나옴＊. 이는 등록·무등록 대부업체 이용자의 

평균사용액과 이용자수를 곱하여 구한 값인데, 등록 및 무등록 대부업 이

용자의 대출금 평균사용액이 동일하다는 사실에 수긍이 가지 않음. 이처

럼 관계당국은 무등록 대부업체 규모에는 무관심함. 

   [＊33만명 ⨯783.4만원 = 2.6조원, 94.3만명⨯783.4만원 = 7.4조원]

금감원의 사금융피해상담센터 운영 현황 (2009.4)

<표 2> 피해유형별 상담건수 현황

                                                         (단위 : 건)

 
       주 1) 대출사기, 미등록 불법영업, 불공정 계약행위 등임
          2) 가압류ㆍ경매ㆍ급여압류, 이자율한도 등
       자료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09.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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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고금리 불법추심 대출사기 보이스피싱 일반상담

2009 1,057  972  463 6,720 6,114

2010  748 1,136  794 5,455 13,528

2011 1,001 2,174 2,357 8,244 25,535

2012 6,117 20,861 6,182 67,628

구  분 '05년 '06년 '07년 ’08년

고금리  

수취

합계 479 387 576 605

등 록 59 (12.3) 40 (10.3) 125 (21.7) 15  (2.5)

미등록 420 (87.7) 347 (89.7) 451 (78.3) 590 (97.5)

불법 

채권추심

합계 374 295 450 679

등 록 207 (55.3) 145 (49.1) 215 (47.8) 323 (47.6)

미등록 167 (44.7) 150 (50.9) 235 (52.2) 356 (52.4)

  - 금감원에 사금융피해상담센터가 설치된 2001년부터 2008년까지의 사금

융 피해유형별 상담건수 현황(<표 2>)을 보면 다양한 피해유형 중 고금

리, 불법추심의 순으로 신고가 많음. 각 유형별 상담의 합계를 일반상담

이라 부르며, 2008년의 일반상담은 4,075건에 달함. 

<표 3> 주요 유형의 등록여부별 상담현황

                                                        (단위 : 건, %)

 

         자료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09.4.28

  - 주요 피해유형인 고금리와 불법채권추심의 등록여부별 현황(<표 3>)을 

보면 2008년 고금리 상담의 97.5%가 무등록대부업체에서 발생. 즉 고금

리 관련 불법행위는 거의 무등록업체에서 일어남. 불법추심 상담의 경우

는 등록업체와 무등록업체의 차이가 근소함.

<표 4> 금감원의 유형별 사금융 피해 현황 (’09~’12)

      자료 : 국무총리실 [보도자료] ’12.4.16, ’1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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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계 일반상담 피해신고 < 지원 요청 >

 

수사‧단속

13,420
금감원 80,510 67,628 12,882

(검거 10,702명, 구속 290명)

경찰청 5,373 2,905 2,468  

서민금융

4,643

(지원희망 2,217명, 지원 667명)
지자체 249 151 98

 

법률지원

1,274

합 계 86,132 70,684 15,448
(법률상담 985명, 소송구조 53명)

- 2009년부터 주요 피해유형의 변화가 일어나며, 2009~2012년의 주요 피해유

  형인 고금리, 불법추심, 대출사기, 보이스피싱, 그리고 일반상담의 통계자

료를 <표 4>에 정리하였음. 

 . 2009년 이전 피해신고가 많았던 고금리와 불법추심 대신 보이스피싱과 대

출사기의 피해신고가 ’09년 이후 급격히 증가함. 

 . 일반상담은 2009년 6,114건으로 2008년의 4,075건 대비 50% 증가. 2010년

은 전년대비 121% 증가, 2011년은 89% 증가, 2012년은 165% 증가. 즉 4년 

새 금감원의 일반상담 피해신고가 16.6배 증가함.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운영성과 (2012.12)

- 정부의 관계부처합동 불법사금융 척결방안에 따라 ’12.4.18~12.7일까지 금

감원·경찰청·지자체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운영.

 . 약 8개월간 지속된 범정부적 불법사금융 일제신고 및 단속에서는 총 8만 

6천건(일반상담 70,684건, 피해신고 15,448건) 접수. 

 . 피해신고 건은 수사단속, 서민금융, 법률지원과 같은 지원형태로 연결되었

으며 그 결과 검·경의 수사단속에서 10,702명 검거, 서민금융 지원 667

명, 소송지원 53명. (<표 5> 참조)

<표 5> 상담․피해신고 접수 및 피해구제 추진 (요약)

 

  * 피해신고 : 처벌(수사기관) 또는 금융·법률지원(캠코, 법률구조공단) 등 지원요청
    일반상담 : 서민금융지원제도‧불법고금리 효과 등 일반적 제도 상담

  * 동일 신고 건에 대해 수사⋅단속, 서민금융, 법률지원 등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피해신고와 지원대상의 통계가 불일치
  자료 : 국무총리실 [보도자료] 201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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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계 일반상담 피해신고
< 지원 요청 >

 수사‧단속 1,151(검거)

금감원 8,965 8,837 128

 서민금융
28

(지원희망 17, 지원 2)
경찰청 1,278 225 1,053

 법률지원
684

지자체 2,608 2,173 435 (법률상담 461, 소송지원 223)

 행정조치

   (지자체)

428

합 계 12,851 11,235 1,616 (등록취소 13, 과태료부과 
5, 행정지도 238 등)

불법사금융 일제신고 접수현황 (2013.11)

<표 6> 상담, 피해신고, 지원요청 현황

  

   자료 :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2013.11.15

- 박근혜 정부 들어 범정부합동 단속체제는 유지되며, 피해지원 요청 사항에 

수사단속, 서민금융, 법률지원 외에 행정조치가 추가됨.(<표 6> 참조)

 . 신고기간(’13.9.12~10.31)중 총 12,851건 (일반상담 11,235건, 피해신고 

1,616건) 접수

 . 피해신고 중 검·경 1,151건, 서민금융기관 28건, 법률구조공단 684건, 

행정조치 428건 등 시행

불법대부업 및 불법채권추심 검거현황

- 불법대부업 통계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

률’(2002년 시행) 위반 전체 통계이며, 불법채권추심통계는 ‘채권의 공

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09년 시행) 위반 전체 통계임. (<표 7> 참조)

- 불법대부업 검거 건수 및 인원은 2007년부터 갑작스럽게 전년대비 213% 

증가하여 2009년 정점에 도달. 그 원인으로는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한 글로벌 경기침체 외에도 불법사금융 피해방지대책(’08.10.8)과 불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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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불법대부업 불법채권추심

검거건수 인 원 검거건수 인 원

2002        1        1

2003      623      817

2004      803    1,282

2005      481      760

2006      543      834

2007    3,005    4,836

2008    4,770    7,253

2009   14,933   17,199      35      94

2010    2,381    3,955     144     242

2011    3,919    6,526     154     254

2012    5,987    9,713     796   1,361

2013    2,088    3,694     285     522

금융 피해방지대책 국무회의 보고(’09.4.28) 등 정부의 적극적인 단속을 들 

수 있음.

<표 7> 불법대부업 및 불법채권추심 검거현황

             

            자료 : 한국대부금융협회(2014)

  

평가

  1) 정부는 그동안의 사금융 규모 추정치 18~45조원을 신뢰하지 못하고 

2008년 4월 사금융 실태조사를 하여 사금융 총규모 약 16.5조원 중 등

록·무등록 대부업체 대출규모 10조원을 밝혔으나 불법시장 규모는 밝

히지 않음. 여기서 관계당국이 사금융 규모에만 관심을 보이며 무등록

업체 등 불법시장의 규모에는 무관심함을 알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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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금감원 사금융피해신고센터의 일반상담이 2008년까지는 큰 변화가 없다

가 2009년 들어 큰 폭으로 증가함. 이명박 정부는 2012년 범정부적 불

법사금융 척결을 위해 금감원 외에도 경찰청, 지자체까지 총동원하여 

일반상담의 차원을 넘어 피해신고를 접수하였으며, 이를 수사단속·서

민금융·법률지원으로 나누어 지원대책을 강구하였음. 2013년 박근혜 

정부는 피해 지원대책에 행정조치 항목을 추가함. 문제는 왜 2008년 이

후 불법사금융 피해신고가 크게 증가했는가에 있음. 그러나 정부는 원

인 파악보다는 발생한 피해의 사후 대책을 추구하고 있음.

2. 불법사금융 이용자 특성

사금융 이용실태 조사 결과 (2013.8.26)

- 금감원은 한국갤럽을 통해 ’13.3~7월까지 사금융 이용실태 조사를 시행하

였음. 2008년 사금융 실태조사에서처럼 사금융 규모 및 이용자에 관한 언

급이 없으며, 다만 일반국민 5,045명에 대한 전화조사 결과만 밝힘.

 . 그 내용은 5,045명중 사금융이용자는 2.7%인 138명, 중복이용자 기준으로

는 252명. 이중 미등록대부업 이용자 25명(9.9%), 등록대부업 이용자 168명

(66.7%), 개인간 거래 59명(23.4%)

 . 그리고 평균이용액은 미등록대부업 2,140만원, 등록대부업 790만원, 개인

간 거래 2,423만원

- 사금융 이용자 특성 가운데 이용횟수, 상환기간, 사금융 인지경로, 이용 이

유, 사금융 용도, 이용시 가장 힘든 점, 불법사금융 인지여부에 대한 결과

는 다음과 같음.

 . 이용횟수: 대부분의 사금융 이용자는 1~3회 정도 사금융을 이용함.

 . 상환기한은 등록대부업체 및 개인간 거래의 경우 1년 이상이 각각 74.1% 

및 62.8%로 장기대출이 주류인 반면 미등록대부업체의 경우 1년 미만의 

단기대출이 71.4%로 대부분이다.

 . 사금융 인지경로는 지인 등 주위사람이 56.1%로 가장 높고, 그밖에 TV광

고, 인터넷, 전단지 순으로 나타남.

 . 사금융을 이용하는 주 이유는 ‘제도권 대출이 어려워서’가 54.8%, ‘곧

바로 빌릴 수 있는 편리성’ 39.4%의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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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응답 인원 불법사채 
이용 인원

대부업체 이용 고객 1,363 59

민원 신청인 중 전화 설문  314 20 

민원 신청인 중 메일 설문 2,000 10

총 계 3,677 89

 . 사금융 용도별로는 ‘가계생활자금’, ‘사업자금’, ‘다른 대출 정리’의 순.  

 . 사금융 이용시 가장 힘든 점은 ‘고율의 이자부담’ 80.2%, ‘채무와 무

관한 제3자 고지’ 6.4%, ‘잦은 전화·방문’ 4.6%로 나타남.

 . 불법사금융 인지후 대응은 ‘신고하겠다’ 26.3%, ‘앞으로 거래를 하지 

않되, 보복이 두려워 신고하지 않음’ 45.5%, ‘신고하지 않고 계속 거

래’ 26.9%로 나옴.

불법사금융 설문조사 (2014.7~8월) 

- 대부업체 이용 고객은 한국대부금융협회 회원사 중 상위 9개사의 이용 고

객을 대상으로 2014년 7월 30일~8월 18일의 기간에 설문조사한 결과임. 

민원 신청인 대상 설문조사는 2011~2014년까지 협회에 민원을 신청한 민

원인을 대상으로 전화와 메일로 실시한 결과인데, 응답률이 저조하고 전

화번호에 오류가 많았음. 전화 설문에서 불법사채 이용인원은 아웃바운드 

14명, 인바운드(8월 25일~8월 29일까지 협회로 민원 전화를 해온 사람을 

대상) 6명, 도합 20명임 (<표 8> 참조).

 . 대부업체 이용고객 1,363명의 불법사채 이용률은 4.3%이며, 민원신청인까지 

포함한 전체 설문대상자 3,677명에 대한 불법사채 이용률은 2.4%로 나옴.

<표 8> 불법사채 이용 현황

                    

     자료 : 불법사금융 설문조사 (’14.7~8월)

- 불법사채 이용 인원 총 89명으로부터 얻은 설문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음.

