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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o 최근 대부업체에 미칠 규제 환경에 대한 영향력 분석

◯ 최고금리 인하, 금융권 대출규제, 금융소비자보호법 발표 등이 대부업계 

수익성 및 대출영업 여건에 미칠 영향력을 정성·정량적으로 파악

o 금융규제는 대부업의 수익성, 영업여건에 부정적 영향

◯ 최고금리 인하 이후 원가금리(영업비용율)의 증가로 인한 대부업체 총자산이익률

(ROA)에 미친 부정적 영향력이 최고금리 인하 이전에 비해 더욱 확대 

◯ 최고금리 인하로 인한 대부업 등록업체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

o 영·미의 유연한 대부업 정책이 서민금융 활성화에 기여

◯ 엄격한 이자율 상한제 시행한 독일, 일본의 서민금융은 침체 양상

◯ 영국, 미국은 업권의 자발적 시정조치에 기반한 유연한 대부업 정책으로 

소비자 보호 강화 및 불법 사금융 감소라는 정책 효과를 동시에 거둠

o (정책제언) 은행 대출 확대를 유도하는 등의 인센티브 바람직

◯ 은행의 대부업 대출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대부업 대출에 대한 위험가중

치 하향조정 또는 예대율 산정 시 우대조치 마련

◯ 영업중단·형사처벌 위주 규제 대신 시정명령을 통한 자율시정 기회 부여

◯ 대손율에 따른 손비인정 범위 확대, 대부업체 자금조달 방법 명문화, 금융권의 

대부업체에 대한 여신공여 한도 철폐

o (경영전략 제언) ABL 이용 확대, PaaS 서비스 모델의 활용, 부동산 온라인 

플랫폼과의 협약 강화 등을 추진

◯ 대부업체의 조달비용 절감 차원에서 ABL(asset backed loans)을 확대

◯ 인지도 높은 플랫폼 업체와 PaaS(Platform as a Service)협약을 체결하여 

중개수수료 절감 및 대출 마케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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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배경

o 최근 최고금리 인하 및 대출규제 강화로 대부업계의 영업 위축 불가피

◯ 2020년말 대부 이용자수, 대출액은 2018년 대비 각각 37%, 16% 감소 

◯ 법정 최고금리의 추가 인하로 저신용자 대출감소 불가피

o 대부업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각종 규제가 산적

◯ 금융소비자보호법이 금융업 전반에 적용됨에 따라 연대보증 폐지 등 소비자 

보호 규제 전면적용으로 사업 리스크 증가 가능성

◯ 대출 전 단계에 걸친 신용정보 안내 의무 강화 등으로 소비자의 발언권 

강화

◯ 추심총량 등 개인 채무자 보호를 위한 채권추심 규율체계의 개선 가능성

으로 대부업체의 위험관리비용 증가 가능성

o 타 금융업권 대비 대부업에 대한 상대적으로 강한 규제는 여전

◯ 온라인 대출비교 등 플랫폼 금융서비스에서 대부업 상품 중개 불가

◯ 여신금융업체에는 기관경고·시정명령·영업정지 대체과징금 등 다양한 

제재수단이 부과되는데, 대부업체는 최고제재인 영업정지만 부과

◯ 대부업체에는 대손율과 상관없이 대출채권 1%만 세법상 손비 인정

◯ 저축은행, 여신금융업체의 대부업체에 대한 대출한도 제한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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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대부업에 대한 규제제도의 불합리성 개선 및 사업전략 방안 필요  

◯ 서민금융업권의 활성화를 위한 대부업체의 구조적 문제점 이해

◯ 여신금융업체 대비 대부업에 대한 금융당국 규제의 차이점 이해

◯ 최근 대부업에 적용되는 금융제도 개선의 필요성 부각

◯ 대부업계 활성화 차원의 합리적 규제방안과 전략적 사업방안 필요

2. 연구목적

o 최고금리 인하 등 규제 환경이 대부업체 경영에 미친 영향력 파악

◯ 고비용 자금조달 구조가 대부업체 수익성 및 영업여건에 미친 영향력을 

계량모형을 이용해 실증적으로 분석

- 법정 최고금리 인하가 대부업계 총자산이익률, 대부업체수와 영업비용에 

미친 영향력을 원가금리를 중심으로 분석

- 최고금리 인하, 가계대출총량제 시행이 대부업체에 미친 부정적 영향력을 

각각의 비용율별로 분석 후 수익성, 영업여건 개선을 위한 시사점 도출

o 선진국의 대부업에 대한 정책 사례 분석 및 시사점 도출

◯ 이자율 상한제 도입 및 금리 인하의 정책적 효과를 먼저 경험한 미국, 

영국, 독일, 일본의 사례를 분석

- 이자율 상한제 등 대부업 규제 사례를 국가별로 분석하고, 해당 국가의 

서민금융 활성화 여부, 불법 사금융 근절 여부를 파악

- 선진국의 대부업에 대한 정책 사례 분석을 토대로 시사점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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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정부에 대한 정책 제언 및 대부업계를 위한 경영 전략적 제언

◯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대부업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선방안에 대한 

보완사항 및 새롭게 추진해야 할 정책 제언 마련

- 서민금융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 중인 정부의 다양한 대부업 지원책과 

개선방안에 관한 보완사항을 제시

- 선진국 정책 사례를 통해 파악한 시사점을 토대로 정책적 건의

◯ 대부업계를 위한 단기, 중기, 장기관점의 전략방안 제시

- 대부업의 주요 사업인 저신용자를 위한 신용 대출업 침체를 타개하고, 

대출 수익 보존을 위한 전략적 대응방안 제시

- 저신용자 대출사업의 부진을 만회하기 위한 대부업체 부수업무 진출 

관련 전략방안 제시

- 대부업체의 신성장 동력 확보를 통해 안정적인 지속경영 영위를 위한 

장기 전략방안 제시

3. 연구개요

o 최고금리 인하, 가계대출총량규제(제1, 2금융업권에 적용) 등 금융규제는 

대부업의 수익성, 영업여건(등록업체 수 및 영업비용율)에 부정적 영향

◯ 대부업체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력이 큰 원가금리1)는 모집비용율

- 모집비용율은 대부업체 총자산이익률(return on asset : ROA)에 유의

한 인과요인으로, ROA에 지속적으로 부(-)의 영향력 행사

- 모집비용율은 대부업계의 4가지 원가(이자비용율2), 대손비용율3), 모집

비용율4), 관리비용율5)) 중 ROA에 가장 큰 부정적 영향력을 행사

1) 원가금리는 이자비용율+대손비용율+모집비용율+관리비용율이며, 해당 비용율은 당기대출평잔 대비 

해당 비용의 비중을 의미.

2) 이자비용율은 당기대출평잔대비 재무재표상 차입이자의 비율을 의미하는 비용원가율

3) 대손비용율은 당기대출평잔대비 대손상각비+대출채권처분(매각)손실-대출채권처분(평가)이익의 비

율을 의미하는 비용원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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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금리 인하로 인해 대부업체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력이 유의하게 

증가한 원가금리는 이자비용율, 대손비용율

- 최고금리 인하 시행으로 이자비용율 증가가 유의한 영향 요인이 될 것이며, 

이로 인해 대부업체 ROA의 감소는 규제 이전 대비 약 80% 증가

- 최고금리 인하 시행으로 대손비용율도 증가하며, 이로 인해 대부업체 

ROA의 감소는 규제 이전 대비 약 15% 증가 

◯ 대출공급 규제인 LTV 규제(제1,2금융업권 적용)의 강화로 인한 대부업체 

대손 및 모집비용율은 대부업계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력 증가

- LTV 규제 강화로 인해 대부업체의 대손비용율은 시행 초기에 확대되나, 

시간이 지나면서 부정적 영향력은 약화되는 것으로 추정

- LTV 규제 강화로 인해 모집비용율이 ROA에 미친 부정적 영향력의 경우 

시간 흐름에 따라 서서히 약화되나, 상당기간 영향력 유지

o 최고금리 인하와 가계대출 총량규제는 대부업체의 영업여건을 훼손

◯ 최고금리 인하, 대출총량규제 강화로 대부 영업을 포기하는 업체 증가

- 최고금리 인하와 대출총량규제의 시행은 대부업에 종사하는 등록업체의 

감소를 초래하는 유의한 영향 요인

◯ 최고금리 인하는 대부업체 영업비용율의 증가 가능성을 높임

- 최고금리 인하는 (최고금리 인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대비) 대부업체 

영업비용율(원가금리) 증가 가능성을 약 5배 높이는 것으로 추정

4) 모집비용율은 당기대출평잔 대비 지급수수료+광고선전비의 비율을 의미하는 비용원가율

5) 관리비용율은 당기대출평잔 대비 영업비용-광고선전비-지급수수료-대손상각비의 비율을 의미하는 

비용원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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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유연한 규제 위주의 대부업 정책이 서민금융 활성화에 기여

◯ 엄격한 이자율 상한제 적용을 시행한 독일, 일본의 서민금융은 침체

- 최고금리 상한선 인하를 단행한 일본, 폭리 규제 차원의 법률로 고리의 

이자 부과를 철저히 단속한 독일에서는 신용소외 현상 심화

- 타이트한 대부업 규제 정책은 금융기관들로 하여금 우량 차주 위주의 

대출을 늘리도록 유도하여, 결국 서민금융이 침체되는 결과 초래

◯ 불공정행위 근절, 불합리한 대출관행 개선에 초점을 둔 영미권 대부업 

정책은 서민금융 활성화를 유도

- 영국, 미국은 엄격한 대부업 규제 대신 자발적 시정조치에 기반한 유연한 

규제로 소비자 보호 강화와 불법사금융 감소라는 2마리 토끼 취함

- 일률적이고, 고정적인 이자율 상한제 대신 미국은 시장 상황에 연동해 

이자율 상한선이 조정되는 상한 이율제 도입

o (정책제언) 원활한 중개 기능 유지 차원의 수수료율 조정 가이드라인 마련, 

은행 대출 확대를 유도하는 구체적 인센티브 제시 등의 보완 필요

◯ 최근 이루어진 중개수수료 상한선의 하향 조정은 바람직하지만 향후 

원활한 중개 기능을 유지하는 선에서 수수료율 조정 가이드라인 마련

- 낮은 위험수준과 소규모 대출에 한해서는 원활한 중개 기능 유지를 

위해 높은 위험수준 및 대규모 대출 대비 상한선의 소폭 인하를 고려

◯ 은행의 대부업체에 대한 대출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위험가중치 하향

조정 또는 예대율 산정 시 우대조치 강구

- EU의 ‘중소기업 지원팩터제도’도입 또는 예대율 산정 과정에서 중

소기업대출액에 –15%를 적용하는 제도 시행

◯ 제재수위를 여타 금융업권과 동일하게 적용시키는 규제 합리화 필요

- 영업중단 및 형사처벌 위주 규제 대신 여신금융업체에 적용되는 시정

명령을 통한 자율시정의 기회를 대부업체에 대해서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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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업체에 대한 온라인 플랫폼 영업의 전면 허용

- 우수 대부업체에 허용된 온라인 대출 플랫폼 입점 가능 제도는 우수

업체 선정을 위한 심사과정상 논란으로 난관에 봉착할 가능성 

- 높은 중개수수료의 절감이 주요한 대부업 개선 방향이라는 측면에서 

플랫폼 입점을 규제할 명분이 없는 편

◯ 대손율에 따른 손비 인정 범위 확대

-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의 개정(대손충당금 손금 산입 관련 추가 

기준으로 적용 가능한 업종에 대부업 포함)이 필요

- 법인세법 개정은 부실위험에 대비한 대부업체의 위험관리 기능 제고와 매입 

추심업자에 의한 채무자에 대한 효과적인 추심에 기여

◯ 대부업체의 자금조달 방법 명문화 및 금융권 여신공여 한도 철폐

- 대부업법에 회사채 공모, 자산유동화증권 발행이 가능하도록 규정화

- 저축은행의 대부업체 신용공여 한도 15% rule도 철폐

-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부업체 대출을 가계대출 대신 기업대출로 분류

o (경영전략적 제언) ABL 이용 확대, PaaS 서비스 모델 활용, 부동산 온라인 

플랫폼과의 협약 강화 등의 전략을 추진

◯ 대부업체의 조달비용 절감을 위해 ABL 조달방법 확대

- 자산유동화법상 허용되지 않는 ABS 발행 대신 특수목적법인(SPC)으로

부터 대출형식으로 자금 조달받는 ABL(asset backed loans)을 확대

◯ PaaS(Platform as a Service) 서비스 협업 모델을 활용하여, 중개수수료 

절감 및 대출 마케팅 강화

- 대출모집인으로 영업력을 갖춘 인지도 높은 플랫폼 업체와 PaaS 협약을 

체결하여 대부업체 상품 판매를 강화

- 저렴한 플랫폼 입점 수수료는 대부업체 모집비용 절감에 효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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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신용 차주 대상 부동산 대출 증대 위해 부동산 플랫폼과 협약 강화

- 최근 대부업체 대출 포트폴리오에서 신용대출 중심에서 주택담보대출로의 

전환은 불가피한 상황

-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확대를 위해 직방과 서비스 제휴 필요

◯ 대안신용평가를 활용한 맞춤형 저신용 소상공인 신용 대출업 진출

- 금융정보가 부족한 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대출 공급을 위해 

다양한 상거래 정보를 활용하는 대안신용평가 모형을 개발

- 최고금리 인하로 은행, 제2금융권 대출 대상에서 배제될 저신용 소상공인 

대출 수요가 늘어날 것을 대비해 소상공인 맞춤형 신용대출에 주력

◯ 부수업무 확대 차원에서 저신용 차주 사후관리 서비스를 수익 모델화

- 저신용자에 대한 정보 우위 및 추심 노하우를 토대로 시중은행 대상 

사후관리 서비스 제공하는 등 이를 수익 창출 모델로 발전

- 사후관리 서비스를 통한 수수료 수익 확보 또는 은행으로부터의 대출금 

확보 등 다양한 수익모델 창출도 가능

◯ 신성장동력 발굴 차원에서 해외 신흥시장의 소액 금융업 진출 추진

- 소액 대출 수요가 많고, 대출 이자율이 높으며, 연체율이 낮은 동남아 

국가에서 소액 금융업 영업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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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대부업 현황 및 각종 규제조치

1. 최근 대부업계 현황

1) 대부업 이용 현황 및 대출 실적

o 일본계 대부업체의 신규대출 중단 등으로 대부 이용자 수가 지속 감소세

◯ 일본계 대형 대부업체의 신규대출 중단, P2P 연계 대부업자의 폐업으로 

인해 대부업체 이용자 수가 급감

- 2020년말 기준 대부업체 이용자수는 138.9만 명으로 전년말 대비 38.8

만명이나 감소

- 일부 일본계 대형 대부업체 및 저축은행 인수 대부업자의 영업 축소가 

주요 요인

• 일부 일본계 대형 대부업체, 저축은행 인수 계열 이용자수 (만명) 

: 50.4만명 (2020.6월) → 39.2만명 (2020.12월) 

- 법인의 대부업체 이용자 수(2020.12월)는 지난 2018년말 대비 감소율이 

38.4%로서 상대적으로 개인 이용자수의 감소율(17.3%)에 비해 큰 편

<표 1> 전국 등록 대부업체 이용자수 현황
� � (단위:� 만명)

구� � 분 '18.12말 '19.12말 ‘20.6말
(A)

‘20.12말
(B)

증감
(B-A)