 . <표 9> 불법사채업자를 알게 된 경로는 전단지 및 명함 광고 30%, 지인 

소개 29%, 스팸메일 및 전화 19%, 생활정보지 18%의 순이며 중개업자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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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응답수  (%)

생활정보지    15  (17.8)

스팸메일 및 전화    16  (19.0) 

전단지 및 명함 광고    25  (29.8)

지인 소개    24  (28.6)

중개업자 소개     4   (4.8)

계    84 (100.0)

구 분　 응답수 (%) 

처음 47 (56.6)

두 번째 17 (20.5)

세 번째 6 (7.2)

네 번째 3 (3.6)

5회 이상 10 (12.0)

계 83  (99.9)

개는 4.8%로 매우 낮음. 이는 2013년 사금융 이용실태 조사 결과와 비교

할 때 문항의 차이가 조금 있을 뿐 결과는 유사함.

<표 9> 불법사채업자를 알게 된 경로

                 자료 : 불법사금융 설문조사 (’14.7~8월)

<표 10> 불법사채업자 이용 횟수

                 자료 : 불법사금융 설문조사 (’14.7~8월)

  . <표 10> 불법사채업자 이용 횟수는 처음이 56.6%, 두 번이 20.5%, 세 번 

이상 이용자의 절반은 5회 이상 이용자로 나타남. 즉 이용자의 43.4%가 

다시 불법사채를 이용하고 있음. 

  . <표 11> 불법사채업자 이용 시기의 문항에서 기간이 불규칙한 이유는 상

한금리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임. 상한금리가 2002년 66%에서 2007년 

49%, 2010년 44%, 2011년 39%, 2014년 34.9%로 인하되었음. 그러나 상한

금리가 적용된 기간이 차이가 나서 (이용자수)/(상한금리 적용 개월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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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응답수
이용자수/

개월수

2002년~2007년 10월 11 0.183

2007년 11월~2010년 7월 19 0.613

2010년 8월~2011년 6월 18 1.636

2011년 7월~2014년 4월 30 0.882

2014년 5월~2014년 7월 12 4

계 90 

구 분　 응답수  (%)

달리 대출 받을 곳이 없어서    42  (51.2)

빠르고 쉽게 빌릴 수 있어서    21  (25.6)

지인이 소개해서    12  (14.6)

기존에 거래하고 있는 업체라서     1   (1.2)

기타     6   (7.3)

계    82  (99.9)

비교함. 그 결과 불법 이용자수는 상한금리 인하에 따라 2011년 6월까지 

증가 추세임. 이후 2014년 4월까지는 감소하였는데, 아마도 2012년 4월 

이후 범정부 불법사금융 척결 대책이 효과를 낸 것으로 보임. 2014년 5

월 이후에는 다시 크게 증가하지만 너무 짧은 기간(3개월)이라 판단을 

유보함.

<표 11> 불법사채업자 이용 시기 (복수응답)

                 자료 : 불법사금융 설문조사 (’14.7~8월)

<표 12> 불법사채업자 이용 사유

                 

                 자료 : 불법사금융 설문조사 (’14.7~8월)

  . <표 12> 불법사채업자 이용 사유로는 ‘달리 대출받을 곳이 없어서’(51%), 

편리성(26%), 지인 소개(15%)의 순으로 나타남. 기타에는 ‘남편 모르게 급

전 필요’, ‘불법인지 모르고 이용’, ‘서류조작 가능하다고 해서’가 포

함됨. 이는 2013년 사금융 실태조사의 결과와 유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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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응답수  (%)

2백만원 이하    10  (12.5)

2백만원 초과~5백만원    37  (46.3)

5백만원 초과~1천만원    12  (15.0)

1천만원 초과~3천만원    16  (20.0)

3천만원 초과     3   (3.8)

정확한 금액 모름     2   (2.5)

계    80 (100.1)

구 분　 응답수 (%)

주거비    6   (6.7)

의료비    2   (2.2)

기타 생활자금   43  (48.3)

사업자금   18  (20.2)

학자금 등 교육비     1   (1.1)

타 대출상환   12  (13.5)

도박    3   (3.4)

쇼핑     0　  (0.0)

유흥비    1   (1.1)

기타    3   (3.4)

계   89  (99.9)

<표 13> 불법사채업자 이용 목적

                 자료 : 불법사금융 설문조사 (’14.7~8월)

 

  . <표 13> 불법사채업자 이용 목적은 ‘기타 생활자금’(48%), ‘사업자

금’(20%), ‘타 대출상환’(14%), ‘주거비’(7%)의 순으로 2013년 사금

융 이용실태 조사 결과와 유사함.

<표 14> 불법사채업자로부터 대출받은 금액 

                 자료 : 불법사금융 설문조사 (’14.7~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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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응답수 (%)

월 2.9%이하 (연 34.9%이하)    8  (10.0)

월 2.9%초과~3.25% (연 34.9%초과~39%)   11  (13.8)

월 3.25%초과~3.66% (연 39%초과~44%)    8  (10.0)

월 3.66%초과~4.08% (연 44%초과~49%)   10  (12.5)

월 4.08%초과~10% (연 49%초과~120%)    9  (11.3)

월10%초과~20% (연 120%초과~240%)   12  (15.0)

월 20%초과~30% (연 240%초과~360%)    4   (5.0)

월 30%초과 (연 360%초과)    5   (6.2)

모름   13  (16.2)

계    80 (100.0)

구 분 응답수 (%) 대부업자 수 대부금액

거래 중인 등록대부업자   52  (55.9) 95 322,500,000 

거래 중인 불법사채업자   29  (31.2) 37 145,500,000 

채무상환 중인 친척 및 지인    8   (8.6) 17 87,500,000 

기타    4   (4.3) 4 　

계   93 (100.0)     153 555,500,000  

  . <표 14> 불법사채업자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은 2백만원~5백만원이 46%로 

가장 많고, 1천만원~3천만원 20%, 5백만원~1천만원 15%, 2백만원 이하 

12.5%의 순이며, 응답자 80명의 일인당 평균 대출액은 약 858만원*

    [* (100만원⨯10+350만원⨯37+750만원⨯12+2,000만원⨯16+4,000만원⨯3)/78 =    

  858.3만원]

<표 15> 보유 채무 현황 (복수응답)

        자료 : 불법사금융 설문조사 (’14.7~8월)

  . <표 15> 보유 채무 현황은 등록대부업자의 비중이 높고, 그밖에 친척 및 

지인으로부터도 빌리는 등 다중채무의 상황임을 알 수 있음. 

<표 16> 불법사채업자에게 지급한 평균이자

          자료 : 불법사금융 설문조사 (’14.7~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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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응답수 (%)

1개월 이내    13  (16.0)

1개월 초과~3개월    13  (16.0)

3개월 초과~6개월    17  (21.0)

6개월 초과~1년    10  (12.3)

1년 초과 ~2년     9  (11.1)

2년 초과~3년    14  (17.3)

3년 초과     5   (6.2)

계     81  (99.9)

구 분 응답수 (%)

불법 고금리 대출(선이자 및 수수료 공제)    48  (34.5)

대부중개수수료 지급 요구    17  (12.2)

계약서 허위기재 및 미교부    11   (7.9)

가족 및 지인 등의 연락처 및 인적사항 기재 요구    15  (10.8)

폭행 및 협박, 감금     4   (2.9)

제3자에게 채무사실 고지 및 추심    10   (7.2)

전화, 문자 등을 통한 불안감 및 공포심 조성    16  (11.5)

피해 사실 없음    16  (11.5)

기타     2   (1.4)

계   139  (99.9)

  . <표 16> 불법사채업자에게 지급한 평균이자는 현행 상한금리인 연 34.9% 

이하가 10%에 불과하며, 연 120%~240%가 15%로 가장 높고, 연 360%초

과가 6%, 그리고 모름(금리를 모르는 경우)가 16%에 달함. 

<표 17> 대출금의 계약기간 

           자료 : 불법사금융 설문조사 (’14.7~8월)

<표 18> 불법사채업자로 인한 피해 항목 (복수응답)

          자료 : 불법사금융 설문조사 (’14.7~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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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응답수 (%)

경찰에 신고했다    16  (23.9)

지자체 및 금융감독원에 신고했다     9  (13.4)

한국대부금융협회에 신고했다    14  (20.9)

변호사 및 법률구조공단 등에서 상담을 받았다     6   (9.0)

보복이 두려워 아무 행동도 취하지 않았다    22  (32.8)

계    67 (100.0)

구 분 응답수 (%)

앞으로도 계속 이용    4   (5.0)

앞으로는 절대 이용하지 않을 생각   39  (48.8)

등록대부업체 이용 가능하다면 이용하고 싶지 않다   26  (32.5)

잘 모르겠다   11  (13.8)

계   80 (100.1)

  . <표 17> 대출금의 계약기간은 3개월 이내 32%, 3개월~6개월 21%, 6개

월~1년 12%, 1년 이상 35%임. 즉 1년 이내의 단기대출이 65%로 다수인 

점은 2013년 사금융 실태조사의 결과와 유사함.

  . <표 18> 불법사채업자로 인한 피해 항목은 불법 고금리 35%, 대부중개수

수료 12%, 전화·문자로 불안감 및 공포감 조성 12%, 가족·지인의 연

락처 요구 11%의 순이며, 피해 없음도 12%임. 이는 2013년 사금융 실태

조사의 결과와 비슷함.

  . <표 19> 피해 후 취한 행동은 ‘보복이 두려워 아무 행동도 취하지 않았

다’ 즉 신고 않음이 33%인 반면 신고함이 67%임. 이는 2013년 사금융 

실태조사 결과(신고 않음 72%, 신고함 26%)와는 많은 차이가 있음.

<표 19> 피해 후 취한 행동 (복수응답)

           자료 : 불법사금융 설문조사 (’14.7~8월)

<표 20> 향후 이용 의향 

          자료 : 불법사금융 설문조사 (’14.7~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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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 20> 향후 이용 의향에서는 ‘앞으로는 절대 이용하지 않을 생

각’(49%), ‘등록대부업체 이용 가능하다면 이용하고 싶지 않다’(33%)

가 다수이며, ‘앞으로도 계속 이용’은 5%에 불과함.

일본의 불법사금융 이용자 

- 우리의 대부업법에 해당되는 일본의 대금업법은 ’06.12월 다음과 같이 개

정, ’10.6월 시행됨. 

  ① 상한금리를 29.2%에서 15~20%로 인하 

  ② 연소득의 1/3을 초과하는 대출금지(총량규제) 

  ③ 지정 신용정보기관이 이용자의 채무현황을 관리

 . 개정 이후 일본은 대출승인률이 절반 이하로 떨어지고 서민금융시장의 신

용경색이 심화

- 도우모토 히로시의 「불법사금융 피해에 대한 간결한 보고」(2012.3)에서 

흥미로운 설문조사 결과 세 가지를 소개함.

 . <표 21> 「총량규제 이후 총량규제 저촉자의 대응」을 보면 ‘대출을 받

지 않아도 되도록 지출을 줄였다’는 응답과 ‘대출을 받지 않아도 되도

록 수입을 늘리기 위해 노력한다’는 응답의 비율은 총량규제 이전(2009

년)에 비하여 크게 하락함. 

 . 반면 ‘친척·지인에게 빌렸다’와 ‘불법사금융으로부터 빌리거나 신용

카드 현금화업자 등 불법자금을 조달했다’는 응답의 비율은 높아짐. 

 . ‘은행에서 빌렸다’는 응답은 변화가 미미할 뿐만 아니라 ‘불법사금융

으로 부터 빌리거나 신용카드 현금화업자 등 불법자금을 조달했다’는 응

답의 비율보다 낮은 것을 보면 정부가 신용수축에 대비하여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자금공급을 하도록 지도한 것이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음. (<표 2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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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총량규제 후의 총량규제 저촉자의 대응 (복수 응답)

       출전 : 2011년 ‘소비자금융 이용에 관한 조사’ <참고> 자료는 2009년 동 조사

        주의 : ① 도표 안의 ‘※1’ 표시 항목은 2009년 조사에서 마련된 항목, 반면 ‘※2’
                 항목은 2011년 조사에서 마련된 항목

        ② 복수 응답(일부 선택지(‘특별히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 등을 제외))

       자료 : 도우모토(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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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2007년에 “원하는 만큼 대출을 받지 못한 사람”이 

   강구한 자금용도별 대응 (신용수축이 가장 심한 2008년 조사)

       출전 : 2008년 ‘소비자금융 이용에 관한 조사’

       주의 : 복수응답

       자료 : 도우모토(2012)

 . <표 22>의 「원하는 만큼 대출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자금용도별 

대응」을 보면 의료비, 사업자금과 같은 절대필요경비는 ‘친척/지인에게 

차입’과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차입’의 비중이 높음. 반면 여행 

레저비용, 물품구입과 같은 오락소비경비는 ‘참았다/절약했다’의 비중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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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불법사금융과 소비자금융의 대출신청 목적 비교

(a) 대출신청자의 신청 목적 비중 비교

(b) 신청 목적별 비중 차를 비교한 검정 결과

  출전 : 2011년 ‘불법사금융 이용에 관한 조사’

  주의 : ① 표기 중 ‘*’는 유의수준 1%에서 유의한 차를 말하며, ‘**’는 유의수준 5%에서 

           유의한 차를 말하며, ‘***’는 유의수준 10%에서 유의한 차를 의미한다. 

        ② 복수응답

  자료 : 도우모토(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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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 23> 「불법사금융 피해자와 소비자금융 신청자의 자금신청 목적 비

교」를 보면 자금신청 목적이 두 경우 모두 ‘생활비 충당’이 가장 많았

고, 다음으로 ‘물품구입’의 순이었음. 

 . <표 23> (b)의 불법사금융 피해자와 소비자금융 이용자의 자금신청 목적

별 비중차이를 보면 불법사금융이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은 신청 목적에는 

의료비, 파친코 등 도박비용, 사업자금이 포함된 반면 소비자금융이 상대

적으로 비중이 높은 신청 목적은 용돈 충당이다.

평가

 1) 2008.4월 사금융 실태조사 이후 지금까지의 불법사금융 단속 정책에서도 

불법사금융 규모 파악에 대한 노력은 찾아볼 수 없음. 

 2) 사금융은 등록대부업체, 미등록대부업체(사채업자) 및 개인간 거래를 포

괄하고 있기 때문에 사금융 이용실태 조사 결과를 불법사금융 설문조사

와 비교하기 어려움. 사금융의 정의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음. 제도권 

대 비제도권의 시각으로 본다면 등록대부업을 비제도권으로 보기 어려

우며, 불법사금융 피해의 관점에서 본다면 등록대부업 뿐만 아니라 개인

간 거래도 해당사항이 없음. 그런데도 사금융 실태조사를 오랫동안 등록

대부업·미등록대부업·개인간 거래로 조사하였으며 미등록업체 등 불

법시장의 규모 파악에 소홀하였음. 

 3) 불법사금융 관련 통계자료를 구하고자 대부금융협회가 2014년 실시한 불

법사금융 설문조사의 결과로부터 불법사금융 이용자의 평균 대출액 약 

858만원을 추정함으로써 불법대출의 규모 파악을 위한 실마리를 찾음. 

비록 응답률이 저조하고 신뢰성이 다소 떨어지지만 이번 설문조사는 불

법사금융에 대한 실태조사의 효시로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음. 앞으로는 

정부 차원의 불법사금융 실태조사가 시행되어 신뢰성이 높은 추정치가 

나오기 바람.

 4) 그밖에 불법사금융 이용자에 관한 일본의 예를 조사하였음. 일본의 상한

금리 인하 및 총량규제 정책은 대출 승인률의 대폭적 하락과 서민금융

시장의 신용경색을 심화. 설문조사 결과 서민들은 지인 또는 불법업자에

게서 자금을 구함. 이와 같은 일본의 사례가 우리의 상한금리 인하 정책

에 주는 시사점을 숙고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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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불법시장 규모 추정

불법사채 규모 추정을 위한 다양한 방법 

[방법 1] 금감원의 2013년 사금융 이용실태 조사 결과에 의하면 일반국민 

5,045명 중 25명이 미등록 대부업을 이용하며 (불법사채 이용률은 0.5%), 

미등록대부업 평균이용액은 2,140만원

 . 통계청의 2013년 경제활동인구조사에 의하면 20세 이상 인구가 3,883만명, 

이중 0.5%인 19.4만명을 불법사채 이용자로 추정.

 . 따라서 불법사채 규모는 4.15조원으로 추정*. 

   [* 2,140만원⨯19.4만명 = 4.15조원]

 . 그러나 금감원은 실태조사의 한계로 인하여 통계 수치의 신뢰도가 떨어진

다고 밝혔으며, 그래서인지 추정치 계산조차 하지 않았음. 

[방법 2] 2014년 불법사금융 설문조사 결과 설문대상자 3,677명 중 89명이 불

법사채를 이용하며 (불법사채 이용률은 2.4%), 불법사채 평균이용액은 858

만원.

 . 2013년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20세 이상 인구는 3,883만명, 이중 2.4%인 

93.2만명을 불법사채 이용자로 추정.

 . 불법사채 규모는 8.0조원으로 추정*. 

   [* 858만원⨯93.2만명 = 8.0조원]

 . 설문조사의 기간이 짧고 응답률이 저조하며 좀 더 광범위한 조사가 이뤄

지지 못하여 통계자료의 신뢰도가 높지 못함.

[방법 3] NICE의 개인신용등급별 인원분포에 의하면 2014.6월 현재 7등급 이

하 저신용자는 약 544만명. 여기서 서민금융상품 수혜자 155만명과 대부

업 이용자 249만명을 뺀 나머지 140만명이 불법사금융에 노출됨. 

 . 이 140만명이 모두 불법사채를 이용한다고 가정함.

 . 금감원에서 신뢰하지 않는 불법사채 평균이용액(2,140만원)를 제쳐두고 

2014년 불법사금융 설문조사의 평균이용액 858만원으로 계산하면 불법사

채 규모는 12조원으로 추정*.

   [* 858만원⨯140만명 = 12.0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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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불법사채 

이용률(%)

불법사채 

이용자수(명)

불법사채 

평균이용액(원)

불법사채시장 

규모(원) 

[방법 1] 0.5 19.4만 2,140만 4.15조

[방법 2] 2.4 93.2만 858만  8.0조

[방법 3] 140만 858만 12.0조 

 . 140만명이 모두 불법시장으로 간다는 가정은 비현실적임에도 불구하고 가

능한 최대 추정치를 구하기 위해서임.

- 이상의 세 가지 방법에 의한 추정치를 정리하면 <표 24>와 같음.

<표 24> 불법사채 규모 추청

평가

  1) 실태조사에 의거한 불법사채 규모 추정은 이용자수와 평균이용액에 따

라 달라지므로 간단한 문제가 아님을 알 수 있음. [방법 1]은 금감원이 

신뢰하지 않는 통계수치를 근거로 한 추정치라서 일단 제쳐두고, [방법 

2]는 불법시장 규모가 8조원으로 나왔지만 이 역시 실태조사의 표본이 

적은 만큼 신뢰도가 높지 않음. [방법 3]은 불법사금융에 노출된 140만

명 모두 불법시장으로 간다는 비현실적인 가정 하에서 불법시장규모가 

12조원으로 나왔음. 따라서 불법시장 규모는 8~12조원으로 추정되지만 

신뢰도가 떨어짐. 앞으로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실태조사가 이루어진다

면 실제 값에 좀 더 가까운 추정치가 나올 수 있을 것.

  2) 불법사금융 관련 최신 통계자료를 위한 정부차원의 불법사금융 실태조

사가 필요함. 2008년 사금융 실태조사와 같은 광범위하고 다각적인 규

모로 3~4년마다 정기적으로 시행되기 바람. 그밖에 매년 실시하는 불법

사금융 단속기간에 피해신고자를 중심으로 설문조사하는 방안도 병행

할 것을 제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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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I. 불법 사금융 관련 정책

  

1. 서민금융 활성화 및 사금융피해 방지대책 (2006.12.22.)

서민금융 현황  

  . 민간신용정보사의 신용등급분류 : 

   1 ~ 7등급 계층 약 2,845만명

   8 ~ 10등급의 저신용자 560만명(제도권금융 이용이 어려우며, 대부업 등 

사금융을 이용)

  . 사금융이용자는 450만명, 대출잔액 40조원으로 추정 (’05.8, 금융연구원)

  . 서민금융 실태조사 결과 은행·서민금융기관은 높은 대손율 등으로 저신

용자의 소액신용대출에 부정적 

    (’05년 연체율: 저축은행 20%, 농협 4.3%, 수협 9.9%, 신협 13.9%, 새마을

금고 6.8%)

  . 대안금융기관의 창업자금 지원은 미흡 (448건, 총 79억원)

  . 등록대부업자는 증가하지만 아직 3~4만개의 미등록 불법대부업자가 영업

중인 것으로 추정

서민금융 부진원인 및 시사점

  [원인1] 서민들의 신용도가 낮아 제도권금융으로 접근이 곤란 

   → [시사점] 신용정보 인프라 확충으로 제도권금융의 접근성 제고

  [원인2] 서민금융기관의 영업구조, 영세성, 감독부재로 서민금융공급을 기

대하기 어려움

   → [시사점] 서민금융기관의 기능 제고로 서민금융공급 확대

  [원인3] 대안금융의 재원 부족

   → [시사점] 휴먼예금, 기부금 확대 등으로 대안금융 활성화

  [원인4] 고금리·불법추심 등 서민피해 지속

   → [시사점] 대부업 등 사금융의 관리감독 강화, 사금융 피해예방 교육·홍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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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 활성화 방안

  1) 서민에 대한 신용지원 강화

  2) 서민금융기관 영업력 확충

  3) 서민금융기관 감독제도 개선

  4) 대안금융 활성화

  5) 서민금융 실태조사 강화 

사금융 피해 방지대책

  1) 대부업 관리감독제도 개선

   . 효율적 관리·감독을 위해 대부업 유관기관협의회를 구성·운영

   . 대부업협회의 법정기구화 및 자율규제기능 강화

   .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적장치 보완

  2) 사금융 피해예방을 위한 단속·홍보 강화

   . 불법 사금융행위에 대한 단속강화: 

     불법사채업자를 구속수사 위주로 하고 무거운 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

록 검찰·법원 등과 협의

   . 사금융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강화: 

     초·중등학생 대상 금융교육 활성화

   .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규제 강화

평가

  1) 2002년 대부업법 시행이후 처음으로 체계적인 불법 사금융 피해 정책이 

수립됨

  2) 당시의 서민금융 현황을 보면 제도권금융이 어려운 저신용자 560만명은 

대부업 등 사금융을 이용한다고 되어있는데, 이는 대부업이 제도권이 아

닌 사금융에 속한다는 의미임

  3) 서민금융 부진원인과 시사점의 의미를 분석하면, 첫째 [원인1]에 대한 

시사점에서 제도권금융의 접근성 제고는 아직까지도 요원함. [원인2]의 

시사점은 정부의 서민금융상품 공급을 위한 기반 마련으로 보임 (서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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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상품 공급은 차기정부에서 실행됨). [원인3]의 시사점에서 제의된 휴면

예금, 기부금을 통한 대안금융 재원 확대도 마찬가지로 차기정부에서 실

행됨. [원인4]의 시사점 사금융 관리·감독 강화도 차기정부에서 획기적

인 노력을 기울임.

  4) 참여정부의 서민금융정책은 서민금융 활성화와 사금융 피해방지로 분리

됨. 서민금융 활성화는 상호저축, 상호금융(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의 제2금융권 서민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사금융피해 방지

대책은 대부업을 대상으로 함.

2. 제1차 대부업 유관기관협의회 (2006.12.27.)