법� 인 이용자수 208.6 165.7 146.5� 128.4� △18.1

자산
100억원�이상

이용자수 202.3 160.5 � 141.0� 122.5 △18.5

자산
100억원�미만

이용자수 6.3 5.2 � � 5.5� 5.9 0.4

개�인 이용자수 12.7 12.0 � � � � 11.0� 10.5 △0.5

합�계 이용자수 221.3 177.7 157.5� 138.9� △18.6

  자료: 2020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 금융감독원, 2021.6



- 12 -

◯ 대부업체를 이용한 소비자 감소의 배경에는 정부의 정책 서민금융상품 

공급액 급증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유추

- 2020년 동안 정책 서민금융상품 공급액은 8.6조원을 기록하는 등 2019년 

대비 6천억 가량 증가

o 최근 대출액도 지난 2018년 이래로 지속 감소세

◯ 대부업체의 대출 잔액은 지난 2018년말 17.3조원을 기록한 이래로 최근 

까지 지속 감소하는 양상

- 2020년말 대출 잔액은 14.5조원으로 2년간 2.8조원이나 감소

- 대형 대부업자 대출 잔액 감소세가 두드러진 가운데, 자산 100억원 이상 

대부업체의 2020년말 대출 잔액은 2018년말 대비 약 3조원 감소

◯ 대형 대부업체 중심으로 신용대출 감소세가 두드러지고 있어, 대부업체의 

전체적인 업황은 침체 국면

- 대부업체의 주력 대출사업인 신용대출 감소세가 두드러진 가운데, 

2020년말 신용대출은 7.3조원으로 지난 2018년말 대비 4.4조원 감소

• 특히, 2020년말 대형 대부업체(자산 100억원 이상)의 신용대출은 

6.8조원으로 지난 2018년말 대비 약 4.5조원 감소세로 대부업체의 

신용대출 침체를 사실상 주도

<표 2> 전국 등록 대부업체 대출잔액 현황

� � (단위:� 억원)

구� �분 '18.12말 '19.12말 ‘20.6말
(A)

‘20.12말
(B)

증감
(B-A)

법�인 대출잔액 165,735 151,827 143,096� 137,527 △5,569

자산
100억원�이상

대출잔액 146,404 131,196 121,106� 114,163 △6,943

자산
100억원�미만

대출잔액 19,331 20,631 21,990� 23,364 1,374

개�인 대출잔액 7,752 7,343 � � 7,335� 7,836 501

합�계 대출잔액 173,487 159,170 � 150,431� 145,363 △5,068

  

자료: 2020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 금융감독원, 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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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출업 및 금리 현황

o 대부업체의 주력 사업인 신용대출 감소세 뚜렷

◯ 2020년말 대부업체의 신용대출은 전년대비 1.5조원 감소

- 대부업체 포트폴리오의 과반 이상을 차지하는 신용대출은 2020년말 

기준 7.4조원으로 2018년말, 2019년말 대비 각각 37.4%, 17.3% 감소 

- 반면, 담보대출의 경우 2020년말 기준 7.2조원으로 2018년말, 2019년말 

대비 각각 28.5%, 2.3% 증가

- 2018년말 이래로 대부업체의 대출사업 포트폴리오에서 담보대출 비중이 

점차적으로 증가

• 담보대출 비중(%): (2018말) 32.2→ (2019말) 44.0→ (2020.6말) 47.8 →

(2020.12말) 49.3

◯ P2P연계 대부업자의 신용대출 감소폭도 두드러진 편

- 2020년말 기준 170개사인 P2P 연계 대부업자의 대출 잔액은 1.5조원 

수준으로 신용대출의 전년대비 감소율은 49.8%로서, 27.9%의 담보대출에 

비해 감소세가 뚜렷한 편

o 평균 대출금리도 법정 최고금리 인하의 영향으로 하락

◯ 2020년말 대부업체 평균 대출금리는 16.3% 수준으로 전년대비 1.6%p나 

하락

- 정부의 법정 최고금리 인하 조치와 저금리 기조세로 인해 대부업체의 

평균 대출금리는 지난 2018년말 이래로 지속적으로 감소세

◯ 단, 담보대출의 평균 대출금리는 오히려 상승

- 2020년말 신용대출의 평균금리는 18.7%로 전년대비 2.4%p 하락했으나, 

담보대출의 평균 금리는 동 기간 중 오히려 0.1%p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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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대부업체의 대출 유형별 대출 잔액 및 금리 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단위:� 억원,� %,� %p)�

구� � 분 '18.12말 '19.12말 '20.6말 '20.12말 증감

법�인
신용 116,253 87,777 77,208 71,984 △5,224

담보 49,482 64,050 65,888 65,543 △345

자산
100억원
이상

신용 112,641 84,207 73,631 68,040 △5,591

금리 22.0 21.5 20.8 19.1 △1.7

담보 33,763 46,989 47,475 46,123 △1,352

금리 14.5 12.9 12.4 13.0 0.6

자산
100억원
미만

신용 3,612 3,570 3,577 3,944 367

금리 14.9 13.8 13.5 14.2 0.7

담보 15,719 17,061 18,413 19,420 1,007

금리 15.5 15.0 14.2 14.8 0.6

개�인

신용 1,438 1,332 1,294 1,693 399

금리 15.7 16.1 16.4 14.1 △2.3

담보 6,314 6,011 6,041 6,143 102

금리 18.1 17.6 18.0 17.6 △0.4

합�계

신용 117,691 89,109 78,502 73,677 △4,825

금리 21.7 21.1 20.4 18.7 △1.7

담보 55,796 70,061 71,929 71,686 △243

금리 15.2 13.8 13.3 13.9 0.6

총대출 173,487 159,170 150,431 145,363 △5,068

금리 19.6 17.9 17.0 16.3 △0.7

자료: 2020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 금융감독원, 2021.6

o 대부업체의 연체율은 개선

◯ 대형 대부업체의 연체율은 2020년말 기준으로 전년대비 1.0%p 하락했

으나, 담보대출의 연체율 개선 폭이 큰 편

- 자산 100억원 이상의 대형 대부업체의 연체율(원리금 연체 30일 이상)

은 8.3%로 전년도말 9.3%에 비해 떨어진 편

- 하지만, 대출유형별로 구분하면, 2020년말 신용대출의 경우 연체율은 

전년도와 동일한 7.0%수준이며, 담보대출의 연체율은 전년(13.5%)에 

비해 3.2%p나 낮아진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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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규제 현황

1) 최고금리 인하

o 잇단 법정 최고금리 인하조치 단행

◯ 지난 2018년 2월 최고금리 인하(27.9% → 24%) 이후 불과 3년여 만에 

다시 법정 최고금리가 4%p 인하

- 2021.3월말, 최고금리 인하를 위한 대부업법·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

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 2021.7.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0%로 인하되어 시행 중

◯ 고금리 대출자 부담 경감 차원에서 지난 2018년 2월부터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가 27.9%에서 24%로 인하

-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최고금리는 27.9%에서 24%로 인하

- 이자제한법도 10만원 이상 사인간 금전거래 시 적용되는 최고금리를 

25%에서 24%로 인하

- 2018년 2.8일 이전 시행된 24% 초과 대출을 계속 이용 중인 경우 인

하된 최고금리는 미적용

• 단, 정부는 재계약, 금리인하 요구, 대환 등을 통해 인하된 최고금리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조치

o 금번 최고금리 인하조치는 금융회사 대출거래에서 적용되는 최고금리에 

적용

◯ 지난 2018년과 마찬가지로 2020년의 최고금리 인하조치도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에 적용

- 2021.4.6.일 공포 후 3개월간 유예기간을 거쳐 2021.7.7.일부터 시행

• 2021.7.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0%로 인하되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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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이번 최고금리 인하의 후속 조치로 대부업의 제도개선, 중금리 

대출 개편방안 등도 발표

- 정부는 정책 서민금융의 공급을 통해 저신용자의 금융 이용 애로사항 

해소를 추진하는 정책 발표

• 정책 서민금융 공급체계를 개편해, 최고금리 인하로 인해 사각지대에 

놓인 저신용자의 금융지원을 추진

• 햇살론 17 금리 인하(△2%p) 및 20% 초과 대출 대환상품 한시 공급

• 금융권 출연제도 개편 및 은행, 여신금융업권 신규상품 출시

• 정책 서민금융과 복지, 고용, 채무조정서비스 강화

- 대부업 제도 개선방안도 제시

• 대부중개수수료 상한(500만원 이하 4%, 초과 3%)을 인하

• 서민대출 우수 대부업체 선정과 은행 차입 지원 등 관련 규제 합리화

• 범정부 대응 TF를 통한 피해구제 강화 등 불법 사금융 근절 조치

- 중금리 대출 개편을 통해 저신용자 금융지원 감소를 최소화

• 중금리 대출이 중·저 신용 층 중심으로 공급되도록 제도 개편

• 인터넷 은행의 중금리 대출 공급 확대, 저축은행의 신용평가시스템 

고도화,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

◯ 20%를 초과하는 기존 계약자들의 경우 재계약, 대환 등을 통해 인하된 

최고금리 적용받도록 조치

- 정부는 2021.7.7.일 이후 20%를 초과하는 대출의 기존 계약자는 시행

일 후 재계약, 대환, 만기연장 등으로 인하된 최고금리를 적용 가능

- 단, 최고금리 인하 시행일 전 체결 계약에는 기본적으로 인하된 최고

금리가 소급 미적용

• 단, 저축은행은 개정 표준약관에 따라 기존 계약(2018.11.1.일 이후 

체결, 갱신, 연장된 계약)도 인하된 최고금리(20%)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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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제2금융권의 대출공급 축소 등으로 서민금융 위축 가능성

◯ 최고금리 인하로 제2금융권의 대출문턱도 높아질 가능성

- 자금조달 비용 대비 낮아진 운용금리(대출금리)로 인해 저축은행, 카드

사, 캐피탈사 등은 역마진을 우려하여 저신용 차주에 대한 신용공급을 

축소할 가능성

- 제2금융권 대출 거절로 대부업체로 대출수요 이동 가능성이 있으나, 6

등급(기존 신용등급제 기준) 이상은 대부업체에서도 대출 수혜가 사실

상 불가능 

- 제도권 금융의 마지막 단계인 대부업체의 대출사업 행태전환(신용대출

→담보대출)은 사실상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기회가 사라짐을 시사

• 2017년 247만 명이던 대부업체 이용자 수가 2020.12월에는 139만 

명으로 급감했는데, 이는 대부업체의 신용대출 축소에 기인

• 대출 금리를 낮추고, 대부업체들은 안정적으로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담보대출을 늘림으로써, 신용대출은 감소하는 양상

• 2016년말 대부업 신용대출은 12.2조원, 담보대출은 2.4조원이었으나, 

2020.12월말에는 신용대출은 7.4조원으로 절반 가량 감소

• 하지만, 2020.12월 기준, 담보대출은 오히려 7.2조원으로 3배 증가

- 대부업이 저신용자에게 고금리로 자금을 대여하고, 이익을 내는 구조

인데, 금리상한선이 낮아짐에 따라 신용대출업 영위가 어려워져 담보

대출로 전환하는 양상이 한층 가속화될 가능성

◯  정책금융만으로 상당수 저신용자의 대출 수요에 부응하기는 역부족

- 햇살론 15 등 정책 서민금융상품이 2021년 하반기 본격 출시될 것으

로 보이지만, 신용점수가 개선된 일부 저소득층에게만 선별적인 대출

수혜가 있을 것으로 보여 상당수 저신용자 대출 수요 충당에 한계

◯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대형 대부업체의 철수가 확산될 개연성

- 지난 2018년 최고금리 인하 조치 이후 대형 대부업체들의 업계로부터 

철수 움직임이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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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까지 대출 잔액 기준 대부업계 1위였던 일본계 대부업체인 

산와대부는 2019.3월부터 신규대출 중단하고, 기존 대출 회수 진행

• 대부업계 3위인 리드코프는 저축은행 인수로 제2금융권 진출을 추진

• 대부업계 5위인 조이크레디트대부도 2020.1월부터 신규대출 중단

◯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저신용자의 대출 목적이 주로 생활비 등으로 대

출거절 시 생계유지에 치명적 타격 우려

- 대부업 이용 소비자의 대출 목적은 주로 생활비, 사업자금, 대출상환

• 2019.6월 기준 대부업 이용자 특성 분석에서 생활비를 목적으로 

이용하는 소비자는 52.7%를 차지

• 대출목적 2, 3위는 각각 사업자금, 타 대출 상환으로 순서대로 19.3%, 

12.7%를 차지

<표 4> (대부업 이용자 특성 분석) 대출목적별 대부업체의 신규대출액 현황

구분
2018년� � 6월말 2018년� � 12월말 2019년� � 6월말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생활비 15,890� 52.0% 13,566� 56.6% 11,077� 52.7%

사업자금 5,436� 17.8% 3,584� 14.9% 4,057� 19.3%

타� 대출� 상환 3,796� 12.4% 3,624� 15.1% 2,667� 12.7%

물품구매 139� 0.5% 157� 0.7% 119� 0.6%

기타 5,281� 17.3% 3,050� 12.7% 3,112� 14.8%

계 30,542� 100% 23,981� 100% 21,032� 100%

자료: 2019년 상반기 대부업 실태결과 조사, 금융위원회 

◯ 선행연구에 따르면, 최고금리가 20%로 인하될 경우 전체 저신용자의 

76% 정도가 대출 대상자에서 배제되어 사실상 민간 부문의 서민금융이 

마비

- 이수진(2018.3)의 연구에 따르면, 최고금리가 연 20%로 인하될 경우 최소 

65만명(전체 저신용자의 76%)이 대부업 대출 대상에서 제외 예상



- 19 -

o 상위 대부업체의 약 20%는 최고금리 20% 상황에서 영업이 불가능

◯ 한국대부금융협회의 상위 34개 회원사의 원가 자료 중, 7개 업체는 이미 

영업비용율만 20%를 초과하는 상황

- 영업비용율은 이자비용율, 대손비용율, 모집비용율, 관리비용율을 합산

• 대부업체의 대부분이 비상장회사이고, 배당실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자기자본비용의 정교한 추정이 쉽지 않은 편

• 자기자본비용을 반영하지 않은 원가를 고려할 경우 상위 34개 업체 

중 일부 업체는 이미 20%를 초과한 23.30% 수준

• 대손비용은 대손상각비 및 대출채권처분(매각) 손실의 합계액에서 

대출채권처분(평가)이익을 차감한 것

• 모집비용은 지급수수료와 광고선전비를 합산

• 관리비용은 영업비용에서 광고선전비, 지급수수료, 대손상각비 차감

- 34개 대부업체 중 7개는 영업비용율이 이미 20%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최고금리 20% 수준에서 대출업 영위가 사실상 불가한 상황

<그림 1> 34개 상위 대부업체의 원가(영업비용율 : 자기자본미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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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한국대부금융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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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o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대형 대부업자도 동 법 적용 대상으로 확정

◯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최초 발의된 지 약 8년 만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2021년부터 시행 

- 2020년 국회 본회의 통과, 금융위원회 시행령 제정을 통해 2021년 9월 

25일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

- 금융소비자 보호법은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금융사에 대한 제재수준을 

강화한 제도로서, 영업방식의 변화 등 금융업권 전반에 미칠 파급효과는 

상당할 전망

- 2020.10월, 금융위원회는 금소법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 

예고하는 등 금소법 적용 대상 확정

• 기존의 은행, 보험사, 금융투자업자, 여신전문회사, 저축은행이 해당 

법 적용 대상이었지만, 금번 시행령 제정을 통해 신협, P2P, 대형 

대부업자도 포함

o 금소법의 경우 소비자권익보호를 위한 제도 신설, 금융소비자의 사후구제

강화, 6대 판매원칙 확대 적용이 골자

◯ 소비자권익보호를 위해 청약철회권, 위법계약해지권의 신설

- 숙려기간을 통해 일정기간 내 단순변심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청약철회권, 금융사의 판매원칙 위반을 근거로 소비자가 일방

적으로 비용 부담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한 위법계약해지권 신설

◯ 금융소비자의 사후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구제제도 마련

- 소액 분쟁 시 금융사의 분쟁조정 이탈금지, 분쟁 및 소송 시 소비자의 

금융사에 대한 자료요구, 손해배상 입증책임 전환, 판매제한명령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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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금융상품에 한정해서 적용되던 판매원칙이 모든 금융상품에 확대 

적용되어 소비자의 발언권 확대

- 적합성의 원칙, 적정성의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

권유 금지, 광고규제의 6대 판매원칙이 모든 금융사 상품에 적용

o 청약철회권, 위법계약해지권으로 소비자의 선택권이 한층 강화되어, 소비

자에게 부과하던 중도해지 수수료 청구에 제한

◯ 청약철회권으로 인해 소비자의 단순 변심에도 일정기간 자유롭게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가 소비자에게 새롭게 부여

-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되는 청약철회권은 대출 상품의 경우 계약서류를 

받은 날부터 14일내로 철회가 가능

- 철회는 문서,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서 가능하며, 금융사는 

철회 접수 후 3영업일내 받은 금전 및 재화를 반환할 의무

- 더욱이, 청약철회를 무력화시키는 소비자에게 불리한 특약조건의 부여는 

원칙적으로 무효 처리

- 청약철회권의 신설로 인해 대출의 조기상환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 

부과에 제한

◯ 위법계약해지권의 경우 금융사의 판매원칙 위반 시 위법계약 해지를 가

능케 하는 제도

- 금융사가 판매원칙을 위반할 경우 소비자는 최대 5년 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해지를 요구 가능

• 소비자의 해지 요구에 대해 금융사가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소비자가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 가능

-  위법계약해지권 발동 시 수수료와 위약금 해지 관련 비용 지불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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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금융사의 제소를 통한 분쟁 조정제도 무력화를 방지하는 사후구제강화 

제도로 인해 금융사의 각종 사후관리비용이 늘어날 개연성

◯ 소비자가 신청한 소액분쟁은 분쟁조정이 종료될 때까지 금융사의 제소를 

원칙적으로 금지

- 소비자가 주장하는 권리가액이 2천만원 이내일 경우 금융사의 소송을 

통한 분쟁조정 이탈의 기회는 박탈

◯ 소비자의 분쟁조정 및 소송에 대응할 목적으로 요구하는 자료열람권에 

대한 금융사의 수용 의무는 모집비용을 증대시킬 가능성

- 소비자 정보접근성을 강화시키기 위한 동 제도는 최초 금융상품 판매 

시 불완전판매에 따른 사후관리의 필요성이 한층 증가한 상황

- 모집비용 절감을 위해 대면 채널보다는 플랫폼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해 상품

판매를 추진 중인 금융업계 사후관리비용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

◯ 손해배상 입증책임 전환으로 금융사의 분쟁·소송비용 증가 가능성

- 손해배상 입증을 소비자가 아닌 금융사가 책임지도록 하는 사후관리

제도의 신설로 금융사의 분쟁 또는 소송 관련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

◯ 판매제한명령은 금융사 수익에 적지 않은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

- 금융소비자와의 분쟁 및 소송 시 판매금지 가능성이 높아져 해당 상

품의 판매가 중단됨에 따른 수익 악화 가능성

- 더욱이, 판매제한명령 시행 시 동 상품정보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됨으로써, 금융사의 신인도 및 평판에도 부정적 여파가 미칠 전망

o 6대 판매규제는 과징금, 제재조치 등의 부과로 영업여건을 악화시킬 우려

◯ 소비자 유형 분석을 통해 부합하지 못한 금융상품을 권유할 경우 과징금 

등의 비용 지출이 발생할 가능성

- 소비자의 연령, 상품에 대한 이해도, 투자경험, 거래목적, 재산상황 등 

소비자 정보 파악에 소홀하여, 부적합한 금융상품 권유의 리스크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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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합성, 적정성 원칙을 위반할 경우 3천만원 이하 과태료와 해당 사항

을 위반한 판매업자, 임직원에 제재조치 부과

◯ 부당권유금지조치로 인해 고객의 사전 동의 없이 수시로 대출을 권유

하는 마케팅 행위도 제재 대상이 될 가능성

- 금융상품의 계약 체결 권유 시 소비자가 잘못 이해할 수 있는 그릇된 

정보를 제공 시 제재대상이 되므로 판매인에 대한 교육 강화 필요

3) 채권추심규율 개선

o 정부와 여당은 개인 채무자가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소비자신용법 

제정 추진

◯ 소비자신용법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을 전면 개정한 것으로 개인채권 생성부터 소멸 전반을 규율

- 동 법은 채권자, 추심자의 채무자 보호책임을 강화하고, 채무자 방어

권을 확대하는 등 채무자 권리 보호에 중점

- 소비자신용법은 2021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금융위원회에 의해서 

추진 중인데, 채무조정요청권 도입, 채무조정교섭업 신설 등이 주요안

◯ 금융위원회는 개인부실채무의 신속 조정을 명분으로 2020년 10월부터 

소비자신용법 제정을 추진

- 금융위원회는 장기에 걸친 과도한 채권추심은 채무자의 정상적 경제

활동을 저해한다는 판단 하에 동 법의 제정을 추진

- 정부의 개인부실채무 탕감을 위한 일련의 법 제정 의지도 금번 소비

자신용법 제정의 배경

• 2009년의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정, 2016년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등을 통해 개인부실채무의 

조정과 정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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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소비자신용법의 핵심내용으로 채무조정요청권 등 총 8개의 내용 도입

◯ 연체 채무자는 채권을 보유한 금융기관에 채무조정 요청 가능

- 연체 채무자는 자력으로 채무상환이 어렵다고 판단 시 채권 금융기관에 

채무조정 요청을 할 수 있는 권한 확보

- 채무조정 접수 후 채권 금융기관은 10영업일 내 채무조정안을 마련하고, 

연체 채무자에게 제안해야 하는 의무 부과

◯ 연체 채무자를 도와줄 채무조정교섭업 신설

- 연체 채무자는 채무조정 관련 제도, 절차, 협상력 등이 부족한 관계로 

채무자를 위해 채무조정요청서 작성부터 접수 대행까지 지원하는 채

무조정교섭업도 신설

◯ 기한이익 상실 이후 연체이자 부과 방식 개선

- 현행 기한이익 상실시 원금 전체를 즉시 상환해야 하고, 원금 전체에 

대한 이자 및 연체가산이자가 부과되어 채무자에 부담으로 작용

- 소비자신용법은 상환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채무 원금에 대해 연체가

산이자 부과를 금지하는 것을 제도화

◯ 연체 및 추심부담 경감 목적의 추심연락총량 제한

- 채무자의 정상 생활을 방해할 수 있는 추심활동을 제한하기 위해 1주

일에 7회를 초과할 수 없는 총량제한제 도입

◯ 연락제한요청권 도입

- 연체 채무자는 채권추심자에게 특정 시간 또는 특정방법 및 수단을 

통해 추심연락을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는 권한 확보

◯ 소멸시효관리 내부기준 마련

- 채권 금융기관이 회수불능 처리된 개인의 연체채권을 상각처리하고, 

채권 양도 이후에도 연체 채무자에게 이자를 부과할 수 있는 현 제도

를 개선하여, 소멸시효관리 내부기준을 마련토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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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 금융기관의 채무자 보호책임 강화

- 채권 금융기관이 수탁 및 매입 추심업자 선정 시에 추심업자에 대한 

관리, 감독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추심업자의 채무자에 대한 부당한 

처우를 책임질 수 있도록 규정

 <그림 2> 소비자신용 진행과정에 대한 절차적 규율

자료: 금융위원회

o 추심제한은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유발 및 대부업체 건전성 악화 가능성

◯ 채권추심이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는 주요 기능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소비자신용법 개정이 가져올 부정적 여파도 존재

- 재무건전성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금융사 추심제도에 정부가 지나치게 

개입할 경우 건전한 신용문화 훼손 및 금융사의 재무건전성 악화를 초

래할 수 있다는 우려

◯ 매입추심시장에서 부실채권 매도자로 참여하는 대부업체가 소비자신용

법의 부정적 여파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받을 가능성

- 개인부실채권 추심시장에는 채권자인 금융사가 신규 부실채권을 공급

하고, 수탁추심업자와 매입추심업자가 위계적 관계로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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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탁추심업자는 20여개사가 영업 중인데, 대체로 금융사의 자회사

- 매입추심업체가 보유한 부실채권 규모(2019년말 기준)는 약 40조원

- 은행,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대부업자 등 여신제공업체 중 매입

추심시장에서 부실채권 매도자로 가장 비중이 큰 업체는 대부업체

• 대부업체는 부실채권 매도비중이 35.6%(2019년말 기준)로 가장 

크며, 저축은행(26.6%), 여신전문금융회사(22.3%)의 순

<표 5> 매입추심업체 보유 개인부실채권액 현황

자료: 박창균, 개인부실채권 추심시장 규율체제 정비의 필요성과 정책 과제, 자본시장

포커스, 2020

◯ 대출, 채권추심의 겸영을 통해 신용관리를 영위하는 대부업체에 미치는 

추심제한조치는 적지 않은 타격이 될 전망

- 대부업체 및 매입채권추심사들은 은행, 카드사, 캐피탈사 등 타 금융

사의 부실채권 매입 후 채무자로부터 자금을 회수하는 수익모델

- 부실채권 추심시장의 경색은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 취급 침체로 이어

지고, 상대적으로 높은 부실채권을 보유한 대부업체 건전성도 악화

- 특히, 추심업체가 주당 7회를 초과하여 추심연락을 하는 것을 금지한 

추심연락 총량 제한제는 대부업체의 적극적 채권 회수에 차질 초래

- 매입추심업체가 보유한 채권의 추심이 오랜 기간 이루어져, 적극적인 

추심연락이 제한될 경우 채권회수기간이 더욱 늘어날 전망

• 부실채권 매도자인 대부업체는 부실채권 매입 후 일정기간 추심 후 

회수되지 않은 채권을 타 매입추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빈번

• 매입추심업체의 보유 채권 중 22.3%가 채권발행 이후 5~15년 

정도 경과된 것이며, 매각횟수 파악이 어려운 것도 28.9%를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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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업체의 연체율(2019년말기준)은 9.3%로, 동 기간 중 각각 1.43%, 

3.7%의 연체율을 기록한 카드사, 저축은행 대비 매우 높은 편

<표 6> 매입추심업체 보유 개인부실채권의 연령 및 매각 횟수

자료: 박창균, 개인부실채권 추심시장 규율체제 정비의 필요성과 정책 과제, 자본시장

포커스, 2020

4) 타 금융업권 대비 대부업에 대한 차별규제 존재

o 플랫폼 금융서비스에서 중소규모 대부업체 상품 판매는 여전히 제한적

◯ 온라인 대출 플랫폼 입점을 통한 대부업 상품 판매는 여전히 제한적

- 중개수수료가 저렴한(1.5%)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상품 판매가 불가함

으로써, 여타 금융업권에 비해 상품 판매에 불리

- 최근 금융위원회는 2021년 하반기부터 우수 대부업체에 한해서 토스, 

카카오 등 온라인 대출 플랫폼에 입점, 대출상품 판매 허용

- 하지만, 소위 프리미어리그라고 불리는 소수의 대형 대부업체에 한해

서만 플랫폼을 통한 상품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 대다수 중소형 

대부업체의 상품 판매는 사실상 어려울 전망

o 제재수준이 여타 금융업권에 비해 최고수준인 영업정지만 부과토록 규정

◯ 대부업의 경우 규정 위반 정도에 상관없이 영업정지만 부과

- 여타 여신금융기관의 경우 기관 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 등 

위반수준에 따른 다양한 제재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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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 전 총자산한도를 위반한 대부업체들이 최근 영업정지 처분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에 따르면, 

대부업체는 총자산이 자기자본의 10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

• 2021년 들어 금융감독당국에 의해 영업정지 3개월을 통보받은 대부업체 

5곳은 2017년 말 기준 총자산이 자기자본보다 12.7~16.7배 초과

• 적발된 업체 중 일부를 제외하고, 해당 대부업체들은 현재 10배 이하로 

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한도를 조정한 상태임에도 영업정지 처분

- 규정 위반 수준에 따라 제재를 받는 것이 금융기관 간 형평성 측면에서 

부합함에도 불구, 대부업의 경우 일률적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것은 

심대한 업권 차별의 실례

- 여타 여신전문금융업체는 시정명령을 통해 자율시정 기회를 부여받지만, 

대부업체는 형사처벌 등 강력한 제재를 통해 시장에서 퇴출

- 이는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어 대부업

자의 ‘직업 활동의 자유’, ‘평등권’이 침해되며, 서민금융기관으

로서의 대부업 활성화 취지에도 배치

o 중도상환수수료 등 모든 수수료는 이자로 간주하여, 별도 수취 불가

◯ 대부업의 경우 대출의 조기상환 시 별도의 수수료 수취가 불가

- 카드사 등 여신전문금융업체들은 1년 이상 만기 계약 후 1년 내 상환 

시 1%를 간주이자에서 제외, 30일 미만 초단기 상환대출의 경우 30일

로 간주하여 계산(1개월 이자 수취)

- 대부업체의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는 간주이자로 법정 최고금리에 포함

되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

• 대부업법 제8조 제2항에서는 명칭에 상관없이 대부업체가 받는 

수수료, 연체이자, 체당금 등은 모두 이자로 간주한다고 규정

- 금융당국은 대부업체가 약정에 없는 중도상환수수료를 수취하는 것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을 보유하는 부당이득에 해당될 수 있

는 것으로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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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손비인정범위의 불리한 적용

◯ 대부업의 경우 대손충당금 적립에 대해 비용 인정 비율이 낮은 편

- 대부업체는 저신용등급 차주를 대상으로 대출을 제공하고 있어, 여타 

여신금융기관에 비해 대손비율이 높은 편이나, 대손충당금 인정 비율

이 낮은 편

- 대손율에 상관없이 대출채권의 1%만 세법상 손비 인정

- 손실 가능성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적립함에도 세제혜택이 없어 수익성 

감소와 연체 발생 초기 채권매각(손실확정) 관행이 형성

◯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여타 금융업종은 금융당국과 협의해 정하는 대손

충당금의 손금산입에 관한 추가적 기준에서 대부업은 배제

- 동 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은 대손충당금 손금 산입 관련해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에 따라 적립한 금액을 손금 산입에 관한 추가적 기준으로 적용

할 수 있는 총 30개의 금융업종을 지정했으나, 대부업은 배제

- 결국 저축은행, 캐피탈 등 유사한 대출상품을 취급하는 여신금융업체와 

비교 시 불합리한 손비 인정 범위의 적용은 대부업체의 건전성 관리와 

공정한 영업상 경쟁을 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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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②법 제3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

액”이란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제1항에 따른 외상매출금ㆍ대

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채권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

서 “채권잔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채권잔

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 중 제1호부터 제4

호까지, 제6호부터 제17호까지, 제17호의2 및 제24호의 금융회사 등

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제24호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를 말한다)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대손충당금적립기준에 따라 적립

하여야 하는 금액, 채권잔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채

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2.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3.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4.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한 한국수출입은행 

5. 삭제  <2014. 12. 30.> 6.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같은 법 제134조

제1항제4호의 사업에 한정한다) 및 농협은행 7.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

합중앙회(같은 법 제138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사업에 한정한다) 및 수협은행 8. 「자본시

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 9.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10.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중

앙회(지급준비예탁금에 한한다) 및 상호저축은행 11.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12. 「자

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1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

전문금융회사 14.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같은 법 제108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5호의 사업으로 한정한다) 15.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1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금중개회사 17. 「금융지주회사법」에 따

른 금융지주회사 17의2.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같은 법 제78조제1항

제5호ㆍ제6호 및 제78조의2제1항의 사업에 한정한다) 18.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

증기금 19.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20.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에 따

른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21.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22. 