대부업 유관기관협의회 구성(안)

  . 대부업 유관기관 협의회: 경제부총리(의장), 법무부장관, 행자부장관, 금

융감독위원장, 국무조정실장 

  . 실무협의회: 재경부 차관보(의장), 행자부 지역균형본부장, 법무부 형사기

획과장, 금감위 상임위원, 국조실 사회문화조정관, 경찰청 수사국장, 국

세청 조사국장 

  . 지방협의회: 시·도 및 지방 검찰·경찰·국세청 관계관

핵심 3대과제별 T/F 및 세부추진계획

    [1] 대부업 관리·감독 지침 수립 등 제도개선 T/F (재경부 주관)

        ① 대부업 관리감독 지침수립 등 제도개선 방안 총괄

        ②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한 제도개선 (금감위 협조) 

        ③ 사금융 관련 교육·홍보 (금감위 협조) 

        ④ 대부업협회의 법정기구화 추진 

        ⑤ 대형대부업체 등에 대한 모니터링 및 규제방안 (금감위)

        ⑥ 관련부처 감독부서 인력 확충 방안 

        [2] 실태파악 및 상시 관리 체계 T/F (행자부, 금감위 공동주관)

            ① 전국 대부업 실태조사 

            ② 지자체의 대부업 관리·감독 관련 책임성 강화방안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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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대부업 현황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④ 시·도 등의 대부업 관리 ·감독 인력 확충 및 교육 

            ⑤ 시·도별 대부업 관리·감독 유관기관 지방협의회 구성·운영 

        [3] 불법 사금융 단속 T/F (법무부 주관)

            ① 불법사금융 특별단속 실시 

            ② 상시단속체계 구축 

            ③ 신고 인센티브 등 단속관련 제도개선 

            ④ 사채업자 탈세방지를 위한 세무조사 및 제도개선 

평가

  

  1) 서민금융 활성화 및 사금융피해 방지대책의 발표 일주일 뒤 ‘제1차 대

부업 유관기관협의회’가 개최됨. 정부는 대부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력히 추진하며, 준법 영업 대부업자는 보호하되 불법 영업행위에 대

해서는 엄정 단속하기로 함.

  2) 사금융피해 방지대책(’06.12.27)의 내용이 더욱 상세하게 분류되었으며, 

특히 ‘실태파악 및 상시 관리 체계’와 ‘불법 사금융 단속’ 관련사항이 

보완되고 세분화 됨.

3. 제2차 대부업 정책협의회 (2007.6.5.)

협의회 명칭 및 구성 변경

  . 대부업 유관기관협의회가 대부업정책협의회로 개명

  . 대부업정책협의회의 위원으로 공정위원장이 추가됨

  . 실무협의회에도 공정위가 추가됨

  . 지방협의회는 관계기관협의회로 개명되고 검찰이 빠지며 공정위와 금감

원이 추가됨

  . 핵심 3대 과제(➀대부업 제도개선, ➁실태조사 및 상시관리체계 구축, ➂
불법사금융 단속)과 담당부처는 변함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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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논의결과 중 불법사금융 관련 내용

  - 대부업 관리·감독 지침

   . 대부광고 내용에 대부업자임을 명기하고, 불법을 조장하는 내용 금지

   . 과잉대부 금지

   . 1회라도 최고상한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취하면 이자율 제한 위반행위 성립

   . 불법 채권추심행위 금지

   . 중개의 제한(무등록 사채업자에게 연결 금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중개

수수료 수취 금지)

  - 상시모니터링

   . 불법 사금융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강화

  - 상시단속체계

   . 이자제한법 시행 및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 인하 등으로 인하여 대부업

체의 불법화·음성화 우려가 큰 상황 (최고이자율은 2007.9월 66%에서 

49%로 인하됨)

   . 불법사금융에 대한 상시단속체제 구축

평가

  1) 대부업 관련 대책 협의회의 명칭과 구성이 현실에 맞게 바뀌고 보완됨.

  2) 핵심 3대 과제 및 세부추진과제는 그대로 두었지만 불법광고, 상한이자 

위반, 불법채권추심, 중개 제한 등이 논의됨.

  3) 정부는 2006년 당시 최고이자율 인하에 따르는 대부업체의 불법화·음

성화를 우려하고 있었으나 이를 단속으로 해결하려 하였음.

4. 제5회 대부업정책협의회 (2008.6.3.)

 협의회 구성 및 담담부서 변경

  . 협의회 의장은 경제부총리에서 금융위원장으로 바뀜

  . 협의회 구성원은 장관대신 차관으로 바뀌며, 국무조정실은 빠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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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무협의회도 금융위 사무처장이 의장을 맡으며 국조실은 빠지고 금감원

이 들어옴

  . 3대과제는 변함없으나 담당부서가 바뀜 (재경부와 금감위 대신 금융위가 주관)

  . 금감위가 맡았던 세부추진과제 중 ‘이용자 보호 제도개선’, ‘사금융 

관련 교육·홍보’, ‘전국 대부업 실태조사’, ‘대부업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은 금감원의 협조 사안으로 바뀜

사금융 실태조사 (’08.4월: 1개월)

- 그동안의 사금융 시장규모 추정치(18~45조원)가 정책 자료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을 포함하는 광범위하고 다각적

인 실태조사를 시행. 

 . 등록대부업체 18,000개의 서면조사 후 7,058개의 자료 분석

 . 247(대형 67, 중소 80, 개인 100)개의 등록대부업체 방문조사

 . 일반국민 1만 명 전화조사

 . 사금융 이용자 3,000명 면접조사

 . 한신평정, 한신정 CB에 등록된 약 3,500만 명의 대출정보 분석

사금융 실태조사 결과 시장 규모

  . 사금융 이용자 189만명: 등록대부업체 94.3만명(49.9%), 무등록 대부업체 

33.3만명(17.6%), 지인 61.4만명(32.4%)

  . 사금융 이용액은 약 16.5조원으로 추정 (지인을 제외한 등록·무등록대부

업체 대출규모는 10조원)

정책 시사점 1 : 금융소외자 지원 대상수 추정 

  . <표 25>의 대부업체 대출 있음 (128만명)은 사금융 이용자 189만명 중 지

인 61만명을 제외한 등록 및 무등록 대부업체 이용자의 합이다.

  . 대부업체 대출 있음(등록 및 무등록 대부업체 이용자) 128만명 중 정상상

환자 91만명을 뺀 나머지 37만명은 연체자인데, 이 중 대부업체 연체자

는 34만명, 제도권만 연체한 자는 3만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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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

민

4,700

만명

대출

있음

(1,774

만명)

제도권 대출만 있음

(1,646만명)

대부업체 대출 있음(128만명)

제도권 대출 있음

(71만명)

제도권 대출 없음 

(57만명)

정상상환

(1,339만명)

정상상환

(49만명)

정상상환

(42만명)

금융채무불이행

(240만명)

금융채무불이행

(20만명)
-둘 다 연체(17만명)

-제도권만 연체(3만명)
대부업체 대출 연체

(15만명)

신용회복중

(67만명)

대부업체 대출만 연체

(2만명)

대출없음

(2,926만명)

<표 25> 제도권 및 대부업체 대출이용자 현황

    자료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08.6.3

정책 시사점 2 : 대부업체의 정책 참여 확대방안

 ➀ 대부업협회와 공동으로 대부업계가 정부정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설득

 ➁ 대부업체로부터 일괄 채권매입과 동시에 채무조정대상자의 다른 사금융

채권도 조정할 수 있도록 개별 매입 추진 

 ➂ 불법업체의 참여를 위해 신복회, 대부업협회 등 민간기구의 채무조정 기

능 활용

정책 시사점 3 : 매입대상 연체채권의 범위

  . 제도권 금융기관 대출: 3개월 이상 연체자, 즉 채무불이행자를 채무조정 

대상으로 고려

  . 대부업체 대출: 대부업체의 매각의사가 있는 6개월 이상 연체채권이 대

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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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시사점 4 : 사금융 이용자의 상환의지 및 상환능력

  . 대체로 상환의지를 가졌으나 소득에 비해 채무규모가 큰 연체자의 경우 

상환이 어려움

  . 소득규모에 맞는 상환이 가능하도록 채무를 재조정하여 상환가능성을 높일 필요

정책 시사점 5 : 이용자 희망사항

  . 사금융 이용자들은 적용금리 인하 방안을 가장 선호

  . 사금융시장의 고금리 대출을 제도권금융의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조치가 필요

정책 시사점 6 : 근로 및 창업지원 병행

  . 현재 사금융 이용자중 실직자 비율은 약 6.3%로 실질적인 자활지원과 도

덕적 해이 최소화를 위해서는 이들의 상환능력 제고를 위한 지원이 병행

될 필요

  . 사금융 이용자는 근로보다 창업지원을 희망

  . 창업교육 실시와 창업자금 지원의 연계방안 검토

평가

  1) 이명박 정부는 대부업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담당부서를 일부 변경하였

는데 그 핵심은 서민금융정책이 재정경제부로부터 금융위원회로 넘어간 

점이다. 그러나 지난 정부의 서민금융 정책기조인 핵심 3대 과제 및 세

부추진과제는 일단 유지하고 있음. 

  2) 정책 시사점 1의 <표 25> 제도권 및 대부업체 대출이용자 현황에 근거

하여 금융소외자 지원대상수를 추정하여 구체적인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규모, 재정투입 여부 및 방식 등을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결정할 계

획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밝혀지지 않음. 

  3) 정책 시사점 3에서는 금융채무불이행자를 채무조정 대상으로 고려한다

는데, 이 경우 발생할 도덕적 해이에 대한 언급이 없음.

  4) 정책 시사점 4에서 소득에 비해 채무규모가 커 채무상환이 어렵다는 연

체자의 답변을 근거로 정부는 소득규모에 맞는 상환이 가능하도록 채무

를 재조정할 필요성을 주장함. 그러나 채무규모가 커지게 된 원인 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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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지 않고 있음. 채권자 및 채무자에 대한 페날티 없이 채무재조정만 

한다면 도덕적 해이가 만연할 것임.

  5) 정책 시사점 5에서 이용자의 희망사항을 근거로 고금리대출을 저금리대출

로 바꿔준다면 서민금융시장의 왜곡과 도덕적 해이의 만연을 피할 수 없음. 

사금융 이용자가 금리인하를 선호한다는 근거로 최고이자율 인하를 시행하

는 우를 범하고 있음. 최고이자율 인하의 근거는 다른데서 얼마든지 찾을 

수 있음. 정부가 저신용자의 희망사항을 근거로 서민금융정책을 수행한다면 

저신용자가 스스로 신용을 높일 유인을 갖지 않을 것임. 

  6) 정책 시사점 6에서 사금융 이용자의 실직율(6.3%)이 크게 높지 않은데

도 이들의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창업지원을 거론함. 이는 

사소한 의미의 도덕적 해이로서 도덕적 해이라는 용어를 잘못 적용한 

사례로 보임. 일반서민들까지 창업지원을 받기 위해 사금융 이용자로 들

어오려는 유인을 받게 되는 점이 더 큰 의미의 도덕적 해이이다. 

  7) 이번 사금융 실태조사와 정책 시사점을 전반적으로 평가할 때 광범위한 

다각적인 사금융 실태조사가 처음으로 시행되었다는 점은 높이 평가할 

수 있음. 조사결과 나온 사금융 대출규모 16.5조원은 그동안의 추정치

(18~45조원)의 하한액 18조원에 가까움. 

  8) 사금융 규모 16.5조원 중 등록·무등록대부업의 대출규모는 10조원으로 

발표. 등록대부업과 무등록대부업의 대출규모를 분리하여 발표하지 않은 

사실로부터 정부가 불법사금융 보다는 채무불이행자의 채무조정과 고금

리대출의 저금리로의 전환 쪽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이는 

정책방향의 잘못된 행보의 시작으로 보임.   

5. 불법 사금융 피해방지 대책 (2008.10.~2009.4.)

불법사금융 피해방지 종합대책 (2008.10.8.)

  - 사금융 실태조사(’08.4월) 결과 사금융 이용자 189만명중 33만명이 무등

록 대부업체를 이용하였으며, 금감원의 사금융피해상담센터(’01.4월 설

립)의 ’08년 상반기 상담건수가 증가하여 불법대부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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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내용 :

    1) 생활정보지, 사이버상 허위과장광고, 무등록대부업자 등 불법사금융 

테마조사를 강화하고, 불법행위 확인 시 수사관서로 신속 통보 조치 

    2) 무등록업체의 불법대부광고 제한 방안 강구: 한국생활신문협회의 협

조 하에 생활정보지 등에 대부광고 시 대부업체 등록여부를 확인한 

후 광고게재 추진

    3) 불법사금융 피해 구제방안 강구: 대부업협회의 대부업피해신고센터의 

인력과 기능을 확충하여 최고금리 초과이자를 피해자에게 되돌려주는 

채무조정기능 확충

    4) 서민맞춤대출안내서비스에 국민은행, 농협 등 대형금융회사의 참여 

및 취급상품 다양화

    5) 금감원 직권 검사가 가능한 대형대부업체의 모니터링 강화

「불법 사금융 피해방지 대책」 국무회의 보고 (2009.4.28.)

  1) 금융권을 활용한 서민금융 지원 강화

    . 저신용자(7등급 이하)에게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으로 생활자금 대출

지원     

    . 생계보호 사각지대의 저소득층에 보유재산 담보로 생계비 저리융자 지원 

    . 은행의 저신용자 전용대출상품 개발·판매 활성화

  2) 불법 사금융에 대한 단속강화 및 사후구제 확대

   - 유관기관(검찰, 경찰, 지자체·금감원, 국세청) 합동의 불법 사금융행위 

총력단속 실시

   - 대부업 관리·감독체계 강화: 

    . 무등록 여부 확인을 위한 등록정보를 인터넷 공개 

    . 대부업협회 출범(’09.5월)을 계기로 자율규제 강화 

    . 대부거래 및 보증 표준약관 제정·보급

   - 사금융 피해자 소송지원: 

    .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개인회생·파산 신청절차를 무료지원

    . 고리사채 피해자에게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등을 지원

  3) 불법 사금융 피해예방을 위한 홍보 강화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내용을 홍보: 심야방문, 야간전화 

등 불법추심 금지, 위법한 채권추심으로 채무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 책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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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민금융지원 내용, 사금융 피해예방 및 신고방법 등을 안내책자, 온라

인(서민금융119, 새희망네트워크 등), 방송광고로 적극 홍보 

사금융피해상담센터 운영현황 (2009.4.28.)

  <표 2>와 <표 3>을 참조하기 바람.

평가

  1) 불법사금융 피해방지 종합대책(’08.10.8)에는 생활정보지 등의 불법광고, 

무등록업체 광고 제한, 대부업협회를 통한 피해구제방안, 대형대부업체

에 대한 금감원 직권검사 등의 내용이 추가됨.

  2) 국무회의에 보고된 불법사금융 피해방지대책(’09.4.28)은 서민금융 지원 

강화, 불법사금융에 대한 유관기관 합동단속, 피해자 소송지원, 피해예방 

홍보 등이 두드러짐. 

6. 서민생활 보호를 위한 불법사금융 척결방안 (2012.4.16.)

’12.4.17 대통령주재 관계장관 회의에서 불법사금융으로부터 서민생활을 보호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10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불법사

금융 척결방안을 확정·발표함

주요내용

  1) 4.18~5.31까지 금감원·경찰청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설치하

여 피해신고를 받음

  2) 대검과 5개 지검에 합동수사본부를, 경찰에 전담수사팀을 구성하여 불

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과 수사 실시 (검·경·금감원·지자체 

등 총 11,500명 투입)

  3) 불법사금융 단속과 더불어 피해자 구제를 위한 유형별 컨설팅 제공, 금

융·신용회복 지원, 피해자의 손해구제를 위한 법률지원, 신고자 신변

안전 보장 등을 추진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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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현황

  - 실물경기 회복 지연으로 취약계층의 금융수요가 커지고 있는 상황

  - 그러나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으로 제도권 서민금융이 상대적으로 위축.

  - 이에 따라 취약계층의 자금조달은 대부업 등 사금융에 의존

  - 사금융 이용과정에서 고금리, 불법추심, 대출사기 등의 피해신고가 크게 

증가 추세

사금융 관련 상담 및 피해신고 건수 (금감원)    

  ⦁ 전체 상담건수   : (’09) 6,114 → (’10) 13,528 → (’11) 25,535건

     . 불법 고금리   : (’09) 1,057 → (’10)    748 → (’11)  1,001건

     . 불법채권추심  : (’09)   972 → (’10)  1,136 → (’11)  2,174건

     . 대출사기      : (’09)   463 → (’10)   794 → (’11)  2,357건

  ⦁ 보이스피싱 피해 : (’09) 6,720 → (’10)  5,455 → (’11)  8,244건

불법사금융 관리의 문제점

  . 감당할 수 없는 고금리 부채, 부채의 증가, 불법 채권추심의 악순환, 그

러나 보복 등을 우려하여 신고 기피

  .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금감원) 등에서 피해신고를 받고 있으나, 피해구

제·단속 등과 체계적 연계 미흡

  . 불법혐의를 수사기관에 통보하지만 정보부족 등으로 대부분 내사종결(불

기소)처리되고 처벌수위도 낮은 상황

  . 대부업 정책관리(금융위 등), 대부업 등록·감독(지자체), 불법사금융 수

사·처벌(검찰·경찰) 등 여러 기관에 분산, 특히 지자체는 담당공무원

의 전문성·인력부족 등으로 불법사금융 단속을 담당하기에는 한계

불법사금융 척결 추진방안

  1) 불법사금융 피해 일제신고 및 특별단속

    ⑴ 불법사금융 피해 일제신고

    ⑵ 신고에 대한 처리

    ⑶ 불법사금융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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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⑷ 불법사금융 피해 일제신고 홍보 실시

  2) 불법사금융 피해구제

    ⑴ 신고유형별 컨설팅 제공

    ⑵ 금융·신용회복 지원 강화

    ⑶ 피해자 법률지원 확대

    ⑷ 신고자 신변안전 보장 추진

  3) 불법사금융 유형별 제도개선

    ⑴ 불법고금리

    ⑵ 불법채권추심

    ⑶ 대출사기

    ⑷ 보이스피싱

    ⑸ 대부업 감독 강화

  4) 취약계층 교육 및 홍보

    ⑴ 대국민 교육 및 홍보 강화

    ⑵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상담 확충

    ⑶ 찾아가는 맞춤형 서민금융상담 실시

    ⑷ 불법사금융 수사결과에 대한 홍보

향후 추진계획

  . 일제신고기간(4.18~5.31) 이후에도 기본 추진체계를 계속 유지, 불법사금

융 적발과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

  . 지자체의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를 피해신고 허브로 적극 활용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금감원) 운영 (2012.4.17.)

  - 피해신고 및 컨설팅

   . 피해신고 접수 및 피해유형별 1차 상담 실시

   . 서민금융지원기관(자산관리공사·신용회복위원회 등)에서 2차로 1:1 맞

춤형 서민금융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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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금융단속

   . 미등록대부업자·중개업자, 불법추심업체 등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등

록업체의 불법행위도 단속대상에 포함 

평가

  1) 정부의 꾸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사금융 상담 

및 피해신고 건수가 급격히 증가함. 상담건수는 2009년 이후 해마다 2

배씩 증가하며, 불법채권추심도 2011년에는 2009년 대비 2배 증가함. 

그밖에 대출사기와 보이스피싱은 새로 등장한 불법사금융 유형인데 

2011년에는 고금리나 불법추심 피해신고보다 훨씬 더 심각함. 즉 불법

사금융 유형이 진화하고 있음.

  2) 이번에 소개된 불법사금융 척결 추진방안은 이명박 정부가 오랫동안 준

비해온 불법사금융 정책이 총정리되었으며, 이에 근거하여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단속이 장기간에 걸쳐 시행됨.

7. 범정부 불법사금융척결 대책 추진, 1만명 검거 (2012.12.17.)

불법사금융 척결대책 주요 성과

  - 신고기간(4.18~12.7) 약 8개월 동안 약 8.6만여 건의 일반상담 및 피해신

고 접수. (<표 5> 참조)

  . 일제신고기간(4.18~5.31)에 3만여건, 신고기간 연장 이후(6.1~12.7) 5만 6천

여건의 접수 

  . 유형별로는 대출사기(20,861건, 25.9%)가 가장 많고 고금리(6,117건, 7.6%), 

보이스피싱(6,182건, 7.7%), 제도 상담(36,290건, 45.1%) 등의 순 

  - 피해신고 15,448건의 지원요청 결과는 다음과 같음. (<표 5>의 우측 도표 참조)

  . 불법대부업자 10,702명 검거 (’11년 5,704명에 비해 87.6% 증가), 구속 

290명

  . 서민금융 희망자 2,217건 중 667건(약 30%)에 대해 서민금융지원 

  . 법률상담 1,873건 (대한법률구조공단 자체 823, 금감원 이첩 985, 경찰청 65)

  . 소송지원 550명 (대한법률구조공단 자체 493, 금감원 이첩 53, 경찰청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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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리대부업자 352명에 대해 탈루세금 2,866억원 추징

  . 대부업 등록취소·영업정지 등 행정조치 3,262건

향후 추진방향

  1) 피해신고 대응체계 강화

  2)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와 고용·복지제도 연계 강화

  3) 불법사금융에 대한 강력한 수사·단속 지속

  4) 서민금융 지원 확대

  5) 불법사금융 척결 인프라 보강

‘불법사금융 척결 인프라 보강’의 세부 추진방안

   1) 지자체 전담인력 전문성 강화 및 사기 제고

   2) 불법사금융 경제적 이익 환수 추진

   3) 불법사금융 범죄자 양형 강화 유도

   4) 대부업 단속 공무원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5) 불법 대부광고 이용 전화번호 이용정지 추진

   6) 대부업 사업에 대한 등록요건 강화

   7) 불법사금융 피해예방을 위한 홍보 강화

평가

  1) 2012년 불법사금융 척결방안은 2006년 이후 지금까지 수행된 사금융 정

책방안 중 가장 광범위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음. 일제신고기간

(4.18~5.31) 이후에도 불법사금융 적발·단속을 년말(12.7)까지 지속 추

진하였다는 점에서 정부의 의욕적인 불법사금융 척결 의지를 엿볼 수 

있음. 무엇보다도 두드러지는 점은 상담 및 피해신고 접수뿐만 아니라 

관계부처로 실질적인 지원요청을 하여 가능한 지원까지 완결한다는 사

실인데 이는 획기적인 도약으로 판단됨.

  2) 그러나 피해신고가 2008년에 비해 폭팔적으로 증가하였는데, 예를 들면 

일반상담은 2008년 4,075건에서 2012년 70,684건으로 17.3배 증가, 수사

기관 통보는 2008년 81건에서 2012년 13,420건으로 165.7배 증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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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피해구제는 금감원에서 1차 상담을 하고 서민금융지원기관에서 2차 상

담을 실시한 뒤 서민금융지원제도의 지원요건에 해당되면 최대한 지원

한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인데, 지원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자에 대한 처

방은 빠져 있음. 사각지대에 놓인 저신용자에 대한 대책이 없는데 이들

이 불법시장 외에는 갈 데가 없다는 사실을 묵과하고 있음.

  4) 제도개선의 경우 법정 최고금리 위반업체에 대한 경제적 이익을 환수 

방안을 마련한다고 함. 하지만 정부 스스로 이와 관련한 정확한 실태파

악이 어렵다고 밝히고 있음. 그 이유는 실태파악과 처벌이 어려운 상황

에서 찾을 수 있음. 이에 대한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음.

  5) 대출사기를 막기 위한 조치로서 ‘불법 대부광고 전화번호 이용정지 추

진’, ‘불법 대부광고 게재 중단’, ‘대출사기를 피해구제 대상에 추

가’, ‘발신번호 조작 국제전화 차단과 국제전화 여부 표시 의무화’ 

등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바람직한 시도로 높게 평가할 수 있으나 그 

실천여부가 문제임. 최근 불법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정지

가 시행된 점은 좋은 신호로 보임.

  6) 다양한 지원체계에 따르는 도덕적 해이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7) 환수액은 국세청이 추징한 탈루세금 2,866억원으로 밝혀졌는데, 이는 그

동안의 불법사금융 규모의 추정치에 비해 너무 적은 금액임. 불법시장 

이용자는 발표된 반면 불법시장의 규모는 밝히지 않고 있음.