「무역보험법」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23.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24.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중앙회(같은 법 제67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사업

으로 한정한다) 25.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

사 26.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회사 27.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

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28.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부업자로 등록한 법인 29.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근로자 신용

보증 지원사업에서 발생한 구상채권에 한정한다) 30.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부실채권정리기금을 포

함한다) 31.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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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여타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 한도 부과

◯ 대부업체가 여타 금융사를 통해 자금조달 시 일정비율로 제한

- 대부업체들은 제2금융권(저축은행, 여신금융업체)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자금을 조달하고 있으나, 해당 대출기관의 대부업체에 대한 대출한도

는 일정비율내로 제한

• 금융당국은 2019년 저축은행의 등록 대부업자에 대한 신용공여 

합계액을 신용공여 총액의 15%로 규정하는 등 대출한도를 강화

• 기존에 운영자금의 20% 이상을 저축은행으로부터 조달받던 

대부업체의 자금조달이 한계에 봉착

- 최근 대부업체의 경우 사모성격이 강한 CP발행을 통해 유동성 확보에 

주력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낮은 중소형 대부업체의 경우 

자금조달난에 직면

o 까다로운 대출상품의 광고 관련 규정도 영업의 장애요인

◯ 대부업법, 동법 시행령은 과도한 차입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문구를 

기재하도록 규정하는 등 정상적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광고의무 부과

- 대부업법 제9조(대부조건의 게시와 광고) 제2항, 동법 시행령 제6조의 제

2항 제3호는 과도한 차입의 위험을 알리는 경고문구를 기재토록 규정

- 대부업이 서민금융을 담당하는 제도권 금융임에도, 대부 영업이 마치 

술 또는 담배와 같은 유해상품인 듯한 인상을 줄 가능성

- 여타 금융업종의 대출광고 시에는 차입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문구의 

기재의무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업권 간 차별이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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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법 제9조: 대부조건의 게시와 광고>

② 대부업자가 대부조건 등에 관하여 표시 또는 광고(「표시ㆍ광고의 공정

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시 또는 광고를 말한다. 이하 “광고”라 한

다)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11., 2017. 4. 18., 2020. 2. 4.>

1. 명칭 또는 대표자 성명

2. 대부업 등록번호

3. 대부이자율(연 이자율로 환산한 것을 포함한다) 및 연체이자율

4. 이자 외에 추가비용이 있는 경우 그 내용

5. 채무의 조기상환수수료율 등 조기상환조건

6. 과도한 채무의 위험성 및 대부계약과 관련된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

점의 하락 가능성을 알리는 경고문구 및 그 밖에 대부업자의 거래상대방

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대부중개업자가 대부조건 등에 관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11., 2017. 4. 18., 2020. 2. 

4.>

1. 명칭 또는 대표자 성명

2. 대부중개업 등록번호

3. 중개를 통하여 대부를 받을 경우 그 대부이자율(연 이자율로 환산한 것

을 포함한다) 및 연체이자율

4. 이자 외에 추가비용이 있는 경우 그 내용

5. 채무의 조기상환수수료율 등 조기상환조건

6. 과도한 채무의 위험성 및 대부계약과 관련된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

점의 하락 가능성을 알리는 경고문구 및 그 밖에 대부중개업자의 거래상

대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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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금융규제가 대부업체에 미친 영향의 실증분석

1. 연구목적 및 데이터

1) 분석의 목적

o 최근 강화되고 있는 금융규제가 대부업의 수익성, 대출공급, 영업여건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함으로써, 대응방안 및 정책적 시사점 도출

◯ 2021.7월부터 적용되는 최고금리 인하, 제1,2금융업권에 적용되는 가계

대출총량제, 대출공급규제가 대부업의 총자산이익률(return on asset : 

ROA), 대출공급, 등록업체수와 영업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계량적 분석 

- 시장금리 상승,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금융당국의 대출공급 규제(LTV, 

DSR), 포용금융차원에서의 최고금리 추가 인하(24%→20%), 대출총량규

제가 대부업체 ROA, 대출공급, 등록업체 수, 영업비용에 미친 영향력 

파악

• 단, 가계대출총량제, LTV 및 DSR 규제가 대부업계에 직접 적용되는 

금융규제는 아니지만, 제1, 2금융업권에 적용될 경우 대부업의 대출 

수요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여, 동 규제는 대부업계가 직면한 

금융업권의 환경요인으로 고려

- 대부업체에 미친 최근 일련의 금융규제 효과를 계량적으로 분석하고, 

유의한 정책 및 경영 시사점 도출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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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료 출처 및 자료 특성

o 계량분석에 이용된 기초자료는 한국대부금융협회를 통해 확보

◯ 여타 금융업종 재무자료는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를 통해 확보 가능

하나, 공시되는 대부업 관련 자료는 연도별 대부업계 실태조사가 전부

- 패널데이터 분석 등 계량분석이 가능한 수준의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한국대부금융협회의 내부 자료를 활용

• 한국대부금융협회를 통해 연구 목적으로 대부업체의 원가금리, 

업체 수, 고객 수, 대출액, 수익성 등의 기초자료 확보

o 패널데이터를 이용한 실증분석 시도

◯ 34개 대부업체 자료와 4년 동안(2016~2019년)의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패널데이터 중심의 실증분석 시행

-  패널데이터 분석은 시계열 자료(time series data)와 횡단면 자료

(cross-sectional data)가 결합된 자료를 계량경제학적 모형을 적용해 

실증분석하는 연구방법

• Baltagi(2013)의 주장대로 패널데이터 분석은 시계열 자료의 

분석(2016~2019년)에서 누락 가능성이 있는 횡단면 자료(34개의  

대부업체)의 특성요인을 반영하는 데 효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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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모형

1) 연구모형 설계

o 패널데이터를 활용한 계량경제학적 분석모형을 적용하여, 금융업권 전반에 

걸쳐 강화 중인 규제 환경 변화가 대부업체의 경영에 미친 영향력 분석

◯ 대부업계에 직접 적용 중인 최고금리 인하와 여타 금융업권에 적용 중인 

대출공급규제(대출총량제, LTV, DSR) 강화로 인한 영향력 분석

◯ 대부업체의 ROA, 대출공급수준, 대부업 등록업체 수에 미친 금융규제의 

영향력 분석

◯ 최고금리 인하가 대부업체 영업비용율(원가금리)에 미친 영향력을 확률

적으로 분석

그림 3. 계량분석의 설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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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Prais-Winsten 모형을 이용해, 금융규제가 대부업체의 수익성, 대출공급, 

등록업체 수, 영업비용율에 미친 영향력 분석

◯ 시계열 분석 시 발생 가능한 자기상관 제거에 효과적인 Prais-Winsten 

분석방법을 적용해, 규제가 대부업체의 수익성, 대출공급, 등록업체수와 

영업비용율에 미친 영향력을 확인 

- Prais-Winsten (1954)이 제안한 분석방법은 전기의 회귀식에 자기회귀

계수()를 곱하여, 당기식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자기상관을 제거

• 아래의 (1), (2), (3)식은 종속변수를 순서대로 ROA(총자산이익률), 

대부업체의 대출공급수준, 대부업 등록업체수로 고려

• (1)의 Xt,k는 벡터형태 독립변수로, 34개 대부업체 이자비용율(IC), 

대손비용율(BC), 모집비용율(RC), 관리비용율(MC)에 통제변수인 

시장금리(Rate)를 포함시키고, 3가지 가정(시장규제 미반영, 

최고금리 인하 규제 반영, 대출총량제 반영)을 감안한 분석모형

• (2)의 Yt,k는 벡터형태 독립변수로, 34개 대부업체 이자비용율(IC), 

대손비용율(BC), 모집비용율(RC), 관리비용율(MC)에 통제변수인 

시장금리(Rate)를 포함시키고, 3가지 가정(시장규제 미반영, 

LTV규제 반영, DSR규제 반영)을 감안한 분석모형

• (3)의 Zt,k는 벡터형태 독립변수로, 최고금리 인하규제(H_Int_Reg), 

대출총량제(T_Loan_Reg), 고객 수(Customer: 통제변수)를 포함시킨 

분석모형

      









                 (1)

     









                (2)

     









         (3)

                                            
       주:       ;  , N은 횡단면 개수, T는 시계열 자료 수, P는 독립변수의 

수, ρ는 자기회귀계수, Xt,k, Yt,k, Zt,k 벡터 형태의 독립변수, 는 오차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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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패널로짓모형을 이용해 최고금리 인하가 영업비용율에 미친 영향 분석

◯ 최고금리 인하가 대부업체 영업비용율(원가금리)에 미친 영향력도 확률

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패널로짓 모형 이용

- 패널로짓 모형을 적용한 (1)은 최고금리 인하규제(H_Int_Reg)가 34개 

대부업체의 영업비용율(FinC)에 미친 정도를 확률적으로 분석한 모형

- (2)는 최고금리 인하규제가 단행되었을 경우 대부업체의 영업비용율 

변화 가능성을 확률로서 나타낸 식

- (3)은 임의의 확률변수인 Z에 포함된 시장금리수준(Rate), 대부업체의 

대출공급수준(lnLoan)이 포함된 식

        __                      (1)
    __ 




 (2)

  __  (3) 

주:  ⋯ ;   ⋯, 은 횡단면 데이터(국내 대부업체 34개), 는 시계열 데이터 수,


  



는 최고금리 인하가 단행될 경우 대부업체 영업비용율(원가금리)의 변화 가능성을 의미.

3) 금융규제변수

o 국내 금융당국의 금융규제 수준은 IMF에서 제공하는 iMaPP(Integrated 

Macroprudential Policy)의 자료를 이용

◯ IMF는 국가별로 거시건전성 정책(macroprudential policy)의 수준을 조사하여 

발표하는데, 해당 더미변수를 금융규제의 대용치(proxy variable)로 활용

- IMF가 제공하는 거시건전성 도구 중 대출총량규제, LTV, DSR 규제수

준을 나타내는 더미변수와 최고금리 인하 여부에 따른 더미변수를 추

정하여, 분석모형에 채택

• 최고금리 인하의 단행, 그리고, 대출총량규제, LTV, DSR 규제 

강화가 이루어지면 1, 그렇지 않을 경우 0으로 더미변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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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증분석 결과

1) 최고금리 인하, 대출총량제와 대부업체 수익성간 관련성

o 최고금리 인하 규제 여부에 따라 대부업체의 원가금리에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 발생

◯ 부록의 1)의 표는 Prais-Winsten 모형을 적용한 분석모형 (1)식의 분석

결과 제시  

- 종속변수인 대부업체의 ROA에 미친 대부업체의 4가지 원가금리(이자

비용율, 대손비용율, 모집비용율, 관리비용율)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 

대출총량규제 여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 부록 1)의 표는 3가지 구분(specification 1~3)을 통해 분석결과를 제시  

- Specification 1은 최고금리인하, 대출총량규제 미반영시, specification 

2는 최고금리 인하규제가 시행될 경우, specification 3은 대출총량규제

가 이루어질 경우를 각각 의미

o 최고금리 인하, 대출총량규제가 없을 경우 대부업체 수익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원가는 대손비용율, 모집비용율, 관리비용율

◯ 최고금리 인하, 대출총량규제가 없을 경우 대부업체 ROA에 유의한 영

향을 미치는 원가는 각각 대손비용율, 모집비용율, 관리비용율 

- 대손비용율은 ROA에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의 영향

• 추정된 회귀계수는 –0.0152로서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 저신용차주에 대한 신용대출이 주류인 대부업체 대손비용율 

수준에 따라 대부업체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력은 매우 유의한 편

- 모집비용율은 ROA에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의 영향

• 추정된 회귀계수는 –0.0717로서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 대부업체의 ROA는 모집비용율이 낮을수록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된바 예상한대로 중개모집 의존도가 높은 대부업계의 특성상 

중개수수료 절감이 원가 축소를 통해 수익성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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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비용율도 ROA에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의 영향

• 추정된 회귀계수는 –0.0264로서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 대부업체의 연체관리 등 사후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수준은 

대부업체의 수익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 요인

o 최고금리 인하 시행 시 대부업체 수익성에 미치는 이자비용율, 대손비용

율의 부정적 영향력은 증가

◯ 최고금리 인하가 단행될 경우 이자비용율, 대손비용율, 모집비용율, 관

리비용율 증가가 수익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증가

- 부록 1)의 specification 2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이자비용율, 대손비

용율, 모집비용율, 관리비용율의 4가지 원가가 ROA에 미치는 부(-)의 

영향력이 최고금리 인하, 대출총량규제 미반영에 비해 증가

- 이자비용율은 ROA에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의 영향 행사

• 최고금리 인하 시행 시 이자비용율이 ROA에 미치는 추정회귀계수는 

–0.0092로서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 최고금리 인하, 대출총량규제 미반영시와 비교 시 최고금리 인하 

시 이자비용율 증가가 ROA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력은 증가

• 대부업체의 경우 법정 최고금리 인하 시 이자비용율 증가는 

대부업체의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

• 최고금리 인하 이전에 비해 이자비용율의 증가가 ROA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력은 약 80.4% 정도 증가

- 최고금리 인하 시행 시에 대손비용율은 ROA에 1% 수준에서 통계적으

로 부(-)의 영향을 행사하고, 이는 해당 규제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대

비 해당 영향력이 확대

• 최고금리 인하 시행 시 대손비용율의 증가가 ROA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력은 최고금리인하 규제 시행 이전에 비해 약 14.5% 정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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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금리 인하 시행 시 모집비용율은 ROA에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부(-)의 영향을 행사하고, 이는 동 규제 미반영 시에 비해 통계량 증가

• 최고금리 인하 여부에 따라 모집비용율의 증가가 ROA에 미치는 

부(-)의 영향력은 통계적 유의성 측면에서 증가

• 단, 모집비용율 증가가 최고금리 인하 전에 비해 ROA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력은 약 23.0% 축소

- 최고금리 인하 시행 시 관리비용율은 ROA에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부(-)의 영향을 행사하고, 이는 동 규제 미반영시에 비해 통계량 증가

• 최고금리 인하 여부에 따라 관리비용율의 증가가 ROA에 미치는 

부(-)의 영향력은 통계적 유의성 측면에서 증가 

• 단, 관리비용율 증가가 최고금리 인하 전에 비해 ROA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력은 약 21.6% 축소

o 대출총량규제가 단행될 경우 대부업체 수익성에 미치는 원가비용의 부정적 

영향력은 존재하나, 동 규제 전에 비해 원가비용의 부정적 여파는 축소

◯ 대출총량규제 시행 시 이자비용율, 대손비용율, 모집비용율, 관리비용율 

증가가 수익성에 미치는 통계적 유의성은 증가

- 부록 1)의 specification 3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이자비용율, 대손비용율, 

모집비용율, 관리비용율의 4가지 원가가 ROA에 미치는 부(-)의 통계적 유

의성은 최고금리 인하, 대출총량규제 미반영에 비해 증가

- 이자비용율은 ROA에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의 영향

• 대출총량규제 시행 시 이자비용율이 ROA에 미치는 추정회귀계수는 

–0.0047서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 최고금리 인하, 대출총량규제 미반영시와 비교 시 대출총량규제 시행 

시 이자비용율 증가가 ROA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력의 통계적 

유의성은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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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총량규제 시행 시 대손비용율은 ROA에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부(-)의 영향을 행사하고, 이는 해당 규제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 비

해 해당 영향력의 통계적 유의성은 증가

• 대출총량규제 시행 시 대손비용율의 증가가 ROA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력의 통계적 유의성은 동 규제 이전에 비해 통계량이 약 80.1% 

정도 증가

- 대출총량규제 시행 시 모집비용율은 ROA에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부(-)의 영향을 행사하고, 이는 동 규제 미반영 시에 비해 통계량 증가

• 대출총량규제 시행 여부에 따라 모집비용율의 증가가 ROA에 

미치는 부(-)의 영향력은 통계적 유의성 측면에서 증가

• 단, 모집비용율 증가가 ROA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력의 통계적 

유의성은 약 48.5% 증가

- 대출총량규제 시행 시 관리비용율은 ROA에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부(-)의 영향을 행사하고, 이는 동 규제 미반영시에 비해 통계량 증가

• 대출총량규제 시행 여부에 따라 관리비용율의 증가가 ROA에 

미치는 부(-)의 영향력은 통계적 유의성 측면에서 약 56.5% 증가

2) LTV, DSR규제와 대부업체 대출공급간 관련성

o LTV 규제 시행 시 대부업체의 원가 중 대손비용율, 모집비용율, 관리비용

율이 대출공급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력의 통계적 유의성 증가 

◯ 부록의 2)에서 제시된 표는 Prais-Winsten 모형을 적용한 분석모형 (2)