8. 이명박 정부 서민금융 성과 및 향후 방향 (2012.12.12.)

이명박 정부의 주요 서민금융정책

 1) 서민 정책금융 공급체계 확립

   .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서민 정책금융 공급이 5년간 약 9조원 

규모



- 40 -

구 분 2007년 이전 2008년 이후

불건전 관행 개선 ―

 • '09.10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제정

   - 야간 채권추심 금지 등

 • '11.11 대부광고 규제 강화

   - 대부업광고 식별 용이성 제고 등

불법사금융

척결

 • '12.4.18∼10.31 기간 중 불법사채업자 8,613명 

   검거

 • 피해자 서민금융지원(606건), 법률상담          

 실시(643건)

대부업 

감독체제 정비

 • '07.12 금감원 대형업체 

직권검사 근거 마련

고금리 구조 개선  • 연 49%  • 연 39%, 대부중개수수료 상한(5%) 제한('13)

 2) 불법 사금융 척결 

   . 불법채권추심, 고금리, 허위 광고 등의 근절을 통해 피해 방지 및 구제 

   . ’12년 범정부 합동으로 대대적인 불법 사금융의 단속, 피해구제 및 지원 

실시

 3) 금융비용부담 경감

   .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 (’07) 49% → (’10) 44% → (’11) 39% 

   . 대부중개수수료 상한(5%) 도입

 4) 서민금융 접근성 제고

   . 서민금융상품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오프라인·전화 등을 

포괄한 서민금융 지원시스템 구축

<표 26> 불법사금융 척결 추진성과

   자료: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12.12.12

성과

  . 저신용·저소득 소외계층에 대한 서민금융공급 대폭확대

  . 선제적 신용회복지원으로 금융채무불이행자가 꾸준히 감소:

    (’04) 361.5만명 → (’08) 227.1만명 → (’12.9) 123.7만명

  . 서민금융에 대한 국민들의 체감만족도도 높은 수준

    (’12.6월 서민금융 만족도 설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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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대기업 등의 기부금(미소금융)을 재원으로 사회적 공생발전의 가치 실현

    (휴면예금, 기부금 등 총 1.56조원이 미소금융재단에 출연·기부)

향후 추진방향 

  1) 서민금융 지원제도 간 협조 활성화

    . 통합적인 상담·지원 기능 강화

    . 중복기능 최소화 및 제도간 연계체계 강화

  2) 고용·복지 제도와 연계 강화

    . 서민금융 지원제도와 고용·복지 제도간 연계

  3) 서민금융의 지속가능성 제고

    . 기부 활성화 및 안정적 재원 확보

    . 지원대상자의 상환능력 제고, 도덕적 해이 방지 등을 통해 연체율을 

안정적 관리

평가

  1) 이명박 정부의 불법사금융 정책의 기본 골격은 참여정부의 정책에서 크

게 벗어나지 않지만, 정권 초기에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침체기

를 맞이하여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서민금융정책을 확대하였음. 

  2) 두 차례에 걸친 최고금리 인하는 불법시장 확대라는 우려를 낳았으나 정부

는 서민금융상품의 공급 확대와 불법시장 척결이라는 방안으로 대처함. 

  3) 불법사금융 피해자 중 희망자를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서민

정책금융으로 연계시킨 점은 좋은 의도로 보이지만 저금리라는 함정이 

숨겨져 있음. 이 때문에 초과수요가 나타나고 서민금융시장의 왜곡 현상

으로 이어지게 됨. 

  4) 선제적 신용회복지원으로 채무불이행자가 감소하였는데, 이는 겉보기와

는 다른 문제점이 있음. 실제로는 채무불이행자가 채무조정자로 바뀐 것

이며 정상적인 신용소유자가 된 것은 아님. 문제점은 이러한 정책으로 



- 42 -

인하여 채무조정을 받으려는 채무불이행자가 증가하는 도덕적 해이의 

만연이다.

  5) 서민정책금융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기부 활성화와 안정적 재원 확보를 

지향하고 있지만 기부금은 자발적이 아니라 일종의 준조세이며, 휴면예

금은 주인이 따로 있어서 재원확보의 문제점을 피할 수 없음.

  6) 서민금융 지원대상자의 상환능력 제고와 도덕적 해이 방지를 주장하는데, 이 

역시 좁은 의미의  (연체율에 관련된) 도덕적 해이이다! 서민금융지원자가 크

게 증가하고 서민금융시장이 왜곡되는 도덕적 해이를 우려해야 함.

9. 2013년 불법사금융 특별단속 (2013.7.22.)

. 국무조정실은 2013.7.22. 불법사금융 척결 TF 회의를 열고 올해 상반기 불

법사금융 척결 대책 추진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점검

. 금번 단속의 특징: 국민행복기금 신청 방해 행위 집중단속, 미등록대부업체 

집중점검, 단속과 피해자지원 병행추진 등

. 범정부적 불법사금융 척결 추진의지 재확인, 지속적 노력 다짐

불법사금융 척결대책 주요성과 (’13.3.25~6.30)

  - 약 30,000여건의 일반상담 및 피해신고 접수

   . 피해신고 7,203(23.8%), 일반상담 23,050(76.2%)

  - 검·경: 불법대부업자 5,512명 검거 (구속 198명)

   . 유형별 검거실적: 불법대부업(1,642명), 불법채권추심(227명), 대출사기

(3,643명)

  - 지자체: 행정조치 390건

   . 영업정지(22), 등록취소(223), 과태료부과(145)

   . 미등록대부업체 특별신고기간(’13.6~8월) 운영, 시·도별 미등록대부업체 

신고코너 개설·운영

  - 법률지원: 법률상담 615건, 소송대리 지원 462건

  - 국세청: 고리대부업체 142개에 대해 탈루세금 414억원 추징

  - 서민금융기관: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63,655명에게 6,083억원 채무조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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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계획 

  - 신종불법행위 적극 대응

   . 신종·변종 보이스피싱 및 대출사기 등 단속 강화

   . 불법대부광고 사전차단을 위해 상시 모니터링 강화

  - 피해지원 강화

   . 시·도에 설치된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활성화

   . 블법사금융 피해자의 복지 및 고용과의 연계 강화

평가

  1) 박근혜 정부의 첫 불법사금융 단속은 지난 정부와 마찬가지로 국무조정

실 주관으로 범정부적 합동단속을 시행함. 상담·피해신고 접수와 피해

구제 지원요청이라는 기본 골격은 그대로인데 지원요청에 지자체의 행

정조치가 추가됨.

  2) 미등록 대부업체의 신고 코너를 개설·운영한 점이 새로운 발상으로 평

가됨. 그러나 신고자에 대한 충분한 보호조치가 따라주는지가 문제임. 

그렇지 않다면 효과가 없을 것으로 보임.

  3) 지난해와는 달리 사전에 홍보나 보도자료의 발표 없이 사후적으로 단속

성과가 발표됨. 요란하지 않은 조용한 단속임에도 성과는 좋음.

10. 서민생활 보호를 위한 불법사금융 일제신고 및 집중단속(2013.9.12.) 

추진배경

  - 불법사금융은 저소득·저신용 서민층에 고통을 주는 사회악

  - 금융취약계층의 생활안정지원을 위해 국민행복기금 출범(’13.3.29)

   . 대통령 지시사항(’13.4.3): 국민행복기금의 조기정착, 대부업체의 국민행

복기금 협약가입 확대



- 44 -

   . 대통령 지시사항(’13.5.23): 국민행복기금 신청을 방해하는 대부업체의 

불법행위 집중단속

  - 서민 취약계층은 제도권금융을 이용하기 힘들어 서민·사금융에 의존

   . 대부업 거래자 (만명):

          (’09) 167.4 → (’10) 220.7 → (’11) 252.2 → (’12) 250.6

   . 대부업 대출잔액 (조원): 

          (’09) 5.9 → (’10) 7.6 → (’11) 8.7 → (’12) 8.7

  - 그동안 추진된 불법사금융 대책에 대한 점검을 통해 문제점 보완 및 개

선방안 제시

추진성과

  - 약 3만여건의 상담 및 피해신고접수

  - 불법대부업자 7,000여명 검거 (구속 243명)

  - 행정조치 390건

  - 고리대부업체 152개로부터 탈루세금 514억원 추징

피해신고접수 및 단속의 처리

  - <표 27>의 피해신고 접수·단속 처리 흐름도를 보면 피해신고 접수와 

단속의 처리가 체계적이고 세분화 됨. 지난 정부의 피해신고 지원요청 

사항에 지자체의 행정조치가 들어갔으며, 그밖에도 불법사금융의 적발자

와 피해자를 구분하여 처벌, 행정조치, 사후지원으로 연결시킨 점이 눈

에 두드러짐. 불법업자의 대포폰 정지를 위한 소관부처인 미래부 및 방

통위의 참여, 그리고 피해자와 고용·창업·복지 지원과의 연계도 새롭

게 부가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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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 피해신고 접수 · 단속 처리 흐름도

             자료 :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2013.9.12

      

추진방안

  1) 정부 합동 일제신고 접수 및 집중단속

  2) 대포통장 및 대포폰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3) 피해자 고용·복지·창업지원 강화

- 이 세 가지 방안의 세부 과제 내용, 담당 부처 및 시행 시기는 <표 28>에 

나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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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부 과 제 명 부처 시행시기

 1. 정부 합동 일제신고접수 및 집중단속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설치‧운영 금감원 ’13.9.12~

  피해신고 처리 및 수사의뢰 등
금감원
경찰청 지자체

’13.9.12~

  불법사금융 특별단속 실시

 ∘등록대부업체 특별점검(지자체 대부업체 특별단속반)
안행부
지자체

’13.9.12~

 ∘미등록대부업체 특별 집중단속
대검찰청
경찰청

’13.9.12~

  피해구제 등 필요조치사항

 ∘피해자 금융․신용회복지원 및 법률지원
금융위
법률구조공단

’13.9.12~

 ∘단속결과 위법사항 처벌조치(등록취소․과태료․형사벌)
지자체
대검찰청 경찰청

’13.9.12~

 ∘불법대부업체 세무조사 실시 국세청 ’13.9.12~

 ∘불법대부광고 전화회선 정지요청 등 미래부 ’13.9.12~

 2. 대포통장 및 대포폰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대포통장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대포통장 근절대책 저축은행 등 전금융권으로 확대
금융위
금감원

‘13.9월중

 ∘위조신분증을 통한 예금계좌 개설 차단
금융위
안행부 금감원

‘14년

 ∘대포통장 근절을 위한 금융권 자체 내부통제 강화
금융위
금감원

‘13.9월중

  불법광고성 전화 및 스팸문자 차단

 ∘사기성 문자 차단 등을 위한 피싱앱(App) 개발․배포 미래부 ‘13.10월중

 ∘번호조작을 통한 타인사칭 문자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미래부 ‘13.10월중

 ∘의심계좌 모니터링 시스템 확대 운영 금융위 4/4분기

 3. 피해자 고용․복지․창업지원 종합시스템 제공

  국민행복기금 협약 가입 확대 추진

 ∘국민행복기금 가입 권유 및 미가입업체 집중 단속
금융위
금감원

4/4분기

<표 28> 부처별·과제별 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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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부 과 제 명 부처 시행시기

  미소금융재단 등 서민금융 지원서비스 확충

 ∘금융소외계층에게 금융상담, 맞춤형 대출서비스 제공 등 금융위 4/4분기

  저신용자 고용․복지․창업 연계시스템 강화

 ∘저소득․저신용자 재활치료 프로그램 확대 등 중기청 ‘14년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한 고용 알선 등
금융위
고용부

4/4분기

    자료 :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2013.9.12

평가

  1. <표 27>의 피해신고 접수·단속 처리 흐름도에 의하면 피해신고 접수와 

단속의 처리가 더욱 정교하고 세분화 됨. 

  2. 불법사금융 단속 추진방안은 지난 정부의 불법사금융 척결 추진방안

(’12.4.16)에서 대폭 수정, 보완됨. 불법사금융 유형별 제도개선 대신 대

포통장 및 대포폰 관리·감독 강화가 들어서고, 취약계층의 교육 및 홍

보는 사라지고 대신 고용·복지·창업지원 종합시스템 제공이 들어옴. 

11. 불법사금융 일제신고 및 단속 추진성과와 향후계획(2013.11.15.)

상담 및 피해신고 접수현황 (<표 6> 참조)

  . 신고기간(’13.9.12~10.31) 중 12,851건 (일반상담 11,235건, 피해신고 1,616

건) 접수

  . 피해신고 중 검·경의 검거 1,151건, 서민금융기관 지원 28건, 

법률구조공단의 법률지원 684건, 지자체의 행정조치 428건 등 시행. 

  . 그밖에도 검·경의 자체 인지수사를 통해 2,189명 검거, 탈세혐의 고리대

부업체 63개에 대한 국세청의 추징금 67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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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계획

  1) 피해신고체계 지속 유지

    .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등 현행 신고체계 지속 유지

      (금감원 (☎1332), 경찰청 (☎112), 지자체 (☎120)는 현행 신고접수·처

리 시스템 유지)

    . 국무조정실 내 ‘불법사금융 척결 T/F'를 정기적 개최, 추진 상황 점

검·평가, 추가 제도개선방안 마련 검토

  2) 신종 불법대부행위 대응 및 고용·복지·창업지원 강화

평가

  1) 2012년과 2013년의 불법사금융 단속 결과를 비교하면 일반상담 및 피해

신고 접수건수는 1년 새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고 검거된 불법대부업자

도 24% 감소. 

     . 일반상담 및 피해신고 접수 (건) : (’12) 86,132 → (’13) 45,593

                  일반상담 접수 (건) : (’12) 70,684 → (’13) 34,285

                  피해신고 접수 (건) : (’12) 15,448 → (’13)  8,819

     . 불법대부업자 검거 (명)         : (’12) 10,702 → (’13)  8,151

     그렇지만 금감원 일반상담은 아직도 2008년 대비 2.2배 높으며, 수사기

관 통보도 2008년 대비 14.2배 높은 수준임. 앞으로 불법사금융이 감소 

추세로 돌아서는지는 최소한 2014년 불법사금융 단속 결과를 기다려봐

야 될 듯. 반면 법률상담은 약간 증가하고 소송지원은 약 12배 증가하

였는데, 이는 매우 바람직한 성과임.

     . 법률상담 (명) : (’12) 985 → (’13)  1,076

     . 소송지원 (명) : (’12)  53 → (’13)   685

  2) 2008년 4월 사금융 실태조사 이후 지금까지의 불법사금융 단속 정책에

서 불법사금융 규모에 대한 파악 노력은 여전히 찾아볼 수 없음. 

  3) 서민금융 지원정책만으로도 도덕적 해이 문제를 해결 못하고 있는데 고용·복

지·창업지원까지 연계되면 어떤 양상으로 전개될지 추측하기가 쉽지 않음. 

금융과 복지의 연계가 바람직하지만 도덕적 해이를 줄이지 못하고 서민금융

시장의 왜곡이 심화된다면 신용사회의 구축에 장애가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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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쟁점과 대안

2006년부터 시작된 불법사금융 정책이 8년이 흐르는 동안 많이 수정·보완되었

고 불법사금융 단속도 체계적인 면모를 갖추게 되었음. 그럼에도 불법사금융 피

해신고가 줄지 않고 증가한 원인은 무엇이며, 왜 저신용자들이 불법시장으로 가

게 되는가에 대한 논의를 서민금융상품, 금리규제, 시장과 정부의 역할, 수요자 

관리 및 사전적 처방이라는 네 가지 이슈로 나누어 조사 함.

1. 서민금융정책과 서민금융상품

서민금융정책의 목표는 금융시스템의 원활한 작동을 통한 건전한 서민금융

시장의 활성화와 신용사회의 구축에 있음. 이러한 시각에서 본다면 서민금융

시장에서는 불법시장이 발생해서는 안 됨. 그런데도 불법시장이 존재한다면 

이는 바로 시장실패를 의미하는데, 시장의 작동이 실패하여 불법시장이 나온

다는 것.

일반적으로 불법시장은 불완전 정보의 산물 또는 규제의 산물로 볼 수 있음. 

신용정보가 비대칭적이어서 금융시장이 시장실패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인데, 

이 경우 정보의 보완, 예컨대 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 정보가 비대칭 정보 내

지는 불완전 정보 문제를 해결해 줌으로서 시장이 기능을 회복할 수 있음.

은행의 대출시장의 경우는 상한금리가 균형금리보다 높아서 금리규제가 아

무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대부업의 경우는 상한금리가 균형금리보다 낮아서 

초과수요가 발생함. 이는 은행과 대부업 이용자의 신용도 차이에서 나온 것. 

이처럼 저신용자 위주의 서민금융시장은 금리규제로 인하여 초과수요가 발

생하며, 이 초과수요가 바로 불법시장 형성의 근본 원인이다.

이명박 정부는 대부업 등 사금융에 의존하고 있는 취약계층의 자금조달 문

제를 해소하고 불법시장으로 가는 저신용자를 구제하기 위해 미소금융, 햇살

론, 새희망홀씨 등의 서민금융상품을 만들었음. 저금리의 서민금융상품을 공

급함으로써 정부는 대부업시장을 - 합법업체는 제외하더라도 최소한 불법시

장은 -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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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는데, 대부업 시장이 확대되고 불법시장도 증가하

였음. 그 이유는 서민금융상품에서 배제된 저신용자가 대출수요를 포기하지 않

고 대부업이나 불법시장으로 갔기 때문으로 보임.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정부는 그 원인분석이나 대책 강구를 하기보다는 서민금융상품의 공급 확대와 

불법사금융 척결·단속을 지향하였음. 그러나 대부업에서도 배제되어 불법시장

으로 갈 수 밖에 없는 이른바 사각지대에 놓인 저신용자에 대한 정부의 유일한 

대책인 불법사금융 척결·단속이 효과적으로 작동하는지 의문임.

2. 금리규제와 불법시장  

금리가 시장의 균형금리보다 낮은 경우 초과수요가 발생함. 대부업 이용자에 

적용되는 상한금리도 균형금리보다 낮아서 초과수요가 발생. 그런데 우리의 

정부주도형 서민금융상품은 금리가 너무 낮아서 초과수요가 크게 증가한 것

으로 보임. 소수의 서민금융상품 수혜자는 낮은 금리의 덕을 보지만 많은 비

수혜자들 중 대부시장에서마저 배제된 저신용자는 사각지대에 놓임. 이들이 

불법시장으로 가는 것을 막아야 하는데 쉽지 않음. 

2002년 대부업법 시행 이후 우리 정부가 지속적으로 인하해온 규제금리(최고

이자율 또는 상한금리)도 서민금융시장의 초과수요 확대에 기여함. 정부도 

규제강화 정책이 등록 대부시장의 둔화와 불법사금융의 확대로 이어지지 않

도록 우려하고 있음. 2010년 상한금리 인하 이후 불법사금융의 점진적 증가

가 나타나고 있는 일본의 예를 보면 강매 대출이나 협박적 추심을 하는 범

죄성 불법사금융은 줄어들고 대신 고객 형편에 맞게 상환조건을 변경해주는 

‘소프트(soft) 불법사금융’이 증가하고 있음. 이처럼 지나친 규제금리의 인

하는 합법시장을 불법시장으로 대체시키는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규

제금리 인하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유의해야 함. 

정부가 시장금리의 인하를 바란다면 규제금리 인하보다는 경쟁원리를 활용

하는 것이 효과적임. 현재 대부업 금리가 높은 이유 중 하나는 상한금리를 

시장금리로 인식하기 때문인데 이는 시장의 경쟁원리가 실종되었기 때문임. 

최근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가 허용됨으로써 저축은행으로 변한 대부업

체의 금리인하가 좋은 예인데, 합법대부업체를 제도권 내에 정착시킨다면 앞

으로 대부업체와 저축은행 간의 경쟁이 금리인하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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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로는 근본적으로 불법시장을 막을 수 없음. 불법시장을 없애기 위한 가

장 효과적인 방법은 영국처럼 금리규제를 없애고 시장에 맡기는 것인데 우

리의 현실에서 수용하기 쉽지 않음. 그렇다면 차선책으로 규제금리를 불법시

장에 적용시키는 방안이 제기될 수 있음.

3. 시장과 정부의 역할 분담

저신용자가 접할 수 있는 대표적인 대출상품으로는 서민금융상품, 대부업 대

출, 불법사채를 들 수 있음. 서민금융상품은 정부가 공급하며 대부업 대출은 

합법시장, 불법사채는 불법시장을 통해 공급됨. 그러나 대부업 상한금리는 

34.9%인데 비해 서민금융상품은 12%로서 서민금융상품 이용자는 정부로부터 

싼 금리의 선물을 받고 있음. 이러한 대부업 대출과 서민금융상품 간의 금리 

역차별로 인하여 대부업 수요자마저 서민금융상품을 희망하는 시장왜곡 현

상이 발생함. 저신용자가 선호하는 금융상품은 서민금융상품, 대부업 대출의 

순이며, 이 두 상품에서 배제된 저신용자는 사각지대의 금융소외자로서 불법

사채시장 외에는 갈 데가 없음.

현재 사각지대의 금융소외자에 대한 정부의 조치는 불법사금융 신고 및 단

속이 전부임. 불법시장 규모는 2008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하며 2012년 정점에 

이르기까지 엄청나게 증가하였음. 2013년에는 큰 폭으로 줄었지만 아직도 

2008년 수준보다 높음. 불법사금융 단속만으로 불법시장을 막는 데는 한계가 

있음. 그 이유는 수요가 공급을 창출하기 때문, 낮은 처벌수위, 신고자에 대

한 미흡한 보호조치 등을 들 수 있음. 

박근혜 정부는 서민금융정책의 방향을 수요자 중심의 one-stop service로 개

편하면서 고용·창업·복지 지원까지 포함시키는 새로운 서민금융 지원제도

를 추진하고 있음. 한편 금융과 복지를 구분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지만 다른 

한편 금융소외계층을 복지·고용·창업 차원에서 자활능력을 키우도록 도와

주는 방안도 타당하며 더 바람직하게 보임. 다만 새로운 서민금융 지원제도

가 지금까지처럼 금융소외계층의 증가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대책이 필요

하며, 또한 이 제도의 수혜자를 시장으로 돌려보내기 위한 동기부여 방안이 

보완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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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초기에 한시적 정책으로 등장하여 지금까지 유지되어온 서민금

융상품은 시장왜곡, 도덕적 해이, 향후 지속가능성의 문제점을 안고 있음. 따

라서 서민금융상품을 원안대로 한시적으로 마무리 짓고 시장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함. 서민금융에 있어서 가능한 많은 부분을 시장에 맡기고 정부는 불

법시장에 빠져들 위험이 있는 사각지대의 금융소외자를 맡는 방안이 대안으

로 제시될 수 있음. 정부가 사각지대의 금융소외자를 위한 금융상품을 공급

하며, 이 경우 사각지대의 상한금리는 대부업 상한금리보다 높아야 함. 그렇

지 않으면 대부시장 수요자가 정부정책상품 수요자로 바뀌는 도덕적 해이 

문제를 막을 수 없음. 

4. 수요자 관리 및 사전적 처방

지금까지 정부는 불법사금융의 공급자 중심의 정책을 펴왔으며 수요자를 피

해자로 보면서 이들에 대한 유화정책만 시행해왔기에 기존 수혜자가 계속 

수혜 받고자 하는 도덕적 해이와 수혜 희망자가 증가하는 도덕적 해이를 피

할 수 없었음. 수요자를 위하여 유화정책 외에도 자기 신용 관리, 불법행위 

대처방안, 책임 원칙 등 신용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자질 교육이 필요함.

신용교육도 제도권 금융 공급자 및 사후적 처방 중심으로 시행해온 측면이 

강함. 대출사기 구제방법, 불법추심 대처방안 등 저신용자를 위한 사후적 처

방의 정보 접근성도 개선되어야 함. 그러나 금융취약계층과 수요자 중심의 

사전적 신용교육이 초·중·고등학교의 정규과정에서 병행되어야 함. 