식의 분석 결과 제시  

- 종속변수인 대부업체의 대출 공급 수준에 미친 대부업체의 4가지 원

가(이자비용율, 대손비용율, 모집비용율, 관리비용율)는 대출공급규제

인 LTV(담보인정비율, loan to value ratio), DSR(총부채 원리금 상환비

율, debt to service ratio) 규제 여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성 측면

에서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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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2)의 표는 3가지 구분(specification 1~3)을 통해 분석결과를 제시  

- Specification 1은 LTV, DSR 규제 미반영시, specification 2는 LTV 규제 

시행 시, specification 3은 DSR 규제 시행 시를 각각 의미

o LTV, DSR 규제가 없을 경우 대부업체의 대출공급 수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원가는 이자비용율, 대손비용율, 모집비용율, 관리비용율

◯ LTV, DSR 규제가 없을 경우 대부업체의 대출공급수준에 유의한 영향

을 미치는 원가는 이자비용율, 대손비용율, 모집비용율, 관리비용율 

- 이자비용율은 대출공급수준에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의 

영향력 행사

• 추정된 회귀계수는 –0.0012로서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 이자비용율이 높을 경우 이는 대부업체의 대출공급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축소시키는 것으로 확인

• 이는 대부업체가 자금을 주로 조달하는 저축은행으로부터의 

조달금리가 높아질 경우 서민금융에 제공되는 대출 공급이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을 입증

- 대손비용율은 대출공급수준에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의 

영향력 행사

• 추정된 회귀계수는 –0.0024로서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 대부업체는 대손비용율이 늘어날 경우 차주에 대한 대출공급을 

축소시키는 경향

- 모집비용율은 대부업체의 대출공급에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의 영향력 행사

• 추정된 회귀계수는 –0.0075로서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 대부업체의 중개수수료 지급비용이 늘어날 경우 대출공급이 

유의하게 감소하는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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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비용율은 대출공급에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의 영

향력 행사

• 추정된 회귀계수는 –0.0028로서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 차주의 연체율 증가 등 대출 사후관리와 관련된 비용율의 증가는 

대부업체로 하여금 대출을 축소시키는 결과 초래

o LTV 규제 강화 시 대부업체의 대손비용율, 모집비용율, 관리비용율이 대출

공급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력의 통계적 유의성 증가

◯ 금융당국의 대출공급 축소를 위한 거시건전성 감독규제인 LTV 규제의 

강화는 대손비용율, 모집비용율, 관리비용율이 대출공급에 미친 부정적 

영향력의 통계적 유의성을 증가

- 부록 2)의 specification 2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LTV규제가 강화될 

경우 대손비용율, 모집비용율, 관리비용율의 통계량이 동 규제 미반영

시에 비해 증가

- 대손비용율이 대출공급에 미치는 영향력에 관한 통계량은 –8.73으로 

LTV, DSR 규제를 미반영했을 경우에 비해 약 10% 정도 통계적 유의

성 증가

• LTV, DSR 규제 강화 미반영 시 대손비용율이 대출공급에 미치는 

통계량은 –7.94인데, 동 규제 강화의 경우 해당 통계량은 –8.73으로 증가

- 모집비용율이 대출공급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력의 통계적 유의성 차

이는 LTV규제 여부에 따라 존재

• LTV규제 여부에 따라 모집비용율이 대부업체 대출공급수준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력의 유의성을 나타내는 통계량은 소폭 증가

- 관리비용율이 대부업체 대출공급 수준에 미친 부정적 영향력은 LTV규

제여부에 따라 통계적 유의성 측면에서 차이

• LTV, DSR 규제강화를 반영하지 않을 경우 관리비용율이 대출 

공급에 미치는 영향력의 통계량은 –5.53이나, 동 규제강화 시 

해당 통계량은 –5.87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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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DSR 규제 강화 시 대부업체의 대손비용율, 모집비용율, 관리비용율이 대출

공급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력의 통계적 유의성은 축소

◯ 금융당국의 대출공급 축소를 위한 또 다른 거시건전성 감독규제인 DSR 

규제 강화로 인해 이자비용율, 대손비용율, 모집비용율, 관리비용율이 

대출공급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력의 통계적 유의성은 오히려 축소

- 부록 2)의 specification 3의 분석결과에서, DSR규제가 강화될 경우 이자비용, 

대손비용율, 모집비용율, 관리비용율의 통계량이 specification 1에 비해 축소

- 이자비용율이 대출공급에 미치는 영향력에 관한 통계량은 –2.32로 

specification 1의 –2.42에 비해 통계량 감소

- 대손비용율이 대출공급에 미치는 영향력에 관한 통계량은 –7.34로 

specification 1의 –7.94에 비해 통계량 감소

- 모집비용율이 대출공급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력의 통계량은 –9.08로서 

specification 1의 –9.41에 비해 통계량 감소

- 관리비용율이 대부업체 대출공급 수준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력과 관

련된 통계량은 –5.31로서 specification 1의 –5.53에 비해 통계량 감소 

3) 최고금리 인하와 가계대출총량제가 대부업 등록업체 수에 미치는 영향

o 최고금리 인하와 가계대출총량규제의 시행은 대부업체의 영업여건을 악화

시키는 것으로 확인

◯ 부록의 3)에서 제시된 표는 Prais-Winsten 모형을 적용한 분석모형 (3)

식의 분석 결과 제시  

- 종속변수인 대부업계 등록업체 수에 미친 최고금리인하, 대출총량규제 

시행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부정적 영향

◯ 부록 3)의 표는 3가지 구분(specification 1~3)을 통해 분석결과를 제시  

- Specification 1은 최고금리 인하, 대출총량규제 미반영시, specification 2는 최

고금리 인하 시, specification 3은 대출총량규제 시행시를 각각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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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최고금리 인하 시행 시 대부업 등록업체 수는 유의하게 감소

◯ 최고금리 인하가 대부업 등록업체의 수에 1% 수준에서 유의한 부(-)의 영향

- 최고금리 인하가 대부업 등록업체의 수에 미친 영향력을 분석키 위해 

추정된 회귀계수는 –0.0199로서 1% 수준에서 유의

◯ 대출총량규제는 대부업 등록업체 수에 1% 수준에서 유의한 부(-)의 영향

- 대출총량규제는 대부업 등록업체 수에 미친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해 

추정된 회귀계수는 –0.0504로서 1% 수준에서 유의

4) 최고금리 인하가 영업비용율에 미치는 영향

o 최고금리 인하가 대부업체 영업비용율에 미친 영향력을 확률적으로 분석

◯ 부록의 4)에서 제시된 표는 패널로짓모형을 적용한 분석 결과

- 패널로짓모형은 Prais-Winsten 모형을 통해 파악한 독립변수에 대한 

종속변수의 반응정도를 확률적으로 분석한다는 점에서 차이

- 종속변수의 반응이 일어나는 가능성을 오즈비(odds ratio)를 통해 추정

◯ 영업비용율의 증가 여부는 종속변수로서 이산형(discrete) 자료를 가지기 때문에 

독립변수의 동시사건 발생 시 종속변수의 반응 여부를 확률적으로 판단

- 패널로짓모형(panel logit model)은 확률론적 접근방법(the probabilistic 

approach)을 적용해 동시사건(concurrence of event)으로서 최고금리 

인하가 발생했을 경우 영업비용율의 증가 가능성을 확률적으로 판단

◯ 최고금리 인하가 영업비용율에 미치는 영향력을 민감도와 사건발생 가능성 

측면에서 구분하여 제시

- Specification 1은 최고금리 인하에 대한 대부업체의 영업비용율의 반응

정도를 회귀계수로 추정

- Specification 2는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대부업체 영업비용율의 증가 

가능성을 확률적으로 분석



- 48 -

o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영업비용율의 증가 가능성 확대

◯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대부업체의 원가금리인 영업비용율은 증가

- Specification 1의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영업비용율의 반응을 추정한 

회귀계수는 1.5327로서 10% 수준에서 유의

◯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대부업체의 영업비용율이 증가할 가능성은 그렇지 

않을 경우에 비해 4.63배 증가

- Specification 2의 오즈비는 4.6306으로 10%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한 것으로 추정

- 해당 오즈비는 최고금리 인하가 단행될 경우 대부업체 영업비용율의 

증가 가능성은 그렇지 않을 가능성 대비 약 4.63배 증가함을 의미

5) 실증분석의 시사점

o 대부업체 수익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원가는 모집비용율

◯ 최고금리 인하, 대출총량규제 등 금융당국의 규제가 없을 경우 대부업

체의 ROA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원가요인은 모집비용율

- ROA에 미치는 대손비용율, 모집비용율, 관리비용율의 영향력 중 약 

63%정도가 모집비용율 수준에 의해 설명

- 대부업체 수익성 제고를 위해 모집비용율의 최소화가 필요

- 대부업체의 ROA와 모집비용율간 인과관계 분석(Granger Causality 

test)결과 모집비용율은 ROA에 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정요

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확인

◯ 모집비용율과 ROA간의 연관성을 동태적으로 파악할 경우 모집비용율은 

ROA에 지속적으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

- 그림 4에서, 시간흐름에 따라 모집비용율이 ROA에 미친 영향력을 동태적으

로 파악한 축차적 회귀분석(recursive regression analysis)을 토대로 모집비

용율은 ROA에 시간흐름에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부(-)의 영향력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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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원가의 ROA에 미치는 영향력 지속

◯ 최고금리 인하 규제는 대부업체의 수익성에 미치는 원가의 부정적 영향력 

- 최고금리 인하 시행에 따라 대부업체의 ROA에 미친 이자비용율과 대

손비용율의 부정적 영향력이 상당기간 유지

- 그림 5를 통해 최고금리 인하 규제 시 이자비용율은 대부업체의 ROA에 

지속적으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

- 그림 6을 통해 최고금리 인하 규제 시 대손비용율은 대부업체의 ROA에 

지속적으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

- Prais-Winsten 패널분석모형에서 확인한 대로 최고금리 인하 시행 시 이자

비용율 대비 대손비용율의 ROA에 미친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큰 편

- 이자비용율이 최고금리 인하 시행 이후 부정적 영향력이 시간흐름에 

따라 약화되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대손비용율은 부정적 영향력 유지

o 거시건전성 감독규제인 LTV규제에 따라 대부업체의 대손비용율, 모집비

용율이 ROA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력 유지

◯ 대출공급규제 시행으로 인해 대부업체의 대손비용율, 모집비용율이 

ROA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력은 지속

- 그림 7에서와 같이 LTV 규제강화 시  대손비용율이 ROA에 미치는 부정적 영

향력은 초기에 확대되며, 시간흐름에 따라 부정적 영향력이 약화되는 양상

- 그림 8에서 모집비용은 LTV 규제강화 시 대손비용율이 ROA에 미친 

부정적 영향력이 시간흐름에 따라 서서히 약화되는 양상

o 최고금리인하, 대출총량규제 시행은 대부업계의 등록업체 수 감소를 초래

◯ 최고금리 인하, 대출총량규제는 대부업계 영업을 포기하는 업체 속출

- 최고금리 인하, 대출총량규제 모두 대부업계 영업을 포기하는 업체의 

증가로 등록업체수의 감소를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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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최고금리 인하는 동 규제 시행 전과 비교하여, 대부업체의 영업비용율이 

증가할 가능성을 약 5배 정도 증가시키는 것으로 확인

◯ 최고금리 인하로 인한 대부업체의 원가금리(영업비용율) 상승 가능성이 

최고금리 인하 시행 전과 비교할 때 4.63배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

<그림 4> 모집비용율이 ROA에 미치는 동태적 영향력

<그림 5> 이자비용율이 ROA에 미치는 동태적 영향력(최고금리 인하 규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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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대손비용율이 ROA에 미치는 동태적 영향력(최고금리 인하 규제시)

<그림 7> 대손비용율이 ROA에 미치는 동태적 영향력(LTV규제 강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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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모집비용율이 ROA에 미치는 동태적 영향력(LTV규제 강화시)



- 53 -

Ⅳ. 선진국 대부업권 정책 사례분석

1. 일본 : 과도한 법정 최고금리 인하 후 서민금융 붕괴

o 1983년 대금업법 제정 후 연간 10%대 성장세 기록

◯ 일본 대금업은 국내 대부업과 유사한 개념이나 업무의 영역이 좀 더 

넓은 편

- 대금업은 수신 기능 없이 개인 또는 사업자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금

융업으로서 소비자금융, 신용판매, 신용카드, 전당포, 사업자 금융, 어

음할인 등의 영업을 영위

- 1983년 대금업법 제정 이후 대출잔액이 연간 10% 이상을 기록하는 등 

고성장세를 기록

• 1978년 샐러리맨에 대한 고금리 대출 등 비판적 여론이 높아지면서, 

일본은 1983년 대금업법 제정을 통해 고금리, 과잉대출, 불법추심에 

대한 규제안을 마련 

o 1990년대 이후 대금업체는 주요 서민금융기관으로 도약

◯ 1990년대 들어 일본의 경제가 ‘잃어버린 10년’이란 장기불황에 직면

하면서, 대금업체는 서민들의 주요 자금수요 공급처로 부각

- 1980년대 후반 버블경제 시기에 부동산 관련 담보대출에 주력한 은행

들이 붕괴되면서, 대금업체가 서민금융의 중추적 역할 담당

- 사업자 대상 대금업이 축소된 반면, 개인소비자 대상 소액 신용대출 

중심의 대금업은 급속히 성장

o 2006.12월, 일본은 각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출자법상의 최고금리를 연 

29.2%에서 연 20%로 대폭 인하

◯ 출자법과 이자제한법간 금리 차이를 이용한 대부자산 운용 만연

- 출자법 제5조는 대금업자에 대한 이자상한을 연 29.2%로 규정하고, 동 

상한을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엔 이하의 벌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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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제한법 제1조는 이자상한을 연 15~20%로 규정하고, 연체 이자율

은 연 21.9~29.2%로 규정하였으나, 민법으로 이자상한 위반 시에 형사

처벌 없이 단지 초과분을 무효처리

- 출자법상 이자상한과 이자제한법상 이자상한간 차이를 그레이존(gray 

zone)이라고 하는데, 대금업자들은 형사처벌 없는 이자제한법상 이자

상한을 준수하지 않고, 출자법상 이자상한 내에서 대출 운용금리 결정

- 이자제한법이 연 20%를 상한으로 인정하고, 초과분을 무효로 규정한 

법적 근거를 토대로, 대금업체들의 초과 이자징수분에 응하지 않으려

는 금융소비자의 소송이 잇달아 제기되는 등 사회문제로 확산

- 출자법상 상한금리를 실질적으로 무효로 한 일본 대법원의 판결

(2006.1월)이 나오면서 대출이자 상한선 인하에 대한 여론 확산

◯ 차주의 부담 경감을 위해 출자법상 상한금리를 연 29.2%에서 이자제한

법 수준인 연 20%로 인하

- 일본은 출자법상 형벌적용 금리인 연 29.2%와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연 20%의 제한이율과 격차 존재

- 2개의 법에 다르게 규정되는 이자율 차이인 그레이존은 실제로 차주

의 대출이율이 이자제한법을 초과하는 선에서 형성

◯  2006년, 대금업의 적정화, 과잉대부의 억제, 금리체계의 적정화를 목적

으로 대금업법 개정

- 차주가 동일 또는 다수의 대주에게 중복적으로 고금리 약정을 통해 피해가 반복되

는 현상을 억제하기 위해 대부금 총량규제(총 빌릴 수 있는 대부금액 제한) 도입

• 체결하려는 대부계약이 차주의 주택융자 등을 제외하고, 총 

차입잔액이 차주의 연 수입 1/3을 초과하는 경우인 ‘개인 과잉 

대부계약’에 해당될 때에는 해당 대부계약 체결을 금지

• 총량규제 적용 여부 판단위해 대금업자가 대부계약 체결 시 고객 

수입, 차입상황, 변제계획에 관한 사항을 조사할 의무를 부여

• 최근 일본 정부는 총량규제의 예외를 정하는 대금업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사회통념상 긴급하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의 특례를 도입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환자의 경우 총량규제에 요구되는 절차의 탄력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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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최고금리 인하 후 대금업 소액신용 대출 잔고가 급감하며, 서민금융 붕괴

◯ 금리 인하 이후 대금업계 소액신용 대출 잔고는 43% 급감

- 2007년 4월 기준 신용대출 금액은 14.8조엔이었으나, 2010년 8월에는 

8.5조엔으로 약 43% 감소

◯ 대형 대금업체수가 감소하고, 업계에서 차지하는 해당 업체 비중도 축소

- 대출 잔고 5천억엔 이상의 대형 대금업체수가 2008년 6개사에서 2010

년 2개사로 감소

- 대형 대금업체가 업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상기 동기간동안 75.3%에

서 49.7%로 급감

• 2007년 아콤, 프로미스, 아이프르 등 대형업체가 적자누적으로 

경영 악화되고, 2010년 다케후지가 도산

- 대형 대금업체 수와 비중 축소는 중형 대금업체의 비중을 증가

• 1천억엔~5천억엔의 중형 대금업체 비중이 8.6%에서 33.2%로 증가

◯ 금리 인하 이후 불법 사금융 피해도 확산

- 일본 정부의 보도자료(2010.8.25)에 따르면 불법 사금융 관련 피해상담이 

전년동기 대비 2배 증가

- 일본 경찰청은, 소프트한 불법 사금융업자, 친구 또는 지인으로 위장

한 불법 사금융업자, 신용카드현금화업자, 금 또는 보석 등의 환금업

자 등 신종 불법업자가 속출한 것으로 발표

- NHK 시사다큐 추적(2011.2.12)은 영세상공인이 불법사금융의 먹잇감이 

되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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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독일 : 금융기관들의 서민신용공급을 제약

o 은행에만 대금업을 허용하고, 이자율 상한을 엄격하게 규제

◯ 독일은 독립적 대부업을 허용하지 않고, 은행으로 하여금 소비자 금융을 

가능케 하는 방식으로 대부업 허용

◯ 고금리를 통한 폭리행위는 독일 민법에 의해 무효가 되고, 형법은 이를 

폭리죄로 3년 이하 징역이나 벌금형으로 처벌

- 민법 제138조는 채무자에 대한 실질 위협이 될 수 있는 대출계약으로 

인정될 경우 대출계약을 무효화

- 형법 제291조는 대표적 폭리행위로 이자폭리를 규정하고, 폭리의 기준

이 되는 이자율을 법으로 지정하지 않고, 구체 사건별로 급부와 반대

급부간 현저한 차이 존재 여부를 토대로 판단

• 이자제한법 또는 대부업법과 같은 규제는 존재치 않지만, 사법적 

수단을 통해 폭리 가능성이 있는 고금리 부과는 강력히 규제

• 연방 대법원은 시중에 통용되는 금리의 2배를 초과하거나 

시중금리 대비 12%를 초과할 경우 폭리로 규정

• 단, 1990년 독일의 연방 대법원은 시장기준금리 대비 12%p를 

가산한 28.6%보다 많은 이자율을 폭리수준으로 판단했으나, 

은행이 할부신용 계약을 맺은 소비자의 무경험을 악용한 취지가 

인정되어야 이를 최종적으로 폭리로 규정

• 전당포 영업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은 대부금에 대한 이자가 

월 1%를 초과할 경우 이를 수령할 수 없다고 규정

• 전당포 영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초과이자를 수령한 

금융기관의 경우 2,500유로의 과태료 부과

o 엄격한 이자율 상한을 통제한 결과 금융기관들은 연체확률이 높은 채무

자에 대한 대출을 기피하는 경향

◯ 독일의 은행들은 높은 이자율 적용을 규제하는 상항에서 위험차주에 

대한 대출을 기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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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의 은행들은 채무불이행률이 매우 낮은 1%대를 유지

- 또한, 채무불이행 발생 시 독일의 금융기관은 의무적으로 낮은 이자율

을 적용하며, 채무자의 생활을 악화시킬 수 있는 일체의 조치 금지

- 위험관리에 대한 기법의 발달도 채무불이행률을 낮추는 요인이지만, 

대체로 위험차주에 대한 대출을 가급적 기피하는 대출성향도 한몫

- 특히, 독일의 금융기관들은 고금리 부과를 규제하는 독일의 법제도하

에서 굳이 위험차주에 대한 높은 위험프리미엄이 부과되는 대출공급

을 감수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

◯ 독일의 저소득층은 소규모 신용확보가 쉽지 않아, 빈곤한 생활에 직면

하는 가구들이 늘어나는 양상

- 전화, 수도, 전기, 집세 등 가계자금 확보를 위한 소규모 대출을 얻기

가 쉽지 않아 유럽국가 중에서 프랑스 또는 영국에 비해 신용소외로 

인한 빈곤층 전락 위험이 높은 편

- 이자율 상한선의 규제강화조치가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가 낮은 

건전성 측면에서는 긍정적 영향을 주었지만, 가계부채 활용도 측면에

서는 영국, 프랑스 등 인접국가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

• 독일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중은 2000년 116.5%에서 

2015년 92.9%로 감소

• 단, 가처분소득에서 가계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이 작다는 것만으로 

이를 긍정적 지표로 인식하기보다는 물질적 박탈 경험이 높은 지 

여부가 관건

• 폰드빌(Fondeville) 등의 연구(2010)의 연구에 따르면, 빈곤층의 

자금여력이 부족하여 물질적 박탈 경험이 높은 국가로서 유럽 내 

독일, 오스트리아가 대표적(독일, 오스트리아의 물질적 박탈 경험 

집단 비율은 2008년 기준 각각 22.2%, 27.4%로, EU평균(9.0%)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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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국 : 대부진실법에 기반한 실질 연이율 공시에 주력

o 초단기 소액대출인 Payday Loan의 빠른 성장세 

◯ 미국은 2000년대 이후 단기 소액대부시장이 급속도로 발전

- Payday Loan이라 불리는 단기 소액대부가 최근 인터넷 등을 통한 온

라인 거래로 빠르게 성장

- Payday Loan은 차입자의 개인수표 또는 은행계좌를 담보로 100~500불

의 소액을 14일 정도 이용할 수 있는 초단기 대출

• 14일 대출에 대한 금리는 15~30%(연이율은 390~780%)이며, 

대출한도, 최대 대출기간, 수수료 및 금리한도 등 대출조건은 각 

주별로 설정된 차별적인 규제 적용

• 금융소비자는 주유소, 편의점, 인터넷 등을 통해 Payday Loan을 손쉽게 이용 

- 1996년 2천개에 불과하던 Payday Loan 대출업자는 급속히 증가하여 

연평균 20%의 성장률 기록

◯ Payday Loan에 대한 규제는 주별로 강도에서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금리는 시장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는 원칙하에 실질연이율 공시

- 연방정부는 이자율 제한에 대한 특별한 법률 제한이 없으며, 대부분의 

주는 고리대금법(State Usury Law)에 의해 규제하나, 등록 대부업자에

게 대체로 고시된 민사상 제한 이자율 보다 높은 이자 허용

• 대부진실법(Truth in Lending Act)은 소액 대출 이용자에게 실질 

연이율(annual percentage rate: APR)의 산정방법을 규정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하나, 금리는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으로 상한선은 미규정

• 다수의 주에서는 단기 소액대부를 활성화하고 있으며, 거래의 

주체, 유형, 대차 금액 등에 따라 다양한 예외를 인정

• 단, 고리대금법에 의한 이자율 규제를 강조하는 15개 주(아칸소, 

코네티컷, 메릴랜드 등)를 제외하고, 대체로 모든 주에서는 

Payday Loan에 대한 자유로운 영업 허용

• 27개주는 단일 일시금 상환 대출에 연이율 391% 이상 가능한 

Payday Loan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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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율 상한제 등 엄격한 대출규제를 강조하는 주일 경우라도, 규제가 

없는 여타 주에 본사를 둔 경우에는 온라인 등을 통해 영업 가능

• 이자율 상한제 적용 여부는 본점으로 등록된 주의 주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만약 상한금리 적용이 없는 주에 본점이 있을 

경우 온라인 등을 통한 이자율에 제한 없는 대출판매영업이 가능

o 이자율 상한선 제한 등 강한 규제보다 부당한 영업방식 시정에 주력

◯ 이자율 상한선 제한, 수수료 규제 등의 규제보다는 단기소액대출 사업

이 활성화될 수 있는 모범사례 도입에 주력

- 1회 및 연간 차입한도, 갱신횟수, 연속적 대출의 수, 대출의 상환계획 

마련 등 체계적 제도운영을 통해 대출부실 예방 및 부당한 대출영업

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출 관련 표준 영업지침 마련에 주력

- 대부업체가 대출자의 소득, 과거의 대출이력 등을 토대로 심사를 강화

하고, 차주를 위해 대부업체 스스로 상환계획을 제시하는 방안도 마련

- 워싱턴 주는 소액대출의 분할 상환을 요구하는 등 대출부실화를 사전

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조치도 마련

- 대출을 연이어 받을 경우 일정기간 추가 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조치

하는 이른바 cooling-off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과다대출로 인한 연체

발생을 차단하는 효과적인 리스크관리 제도도 마련

- Payday Loan은 차입자의 개인수표 또는 은행계좌를 담보로 100~500불

의 소액을 14일 정도 이용할 수 있는 초단기 대출

- 다양한 위험차주에 대한 현실적 대출이자율 제시를 통해 저신용차주

의 대출이용을 늘려주기 위해 금리상한을 둔 주의 경우 이자율상한선

이 오히려 상승하고, 소액대출의 경우 금리상한선을 높이는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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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이자율 상한선제 도입을 통한 순기능이 뚜렷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

◯ 글로벌 연구기관인 Policis의 조사 결과 엄격한 이자율 상한제가 도입된 

미국의 주가 그렇지 않은 주에 비해 오히려 부작용이 만연된 것으로 

확인

- 이자율 상한제를 도입한 주는 금융소외 현상 심화, 채무불이행 발생률

이 높게 나타나는 등 오히려 부작용이 심한 것으로 평가

- 이자율 상한제를 도입한 주의 경우 대주의 고위험 차주 기피 성향이 

뚜렷하고, 이로 인한 총 대출액 감소 경향을 보이고, 리볼빙 금융 및 

전당포 등 비제도권 금융이용률이 높은 편

• 미국 조지아주에서 단기소액대출을 주로 공급하는 Bank West가 

폐업하는 등 이자율 상한제의 강한 규제로 인해 단기 소액대출 

사업자의 활동이 약화

• 1993~2003년 동안의 분기별 데이터 분석을 통해 Policis는 이자율 

상한제 도입 주의 경우 리볼빙 신용에 대한 최종 납부액이 훨씬 

높은 것으로 보고

◯ 미국 소비자금융위원회(US National Commission on Consumer Finance)

의 조사도 가계 과다대출 여부는 이자율 상한제 도입 여부와 상관없는 

것으로 조사

- 미 소비자금융위원회는 미국 전역에 걸쳐 중간 수준의 개인현금대출, 

자동차 대출 등을 대상으로 이자율 상한제 도입 주와 미 도입 주간의 

과다대출 여부를 조사

- 대출이 가능한 차주의 인당 전체 대출액에서 이자율 상한제 도입 주

와 미 도입주간의 차이는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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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영국 : 고비용 대부업자들에 대한 유연한 정책

o 영국은 최고금리 상한제를 도입하지 않으며 유연한 대부업 정책을 견지

◯ 영국은 1년 이내 단기대출을 제외하고, 최고금리 상한제 미적용

- 영국 내 불법 사금융의 고리대금 행위가 만연하고, 이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면서, 고비용 단기대출의 이자율에 대한 상한을 설정

- 영국의 금융당국은 1년 내 단기대출에 한해 최고금리 제한(initial cost 

cap)을 두고 있으며, 일 0.8%(월 24%, 연 288%)로 규정

- 대출의 부실 발생 시 징구할 수 있는 수수료 상한(caps on default fee 

and default interest)을 15파운드로 설정

- 차주가 부담하는 전체 비용(이자 및 수수료)에 대한 상한선을 대출액

의 100%로 설정하는 제도(total cost cap)를 도입

• 100파운드 대출에 대한 전체 이자비용은 total cost cap에 의해  

200파운드를 넘을 수 없음

- 단, 최고금리 상한제 위반의 경우 형사처벌은 없으며, 행정처분

◯ 영국 정부는 불법대출이 만연한 지역에서의 저신용차주에 대한 효과적

인 금융지원을 위해 고비용 대부업에 대한 순기능을 인정

- Policis의 조사에 따르면, 영국 내 불법 대부업체들은 고비용의 이자율

을 부과하는 합법적 대부업체보다 3배정도 높은 이자를 부과

- 영국의 고비용 대부업체들은 저신용차주에 대한 폭리보다는 차주와의 

장기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원리금 분할상환을 제공하는 등 대출의 

부실화 예방조치에 주력

• 대부업체들은 원리금 미납 시에도 높은 연체수수료 부과 대신 

분할상환을 통해 원리금 상환을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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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은 이자율 상한제를 엄격하게 운영 중인 프랑스, 독일에 비해 다양한 

소액신용제공업체가 많아, 저소득층의 생활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

• Policis에 의하면, 영국의 저소득층 가구 중에서 전기, 수도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생활시설 이용이 중단된 사례는 프랑스의 

1/5, 독일의 1/3의 수준에 해당

o 대부업에 대한 일률적 규제 강화보다는 부적절한 대출상환조치로 문제가 

되는 일부 업체에 대한 자발적 시정조치 부과

◯ 시정조치를 통한 공정한 영업관행 정착에 초점을 둔 정책기조를 견지

- 규정 위반 정도에 상관없이 영업정지 위주 제재를 부과하는 국내 대

부업 제재행태와 다르게 영국은 대부업체 스스로 자발적인 시정을 추

진하는 정책의 유연성을 견지

- 지난 2014.10월 영국의 최대 대부업체인 Wonga(WEFC UK Limited)는 

대출상환과정에 무리한 폭리를 취한 데 대해 영국의 금융감독당국인 

FCA는 동 업체에 자발적 시정조치를 부과

• Wonga는 연체고객에 대해 대출금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추가적 법적 조치가 있을 것으로 위협

• 영국의 금융당국은 Wonga의 대출 상환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공식조치에 착수

• FCA는 Wonga의 부당한 방식에 의한 대출금 회수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확인하고, 자발적인 시정조치(Voluntary Application 

for Imposition of Requirement)를 부과

◯ Wonga는 구체적인 고객 보상 프로그램 방안을 발표하는 등 금융당국

의 자발적 시정조치 부과에 적극 대응

- 30일 이상 연체한 고객의 대출상환을 면제하는 조치 발표

- 연체 30일 미만인 대출의 경우 이자(연체 수수료 포함)는 상환을 면제

시키고, 원금의 상환기간을 4개월 연장

- Wonga는 외부의 별도 전문가를 선정하여, Wonga의 시정조치과정에 

관한 의견을 FCA에 보고할 수 있도록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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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사점

o 엄격한 이자율 상한제 도입 등 대부업 규제를 시행중인 국가들에서 금융

소외 현상 심화

◯ 일본, 독일은 대부업의 고금리 대출관행을 규제하기 위해 강력한 이자

율 상한선을 공통적으로 도입

- 일본은 과잉대출, 불법추심 등에 강력 대응한다는 식으로 대금업 규제 

차원에서 최고금리 상한선을 인하

- 독일의 경우 금융제도로서 정해진 이자율 상한제는 존재하지 않지만, 

폭리를 금지한다는 측면에서 법률을 통해 이를 규제

◯ 금융기관의 보수적 대출관행 심화, 대금업체의 영업중단 등으로 인해 

저신용차주에 대한 대출공급이 현저히 감소

- 일본은 대금업법 개정을 통한 최고금리 인하 이후 주요 대금업체의 

퇴출 등 대금업 시장의 위축으로 서민들에 대한 신용공급이 축소 

- 독일은 저신용차주에 대한 대출을 통해 자금회수가 쉽지 않다는 판단

으로 우량 고객위주 대출을 선호하는 금융기관들의 보수적 성향 확산

o 이자율 상한제가 가계의 재무건전성 개선에 기여하지 못한 것으로 귀결

◯ 저신용차주에 대한 신용공급 부족은 소비자의 파산 증가로 나타남

- 신용소외 심화로 인해 제도권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워진 저신

용차주들에 대한 사금융 대출이 급증

• 일본은 2006년 이자율 상한선 기준이 강화되면서, 불법 대금 

사범에 대한 검거율이 1년 내 50% 증가하고, 불법 대금업체의 

공격적 추심행위 및 위협에 시달린 차주의 자살사건이 증가

• 독일도 저신용차주의 제도권 금융이용이 어려워짐에 따라 생활에 필요한 

기초자금 확보 문제가 발생되며, 신용불량자로 낙인찍히는 사례가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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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유연한 대부업 규제를 통한 활성화 정책으로 불법 사금융 축소