그밖에 다중채무 방지를 위한 신용정보 공유문제, 신용평가제도의 개선 등 

신용정보 인프라의 구축이 필요함. 최근 도입되고 있는 소비자 보호 문제도 

사후적 처방 중심으로 수행되고 있는데 사전적 처방이 병행될 필요가 있으

며 조기 신용교육이 그 예에 속함.



- 53 -

V. 맺는 말

2002년 대부업법 시행 이후 서민금융정책은 참여정부에서 시작되어 현 정부

에 이르기까지 연속성이 있고 점차적으로 보완 개선되고 있음. 글로벌 경제

위기를 맞이한 이명박 정부는 서민금융상품의 공급을 시작하였으며, 지금까

지 서민금융상품의 대출실적(’08.7~’14.4)은 155만건 14.5조원에 이름. 

2008년 이후 지속되는 경기침체 하에서 정부의 서민금융 지원정책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서민금융상품의 연체율이 대부업 연체율보다 높아지

고 불법사금융 피해신고가 크게 증가하였음에도 정부는 서민금융상품의 문

제점을 보완하기 보다는 오히려 정책성과만을 홍보하였음. 또한 그 부작용으

로 발생한 불법사금융 피해의 급증에 대한 원인 파악을 소홀히 하였음. 이에 

대한 실태조사에서도 정부는 사금융 규모에만 관심을 보이고 불법시장 규모

에는 무관심으로 일관하였음.

본 연구의 분석결과 불법사금융의 급증은 서민금융상품의 공급과 관련 있음. 

대부업의 연체자 및 미승인자에 대해 서민금융상품을 대부업 대출 금리 보

다 더 낮은 금리로 제공함으로써 서민금융시장이 왜곡되기 시작함. 그 결과 

대부업 규모가 증가하고 불법피해신고가 급증하였는데, 그 원인은 서민금융

상품의 저금리로 인한 초과수요, 대부업법 상한금리 인하로 인한 초과수요의 

증가, 그리고 서민금융상품과 대부업 대출 간의 금리 역차별에서 찾을 수 있

음. 현재 7등급 이하의 저신용자 약 544만명에서 서민금융상품 수혜자 155만

명과 대부업 이용자 249만명을 제외한 약 140만명을 서민금융시장의 사각지

대에 놓인 금융소외자로 볼 수 있음. 이들에 대한 정책은 전혀 없었기 때문

에 불법시장이 사라지기는커녕 증가한 것으로 보임.

시장왜곡, 도덕적 해이, 지속가능성 등 문제점이 많은 저금리 서민금융상품

에 대한 해법으로 기존 서민금융상품 대신 사각지대의 금융소외자를 위한 

새로운 서민금융상품을 정부가 공급하되, 대부업 상한금리보다 상향 조정된 

사각지대 상한금리를 적용할 것을 제안함. 이 제안에 따른다면 시장왜곡과 

도덕적 해이가 해결되며 불법시장도 최소화 될 것임. 그밖에도 불법사금융에 

대한 단속과 처벌은 강화되어야 하며, 또한 신용사회의 구성원이 되기 위한 

신용교육을 지금까지와 같은 공급자 및 사후적 시각에서 벗어나 수요자 및 

사전적 시각을 병행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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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의 서민금융정책에서는 단기적 인기영합적 처방안이 지배적이며 무

엇보다도 불법사금융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며 파악하려는 의지가 결여되어 

있음. 인기영합적 방안이 저신용자의 신용도 회복에 도움이 된 것 같지 않

음. 본 연구에서 불법시장 규모를 다양한 방법으로 추적해본 결과 약 8~12조

원의 추정치를 얻었으나 통계자료가 부실하여 신뢰성이 높지 않음. 앞으로 

정부가 불법사금융 관련 통계자료를 다각적이며 체계적으로 조사·발표할 

것을 주문함. 

서민금융시장은 합법 대부업체와 저축은행 등 서민금융기관에 맡기고 나머

지 사각지대의 저신용자에 대한 서민금융지원은 정부가 고용·창업·복지 

지원과 병행함이 바람직함. 지금까지처럼 저금리 서민금융상품으로 인한 시

장왜곡을 지양하는 것이 도덕적 해이를 줄이고 불법시장을 척결하기 위한 

선행조건이며 신용사회를 향한 첩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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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이 조사표에 기재된 내용은 
설문조사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으며, 
무기명 응답입니다.   

불법 사채업 이용자 
설문조사지   

 가. 성별 (  ) : ① 남   ② 여

 나. 연령 (  ) :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 이상

 다. 직업 (  ) : ① 회사원     ② 공무원    ③ 자영업자  ④ 주부 

⑤ 대학(원)생 ⑥ 서비스업  ⑦ 전문직    ⑧ 무직

⑨ 기타(    )

 라. 결혼 (  ) : ①미혼   ②기혼

1. 귀하는 등록 대부업자와 불법 사채업자(미등록 대부업자)를 구별할 수 있습니

까?

   ① 있다    ② 없다    ③ 잘 모르겠다

2. 귀하는 등록 대부업자가 아닌 불법 사채업자(미등록 대부업자)를 이용한 경험

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③ 잘 모르겠다

3. 주변에 불법 사채업자(미등록 대부업자)를 이용하는 분이 계십니까?

   ① 가족, 친지 중 (      )명           ② 친구, 동료 중 (      )명  

   ③ 동네 및 주변의 지인 중 (      )명  ④ 기타 (      )명

   ⑤ 없다                              ⑥ 잘 모르겠다

 본 설문에서 말하는 불법 사채업자란 대부업법에 의거하여 시․도에 대

부업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적으로 대부업을 영위하는 미등록 

대부업자를 말합니다. 대부업 등록을 한 등록 대부업자와는 다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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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설문부터는 1번 문항과 2번 문항에서 “① 있다”라고 응답한 분들만 

설문에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4. 불법 사채업자(미등록 대부업자)는 어떠한 경로로 알게 되었습니까?

   ① 생활정보지     ② 스팸메일 및 전화     ③ 전단지 및 명함 광고

   ④ 지인 소개      ⑤ 중개업자 소개 

5. 불법 사채업자(미등록 대부업자)는 처음 이용하십니까?

   ① 처음이다   ② 두 번째   ③ 세 번째   ④ 네 번째   ⑤ 5회 이상

6. 불법 사채업자(미등록 대부업자)는 언제 이용하셨습니까? (이용 시기)

  [다수 선택 가능]

   ① 2002년~2007년 10월          ② 2007년 11월~2010년 7월 

   ③ 2010년 8월~2011년 6월       ④ 2011년 7월~2014년 4월

   ⑤ 2014년 5월~현재

7. 불법 사채업자(미등록 대부업자)임을 알면서도 대출을 받는 주된 이유는 무엇

입니까?

   ① 달리 대출 받을 곳이 없어서(금융권에서의 대출 거부)

   ② 빠르고 쉽게 빌릴 수 있어서

   ③ 지인이 소개해서                

   ④ 기존에 거래하고 있는 업체라서

   ⑤ 기타 (                                    )

8. 불법 사채업자(미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대출을 받은 목적은 무엇인가요?

   ① 주거비      ② 의료비      ③ 기타 생활자금      ④ 사업자금

   ⑤ 학자금 등 교육비           ⑥ 타 대출상환        ⑦ 도박

   ⑧ 쇼핑        ⑨ 유흥비      ⑩기타 (        )

9. 불법 사채업자(미등록 대부업자)로부터 지금까지 대출받은 금액은 총 얼마입니

까?

   ⓛ 2백만원 이하 ② 2백만원 초과~5백만원

   ③ 5백만원 초과~1천만원  ④ 1천만원 초과~3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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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3천만원 초과

   ⑥ 불법사채업자로부터 빌린 정확한 금액을 모름

10. 지금 현재 보유하고 계신 채무 현황에 대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 거래하고 계신 등록 대부업자 수 (         개)

      현재 거래하고 계신 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받은 총 대출금액 (          원)

   ② 현재 거래하고 계신 불법 사채업자 수 (          개) 

      현재 거래하고 계신 불법 사채업자로부터 받은 총 대출금액 (          원)

   ③ 채무 상환 중인 친척 및 지인 수 (           명)

      채무 상환 중인 친척 및 지인으로부터 빌린 총 대출금액 (         원)

   ④ 기타 : (                )

11. 불법 사채업자(미등록 대부업자)에게 지급한 이자는 평균 몇 %입니까? 

    ⓛ 월 2.9%이하(연 34.9%이하)

    ② 월 2.9%초과~3.25%(연 34.9%초과~39%)

    ③ 월 3.25%초과~3.66%(연39%초과~44%)

    ④ 월 3.66%초과~4.08%(연44%초과~49%)

    ⑤ 월 4.08%초과~10%(연49%초과~120%)

    ⑥ 월 10%초과~20%(연120%초과~240%)

    ⑦ 월 20%초과~30%(연240%초과~360%)

    ⑧ 월 30%초과(연360%초과)        

    ⑨ 모름

12. 불법 사채업자(미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의 계약기간은 어

떻게 되십니까? [다수 선택 가능]

    ⓛ 1개월 이내       ② 1개월 초과~3개월    ③ 3개월 초과~6개월

    ④ 6개월 초과~1년  ⑤ 1년 초과~2년       ⑥ 2년 초과~3년

    ⑦ 3년 초과

13. 불법 사채업자(미등록 대부업자)를 이용하면서 어떠한 피해를 입으셨는지요? 

[다수 선택 가능]

    ① 불법 고금리 대출(선이자 및 수수료 공제)  

    ② 대부중개수수료 지급 요구

    ③ 계약서 허위기재 및 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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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가족 및 지인 등의 연락처 및 인적사항 기재 요구

    ⑤ 폭행 및 협박, 감금

    ⑥ 제3자에게 채무사실 고지 및 추심

    ⑦ 전화, 문자 등을 통한 불안감 및 공포심 조성

    ⑧ 피해 사실 없음

    ⑨ 기타(                                                )

14. 불법 사채업자(미등록 대부업자)를 이용하면서 피해를 당한 경우 어떻게 하

셨습니까? [다수 선택 가능]

    ① 경찰에 신고했다

    ② 지자체 및 금융감독원에 신고했다

    ③ 한국대부금융협회에 신고했다

    ④ 변호사 및 법률구조공단 등에서 상담을 받았다

    ⑤ 보복이 두려워 아무 행동도 취하지 않았다

15. 앞으로도 불법사채업자(미등록 대부업자)를 이용하실 의향이십니까?

    ① 대출 받을 곳이 없어 앞으로도 계속 이용할 생각이다.

    ② 대출 받을 곳이 없어도 앞으로는 절대 이용하지 않을 생각이다.

    ③ 등록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다면 이용하고 싶지 않다.

    ④ 잘 모르겠다

《 끝까지 설문조사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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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대부업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대부중개업

총 

등록업체

대출규모

(조원)

이용자수

(만명)

‘02.12 2,223

‘04.12 11,540

‘05.12 14,556

‘06.12 17,210 3.5 83.3

‘07. 9 18,197 4.1 89.3

‘08. 3 17,713 4.5 106.5

‘08. 9 16,120 5.6 130.7

‘09. 3 15,723 5.2 143.2

‘09.12 10,904 2,075 1,804 14,783 5.9 167.4

‘10. 6 11,423 1,950 2,007 15,380 6.8 189.4

‘10.12 9,985 1,833 2,196 14,014 7.6 220.7

‘11. 6 9,505 1,622 2,257 13,384 8.6 247.4

‘11.12 8,762 1,549 2,175 12,486 8.7 252.2

‘12. 6 8,324 1,411 1,967 11,702 8.5 250.5

‘12.12 7,972 1,258 1,765 10,895 8.7 250.6

‘13. 6 7,469 1,100 1,654 10,223 9.2 248.7

‘13.12 7,002 996 1,328 9,326 10.0 248.6

<부록 2>

등록 대부업체 현황 (2002~2013)

자료: 재정경제부 보도자료 ’06.12.22, 금융위 보도자료 ’10.4.7, ’11.7.27, ’14.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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