◯ 이자율 상한선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미국 주들의 불법 대출 및 채무 

불이행 발생률이 낮은 것으로 확인

- 이자율 상한선 제도를 통해 강한 대출규제를 시행한 조지아 등의 주

의 경우 단기 소액대출사업자들의 사업 중단 사례 증가

• 단기 소액 대출사업자들의 사업중단은 리볼빙 금융 또는 전당포 

영업이 늘어나는 등 비제도권 금융이 성업

◯ 엄격한 금리상한제 대신 불공정행위 근절 및 불합리한 대출관행 개선

에 주력하는 대부업 정책을 견지

- 영국, 미국은 금융시장별 금리수준의 차별성을 인정하고, 저신용 차주

들로 하여금 소규모 고비용 대출을 받아 가계의 재무건전성 악화를 

예방토록 유도

- 일부 불공정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중단 대신 자발적 시정조치를 

통해 업계의 불공정한 관행을 자정할 수 있도록 조치

o 시장이자율을 시장지표에 연동시켜 실세금리로 조정될 수 있도록 조치

◯ 이자율 상한선이 고정된 숫자로 정해지는 것이 아닌 시장 상황에 따라 

즉각적으로 움직이는 시장이자율에 연동될 수 있도록 결정

- 단기 시장이자율에 가산금리를 적용하여, 시장상황별 이자율 상한선이 

조정될 수 있도록 상한이율 결정

• 미국 Alaska, Arkansas주 등의 이자율 상한규정을 참고하면, 최고 

이자율은 대부계약 체결당시의 미국 연방준비은행 할인율(Federal 

Reserve Discount Rate: FRDR)에 5%의 가산금리를 적용하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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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대부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

1. 정책적 개선방안

1) 위험수준 및 대출규모별로 중개수수료 상한선의 인하폭 차등 적용

o 대부업체의 저신용자 대출 여력 확보차원에서 중개수수료 인하 추진

◯ 금융위원회는 최근 발표된 대부업 제도개선 방안을 통해 중개수수료 

인하를 추진

- 2021.3월 발표된 대부업 제도개선 방안에서 현행 대부업계의 중개모집 

의존도가 높은 특성을 인식하고, 저신용자 대출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중개수수료 인하가 필요함을 지적

- 정부의 개선방안은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을 최대 1%p 인하하여 실제 

시장의 중개수수료 인하를 유도하는 것

• 단, 대부금액 중 5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경우 2.25%를 인하

<그림 9> 금융위원회의 중개수수료 인하 방안

대부중개수수료 현황 대부중개수수료 인하 방안

현행 개선

5백만원 
이하

4%

⇨

3%

5백만원 
초과

20만원+
5백만원 

초과의 3%

15만원+
5백만원 
초과의 

2.25%

자료: 가계금융과, 대부업 제도 개선을 통한 서민대출 공급활성화 유도 및 쇠자보호 방

안, 금융위원회,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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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대부업체 수익성에 중요한 영향 요인인 모집비용율 합리적 개선을 위해 

위험수준 및 대출규모별로 상한선 차등 적용하는 정책 보완 필요

◯ 앞선 실증분석을 통해 확인된 대부업체의 원가 중 모집비용은 대부업

체의 ROA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으로 확인

- 대부업체 ROA와 모집비용간 인과관계 분석에서 모집비용 증가는 

ROA 감소의 인과요인임이 확인

- 또한, 모집비용은 ROA에 미치는 영향력에서 가장 큰 비중(63%)을 차

지하는 요인으로, 대부업체 수익성 제고 차원에서 모집비용 최소화가 

관건

◯ 최근 발표된 금융위원회의 대부업 제도개선에서 지적된 모집비용 인하 

차원에서 중개수수료 인하방안은 적절한 정책방향

- 대부중개업체들은 신용대출자 모집이 어려운 대부업체에게 고객모집

을 근거로 과다한 수수료 청구하는 대부업체에 비해 우월한 시장지위 

보유

- 결국, 중개업체는 대출상환 위험수준과 상관없이 대부업체로부터 건당 

수수료를 받아 대출금리 상승 유발

◯ 현행 대부업체 시행령에서 4% 중개수수료 상한선의 하향조정은 바람직

하나, 위험수준, 대출규모별로 상한선 인하폭 차등 적용 보완 필요

- 높은 위험수준 및 대규모 대출의 경우 대부업체의 수수료 지급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상한선 인하 폭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

- 낮은 위험수준 및 소규모 대출의 경우 대출중개 기능의 위축을 방지

하기 위해 상한선의 소폭 인하가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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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부업체의 자금조달기관에 대한 지원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제시

o 정부는 대부업체 자금조달 비용경감 차원에서 시중은행을 통한 자금조달 

지원을 추진

◯ 금융위원회는 최근 발표된 대부업 제도개선 방안에서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체에 대해서 자금조달 비용 경감을 위해 은행을 통한 자금조달 

지원을 제안

- 서민금융 주력 대부업체에 한해 은행권 협약을 통해 거래를 추진

• 금융위원회는 은행 내규상 거래금지 규정 폐지를 권고하는 

정책방안 제시

o 대부업체가 시중은행으로부터 원활하게 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은행

에 대한 자금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인센티브 방안 마련 필요

◯ 대부업체는 저축은행, 캐피탈사 등 2금융권으로부터 5~6% 수준의 이자

율로 자금을 조달하고 있으나, 은행을 통한 자금조달은 어려운 상황

- 은행은 대부업체를 도박업체 등과 함께 묶어 대출금지업종으로 지정

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은행의 대부업체에 대한 자발적 자금지원 가능

성은 높지 않은 편

- 더욱이, 우량 대부업체일지라도, 은행의 평판을 훼손하면서까지 위험

차주로 분류되는 대부업체에 대한 대출을 공급할 가능성은 낮은 편

◯ 우량 대부업체 대출시 위험가중치의 하향조정 또는 예대율 산정 시에 

우대조치라는 구체적인 인센티브 제시가 바람직

- 은행은 대부업체에 대한 대출지원 시 위험가중자산 증가로 인해 자본

적정성의 기준이 되는 자기자본비율이 낮아질 것을 우려

- 자기자본비율 하락을 제한하고, 높은 위험프리미엄을 확보할 수 있는 

대출에 대해서는 은행의 대출공급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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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yordomo, Rodriguez-Moreno(2018), 서지용(2019)의 연구에서는 

중소기업 지원팩터(SME Supporting Factor) 도입을 통해 은행으로 

하여금 위험대출을 늘리는 효과가 있음을 실증적으로 확인

• 중소기업 지원팩터는 최근 EU에서 도입되어 중소기업과 같이 

위험차주에 대한 대출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방안

• 동 제도는 지난 2014년 1월에 EU국가들을 대상으로 도입되어, 

은행들의 위험부담에 따라 요구되는 자본금을 경감시켜 

위험대출을 늘릴 수 있음을 확인

• 동 제도는 은행의 자기자본비율 계산 시 분모인 위험가중자산에 

0.7619를 곱함으로써, 중소기업 대출 시 요구되는 자본금을 약 

24% 절감시켜주는 정책금융 지원제도

- 부록 5)에 따르면, 중소기업 지원팩터 제도 도입을 통한 완충자본의 

추가확보가 가능할 경우 국내 시중은행은 위험대출을 늘리는 경향이 

있음을 보임

• 은행의 위험가중자산 축소를 통해 자본금의 추가확보가 이루어질 

경우 중소기업대출 증가 가능성은 자본금 추가확보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 비해 약 1.2배 정도 높은 것으로 확인

- 부록 6)에 의해서도, 국내 시중은행들은 위험가중치 상향조정은 대출

포트폴리오에서 위험대출을 축소시키려는 대출행태를 보이는 것 확인

- 또한, 부록 6)을 통해서 완충자본의 상향조정은 대출포트폴리오 내에

서 위험가중자산의 비중을 늘리는 국내 은행의 대출행태를 확인

- 특히, 최근 가계대출 억제를 위해 은행 예대율 산정 시 대출액에 가계

대출의 경우 +15%, 중소기업대출의 경우 –15%를 반영하는 신예대율 

정책을 대부업체 대출에 반영 시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

• 위험대출이지만, 포용금융 측면에서 저신용차주에 대한 대출이 

기대되는 대부업체에 대한 은행 대출의 경우 중소기업대출과 

같이 대출액에서 –15%를 반영하는 예대율 산정의 원칙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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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부업체에 대한 차별적 제재수단 해소

o 정부는 현행 대부업체에 대한 차별적 규제수단을 해소하려는 움직임

◯ 금융위원회는 최근 대부업 제도개선 방안에서 영업정지 처분으로 한정

된 제재수단을 다양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

- 금융위원회는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제재 수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대부업법 개정을 추진

o 이자율 제한에 대한 업권별 차등화 제재를 개선하는 관련법 개선 시급

◯ 이자율 제한 규정의 위반행위에 대한 업권별 차별화 조항을 개선 필요

- 대부업체와 여신금융업체는 동일한 이자율 상한선 제한 규제를 받고 

있으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차별적

- 이자율 제한 규정 위반 시 형사처벌(대부업법 제19조 2항의 3)

• 대부업법 제8조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여신금융업체의 경우 시정명령을 통해 자율시정의 기회를 부여받지만, 

대부업체의 경우 형사처벌을 통해 시장 퇴출 결정

- 대부업체의 이자율 위반행위에 대해서 ‘시정명령제도’를 도입하여 

자율적 개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

- 단, 시정명령 위반에 대해서 강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고, 등록 대부업

체를 미등록 대부업체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현행 대부업법 개정 시급

- 일본의 대금업법에서도 이자율 제한 위반 시 업무개선명령 규정

• 일본의 대금업법 제24조의 6의 3에서, 내각총리는 등록 

대금업자가 이자제한법에 규정된 금액을 초과하여 이자계약 체결 

시 자금수요자 이익 보호를 위해 대금업자에게 업무방법의 변경 

및 기타 업무 운영의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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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부업체에 대한 온라인 플랫폼 영업의 전면 허용

o 정부는 대부업체의 온라인 플랫폼 영업을 제한적으로 허용

◯ 금융위원회는 최근 대부업 제도 개선차원에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대부업 대출상품 중개를 제한적으로 허용

- 현행 대출모집인 자격으로 금융상품 추천 서비스를 운영중인 플랫폼 

업체(카카오페이, 토스, 뱅크샐러드 등)는 현재 대부 상품을 중개하는 

것이 금지

• 대부중개에 관한 광고는 대부중개업자를 통해서만 가능한데, 

대출모집인으로 등록된 핀테크 기업이 대부중개업자의 겸영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었기 때문

• 결국, 중개수수료가 저렴(1.5% 수준)한 온라인 플랫폼 사용이 

불가능한 관계로 높은 중개수수료 지급으로 인한 대부업체의 

조달원가 상승 압력이 높아짐

- 향후 우수 대부업체로 지정된 업체에 한해 온라인 대출 비교 플랫폼 

입점이 가능

• 우수 대부업체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최근 3년간 금융 관련법 위반 

사례가 없으며, 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이 일정규모(전체의 70% 또는 

100억원) 이상을 충족한 다음에 금융감독원의 심사를 통과

o 대부업체에 대해 온라인 플랫폼 영업을 전면 허용

◯ 중개수수료 인하로 인해 대부업체의 조달원가 하락에 기여

- 경쟁력 있는 빅테크 플랫폼사에서 대부업체 금융상품이 판매되도록 

핀테크 기업의 대부중개업자 겸영을 허용

- 온라인 플랫폼 사용이 가능할 경우 대부업체의 모집비용 절감이 유도

될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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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대부업체에 대해 온라인 플랫폼 영업을 허용함으로써, 중개수수료 

절감 및 미등록 P2P 영업을 통한 부당 수수료 편취 가능성도 제거

- 금융소비자 보호법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의 

대출에 대해서 허용하는 온라인 대출 중개 플랫폼 이용을 모든 대부

업체로 확대 적용

- 온라인 플랫폼 영업을 전면 허용 시, 금융소비자 스스로 양질의 대부 

상품을 비교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날 가능성

- 더욱이, 대부업체의 중개모집 의존도 비중을 낮추어 중개수수료 지급 

감소로 인한 조달원가 인하에 기여할 가능성

5) 대손율에 따른 손비인정 범위를 확대

o 대부업체의 경우에도 대손충당금 적립율에 연동된 비용 인정 허용

◯ 현행 대부업종에 적용되는 대손율에 상관없는 대출채권의 1%만 손비로 

인정하는 규정을 개정할 필요

- 여타 금융업종이 모두 대손충당금 적립율에 근거하여 손비를 인정받

고 있어, 세제혜택을 받고 있음에도 대부업만 예외적으로 해당 규정에

서 배제

- 대부업이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층 대상 대출 영업을 담당하고 있어 

여타 여신금융업체에 비해 대손비율이 높음에도 대손충당금 적립에 

대한 비용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은 업권간 심각한 조세 불평등 문제

•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의 대손충당금을 손금산입 관련 

추가기준으로 적용 가능한 금융업종에 대부업종을 포함

• 일본의 경우에도 대손충당금 손금 산입기준을 여타 금융기관과 

동일하게 적용함으로써, 대부업체의 대출금리 인하를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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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관련 세법 개정이 이루어질 경우 대부업 위험

관리기능 제고와 비용절감에 따른 수익성 개선 가능성 클 것으로 기대

- 대손충당금을 손금산입 관련 추가기준으로 적용하는 규정에 대부업종

을 반영할 경우 대부업체 대손충당금 적립률 제고의 유인이 높아져  

부실위험에 대비하는 대부업체의 위험관리 기능이 한층 강화될 전망

- 대부업체의 경우 은행 및 저축은행에 비해 대출액에 대한 높은 대손

충당금 적립이 이루어지고 있어 상대적으로 충당금 적립에 대한 비용 

인정 시 수익성 개선의 폭이 클 가능성

6) 대부업체의 자금조달 방법 다원화 명문화와 금융권의 여신공여 제한 철폐

o 대부업체의 자금조달이 금융기관에 의존하는 구조로 타업권의 대출행태

에 의존하는 수동적 구조

◯ 금융위원회는 최근 대부업체의 레버리지 한도를 늘림으로써, 저신용자 

신용대출 확대를 유도하는 정책방안 발표

- 서민금융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대부업체 지원방안으로 우수한 

대부업체에 한해 총자산한도를 확대하는 방안 마련

• 대부업법 제7조의 3(총자산한도)의 제1호는 금융위원회 등록 

대부업자는 총자산의 자기자본 10배 초과를 제한

• 상기 규정은 무분별한 차입을 통한 외형확대방지를 염두에 둔 

조치로서, 대부업체를 통한 서민금융지원의 필요성을 인식한 

정부는 상기 총 자산한도를 10배에서 상향조정할 계획  

◯ 저축은행 및 여신금융업체의 대부업에 대한 대출 제한 규정 철폐

- 저축은행법 감독규정 제22조의 3의 등록 대부업체에 대한 대출 총액

을 신용공여 총액의 15%로 제한된 규정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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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저축은행법 감독규정의 대부업체 대출 총액 한도

               자료: 상호저축은행법 감독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2021

◯ 대부업체가 자금조달방법을 다원화할 수 있도록 대부업법상 자금조달

에 관한 방법을 명시하는 규정을 마련할 필요

- 시중은행의 경우 예금 및 사채 발행 등을 통한 자금조달이 가능하고, 

다양한 자금조달 수단이 존재

- 여신금융업체의 경우에도 여전법 제47조(자금조달방법)에 의해 구체적 

자금조달방법과 규모가 규정

• 여전법 제47조에는 규정된 방법으로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고 

명기하며, 해당 방법은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 사채나 어음발행,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 매출, 보유하고 

있는 대출채권의 양도로 규정

- 상법 제469조는 주식회사의 경우 사채발행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주식회사 형태의 대부업자도 사채발행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

- 하지만, 대부업법에 자금조달 방법에 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대부업체의 회사채 공모, 자산유동화증권 발행 등 자금조달 다원화에 

제약요건으로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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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에 의존하는 현행 대부업체 자금조달구조

는 차입한도, 대주 금융기관 대출행태에 영향을 받는 불확실성 존재

- 대부업법에 여전법과 동일하게 자금조달방법을 명기한 규정 신설

<표 8>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자금조달방법 규정

    

자료: 여신전문금융업법, 국가법령정보센터, 2021

◯ 여신금융업체와 같이 대부업체에도 자산유동화법상 자산보유자로 규정

함으로써 유동화 증권 발행이 가능토록 하는 규정 개정이 필요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 2항에서 자산보유자에 대해 명기되어 

있는데, 해당 기관은 한국산업은행 등 국책은행, 시중은행, 보험회사, 

여신금융업체 등이 지정

- 하지만, 대부업체는 자산보유자에 포함되지 않아 자산유동화 증권의  

발행이 불가한 상황

- 자산유동화 증권의 발행은 낮은 금리로 자금조달이 가능하여, 대부업

체의 수익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자산유동화 증권(ABS)은 금융기관의 채권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신용보강이 이루어져, 높은 신용등급으로 발행 가능

• ABS의 발행금리가 상대적으로 회사채 및 기업어음 발행금리 대비 

낮다는 점이 장점

• 서지용(2021)은 카드사 자금조달구조에서 유동화증권 발행비중이 

높으면 총자산이익률(ROA), 자기자본비율 개선이 이루어짐을 보고 

(부록 7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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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의 자산보유자 지정현황

        자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2021

2. 대부업계의 전략방안

1) ABL 이용을 통한 자금조달 비용 절감

o 대부업체는 조달비용 절감을 위한 ABS 발행이 어려운 관계로 ABL(asset 

backed loans: 자산유동화 대출)을 통한 저리의 자금조달 추진

◯ 대부업체의 ABS 발행은 현행 자산유동화법상 자산보유자로 지정되지 

않아 해당 규정 개정 시까지 발행 불가

- ABS 발행은 매출채권을 담보로 증권을 발행하는 방식으로 자산유동화 

제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유동자산 보유자(자산유동화에 관한 법

률의 제2조 2항)에 한해 증권발행이 가능한 직접 금융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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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업체는 ABL을 통해 자금조달 비용 절감 가능

- ABL(asset backed loans)은 증권을 직접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 직접

금융방식 아닌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대출형식으로 자금을 조달

• SPC가 대출 원리금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유동화 증권을 발행해 

조달한 자금을 대부업체가 차입하는 구조

- SPC가 기초자산(대출 원리금)에 대한 신용보강을 받을 수 있다면 대출

자산의 신용위험이 낮아져 저리로 자금조달이 가능

- 국내에서도 제조업체, 건설사, 대부업체가 ABL을 이용해 자금을 조달

한 사례가 있어, 조달비용 절감이 절실한 대부업체에게 적합

• 2010년 5월, 선박기계, 장비 전문업체인 오리엔탈정공은 자체 

신용등급이 BBB-임에도 현대중공업으로부터 받게 될 매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일본 미즈호 은행으로부터 만기 3년, LIBOR 

연동금리 6%대 초반으로 자금 조달

• 2010년 9월, GS건설은 연산자이 미분양 아파트의 분양금 채권을 

담보로 ABL 방식을 통해 2,530억원 규모의 자금 조달

• 2019년 10월, 대부업체인 아프로파이낸셜대부는 대출원리금을 

기초자산으로 ABL 방식으로 2%대 금리로 500억원 자금조달

2) PaaS 서비스 모델을 활용한 중개수수료 절감 및 대출 마케팅 강화

o 경쟁력 있는 온라인 플랫폼에 PaaS 서비스 형태로 진출

◯ 대출모집인 영업을 갖춘 경쟁력 있는 플랫폼 업체와 업무제휴를 통해 

PaaS(Platform as a Service) 형태로 대부업체 상품을 판매

- PaaS 서비스 모델은 경쟁력 있는 플랫폼의 앱인 Marketplace에 대부

업체의 대출상품을 런칭(launching)시켜 플랫폼 업체로부터의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받는 협업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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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aS는 플랫폼 업체 입장에서 White Label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부업

체로부터 수수료 수취를 얻고, 대부업체를 위한 광고, 결제, 대출 등 

디지털 금융서비스를 지원

• 대부업체는 플랫폼 업체에 수수료를 제공하는 대신, 플랫폼 내 

충성고객을 대상으로 대출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기회 확보

• PaaS는 플랫폼의 브랜드 인지도를 등에 업고, 플랫폼의 다양한 

디지털 금융서비스를 제공받아 대부업체의 매출실적을 제고시킬 

수 있는 플랫폼과 대부업체간 Win-Win 사업모델

• 대부업체는 중개수수료 대비 저렴한 수수료를 플랫폼 업체에 

지급함으로써, 모집 비용 절감에도 도움

o PaaS 모델은 영국의 소매금융 지원서비스와 유사한 협업모델

◯ 영국의 Starling 은행은 자신의 marketplace내에서 영국 내 핀테크 기업

들이 개발한 금융서비스를 판매토록 허용한 소매금융지원 서비스 제공

- Starling 은행은 핀테크 기업에게 API 접근을 허용하고, Starling의 금융 

인프라를 지원함으로써, 핀테크 기업에게 금융지원 서비스를 제공

• Starling은 핀테크 기업인 Raisin, Bankable 등으로부터 BaaS(Bank 

as a Service)를 제공함으로써, 수수료를 수취

• 핀테크사는 인지도가 높고, 금융소비자에게 인기가 있는 

Starling의 온라인 플랫폼에서 자사의 금융상품을 White label 

형태로 판매

3) 부동산 플랫폼과 제휴한 부동산 담보대출 확대

o 무주택자를 위한 부동산 담보대출에 대한 수요 증가 가능성

◯ 최근 금융당국은 부동산 가격 상승 억제, 가계부채 급증에 따라 부동산 

담보대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무주택자 대출규제는 완화

- 2022년 7월부터 총 대출액이 2억원을 넘을 경우, 2023년 7월에는 1억

원 이상일 때 DSR 규제가 적용되는 등 대출규제 강화



- 78 -

- 하지만, 무주택자가 주택 구입위해 주택담보대출 이용 시 적용받는 

LTV 우대 폭이 최대 20%p로 늘어나고, LTV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

는 주택가격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완화

- 청년층, 신혼부부 등 은행권에서 대출이 거절당하거나, 추가적 대출이 

필요할 저신용 차주의 부동산 관련 대출수요가 늘어날 가능성

o 경쟁력 있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부동산 관련 대출서비스 제공

◯ 최근 카드사는 부동산 플랫폼 직방과 서비스 제휴를 통해 플랫폼의  

고객에게 부동산 매입을 위한 대출 서비스 제공

- 부동산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인 직방은 전국의 아파트 정보를 가상

현실(VR) 이미지로 제공하여 많은 인기를 끄는 유망한 부동산 플랫폼

- 직방은 플랫폼 내 대출금 입금 및 상환을 위한 결제계좌 오픈을 지원

하고, 카드사 대출상품을 홍보하는 등 대출상품 판매를 지원

- 카드사는 부동산 월세대금을 카드로 납부하는 금융서비스 제공

- 직방과 카드사는 플랫폼 내 고객 데이터를 기반으로 향후 공동 마케

팅을 추진하는 등 장기 협력 모델을 유지할 계획

◯ 최근 담보대출비중이 증가하는 대부업체의 경우 향후 수요 증가가 예

상되는 무주택자 부동산 담보대출사업을 확장할 필요

- 부동산 플랫폼과 제휴해 전월세 보증금 대출, 부동산 담보대출 판매

4) 대안신용평가 모형을 활용한 저신용 소상공인 맞춤형 신용대출업 영위

o 코로나 19로 인해 저신용 소상공인의 대출수요 증가 가능성

◯ 최근 코로나 19로 저신용 소상공인의 대출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가능성

- 금융정보가 부족한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평가를 위해서는 매출액을 

포함한 다양한 상거래 정보 등 비금융정보의 활용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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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의 대부업체 대출규모는 약 16조원 수준

• NICE 신용평가사가 보유한 230만개 소상공인 신용등급 통계에서 

은행에서 외면받는 중신용자(4~6등급)는 약 55만개, 7등급 이하 

저신용자는 무려 16.7만개

o 저신용 소상공인의 생활데이터 분석을 통한 맞춤형 신용대출 제공

◯ 실시간 신용평가 시스템을 확보하고, 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신용대출 서비스 제공

- 향후 최고금리 인하로 인해 은행과 제2금융권 대출을 못받는 저신용 소상공

인의 대출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맞춤형 신용대출에 주력할 필요

• 미국의 캐비지(Kabbage)는 간편, 신속한 대출 서비스를 통한 

소상공인 자금공급 지원으로 특화된 대출서비스 제공

• 소상공인 대상 실시간 빅데이터 분석(Data Context Engine이라는 대안신용 

평가시스템을 이용해 대출자의 신용을 평가)을 통해 대출심사를 진행하고, 

대출신청 정보 제공 후 7분 이내 승인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캐비지의 강점

• 특히, 캐비지는 이베이, 페이팔 등 전자상거래 이용현황, SNS 

고객반응과 같은 방대한 생활 데이터를 취합해 이를 신용평가에 

활용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대출금리를 제공

5) 사후관리 서비스 제공 관련 수익모델 창출

o 중금리 대출시장 확대로 시중은행은 신규 고객 유치를 위해 저신용 차주 

유치에 주력

◯ 최근 시중은행 및 인터넷 은행들은 대출규제로 신규 고객 확보가 어려

운 가운데, 중·저 신용자에 대한 대출을 늘리는 경향 

- 중금리 대출시장 확대로 시중은행들도 그동안 외면하던 중·저 신용

자에 대한 신용평가에 관심 

- 인터넷 전문은행도 신용평가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중·저 신용자에 

대한 대출을 늘리는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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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중은행들은 예·적금 금리가 낮고 대출규제가 강화되며 기존 고객

의 이탈이 우려되는 상황

- 특히, 신규 고객을 유치할 만한 파격적인 금융상품 출시도 마땅하지  

않은 상황에서 시중은행은 중금리 대출 확대를 위해 중·저 신용자를 

대출 대상자로 적극 유입하는 모습

o 시중은행 저신용 차주의 사후관리를 담당하는 제휴 모델 창출

◯ 시중은행은 비금융 정보를 반영한 대안 신용평가 모형개발을 통해 

중·저 신용자를 유치하는데, 상당한 시간소요 및 제한이 예상

- 중·저 신용자의 비금융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한 대안 신용평가 

모형 개발에는 상당한 개발시간과 투자가 요구되는 상황

• 은행들이 데이터 교류를 위해 협약을 맺은 통신사 등 외부업체에 

관련 고객 자료를 요청하면, 가공자료만 전달되는 경우가 많아 

신용평가에 활용하는 데 제한적인 상황

- 더욱이, 국내 시중은행들은 대출채권의 부실 위험에 대한 위험가중치

의 증가로 인한 자본적정성의 하락에 우려

• 정부의 우량 대부업체에 대한 은행권의 대출지원 권고 조치에도 

적극적이지 않은 데에는 위험차주에 대한 대출증가로 인한 

자기자본비율의 하락을 우려하기 때문

◯ 저신용자의 데이터 및 관리 노하우를 갖고, 어음할인·추심업 영위 경

험을 갖춘 대부업체가 은행 차주인 중·저 신용자 사후관리를 담당할 

경우 은행과 대부업체간 이해관계가 부합될 전망

- 은행과 업무 제휴를 통해 중·저 신용자에 대한 신용위험을 부담하는 

대가로 일정 수수료를 받는 수익모델을 개발

• 일본의 미쓰이스미토모 그룹은 2006년 대금업법 개정에 따른 

최고금리 인하를 계기로 진출한 중금리 대출시장에서 저신용고객 

관리에 대한 노하우 부족으로 대금업체들과 제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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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은행은 대출 부실 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신용위험 회피를 

위해 대금업체를 통한 신용심사와 사후관리를 댓가로 수수료를 지급 

• 미쓰이스미토모 금융그룹은 대금업체와 대출 사후관리업무의 

협약을 강화하면서, 수익성을 제고하는 경영전략을 추진 

• 미쓰이스미토모와 업무제휴를 맺은 대금업체도 최고금리 인하로 

인한 소비자 대출 감소에도 일정규모의 수익성을 유지

- 은행으로부터 저리의 대출을 받는 대가를 사후관리 수수료로 갈음하

는 것으로 은행과의 제휴 모델을 수립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

6) 해외 신흥시장 소액 금융업(microfinance) 진출 추진

o 코로나 19로 인해 해외로 진출한 국내 은행권 해외점포는 코로나 19의 

여파에도 불구하고, 이자이익은 증가세

◯ 2020년 국내 은행의 해외점포의 당기순이익은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감소했으나, 흑자 기조는 유지되고 있으며, 이자이익은 오히려 증가

- 2020년 당기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25.4% 감소했으나, 이자이익은 

오히려 동 기간대비 15.6% 증가

- 특히, 2020년 국내 은행 해외점포 중 당기순이익이 가장 많았던 국가

는 캄보디아(1.6억불), 베트남(1.5억불)의 순서

<표 10> 국내 은행의 해외점포 경영 현황

    자료: 2020년 국내 은행의 해외점포 경영현황, 금융감독원, 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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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소액 대출 수요가 많고, 대출이자율이 높은 해외 신흥시장으로 진출 추진

◯ 조달금리가 낮고, 대출금리가 높으며, 심지어 최고금리 상한선이 존재

하지 않는 해외 신흥국 소액 금융업 진출을 타진할 필요

- 현지 신흥국 시장의 경우 소액 대출수요가 많지만, 현지 금융당국은 

대형은행들에 대한 보호차원에서 은행업 신규 인허가 발급에 엄격

- 하지만, 현지의 소액 금융업(microfinance)에 대한 진입은 상대적으로 

어렵지 않아 신규 인허가 획득, 현지 소액금융기관(microfinance 

institution: MFI)에 대한 지분 인수를 통한 진출은 가능

- 최근 국내 중견 대부업체인 테크메이트코리아는 베트남 대부업체에 

지분을 투자하는 방식으로 해외진출을 타진한 사례도 존재

- 테크메이트코리아는 베트남의 경우 대출금리 상한선이 없고, 소액의 

소비자금융 수요가 많아 대부업 영위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

- 지난 2018년 12월, 롯데카드는 베트남 현지의 소비자금융사 지분 인수

를 통해 현지법인 롯데파이낸스 베트남을 설립 후 소매금융업 영위

• 롯데카드는 현지 소비자금융사인 테트콤 파이낸스와 지분 양수도 

계약을 하고, 해당 지분 100%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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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1. 연구결과 요약

1) 금융규제는 수익성, 영업여건(등록업체 수, 영업비용율)에 부정적 영향

o 모집비용율이 대부업체 수익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원가

◯ 최고금리 인하, 가계대출총량규제 조치가 없을 경우 대손비용율, 모집

비용율, 관리비용율이 유의한 요인으로 ROA에 부정적 영향력 행사

- 중개모집 의존도가 높은 대부업계 특성상 중개수수료 절감이 대부업계 

자금조달 원가 축소를 통한 수익성 제고의 핵심사항

- 모집비용율은 ROA에 유의한 인과요인으로 비용 증가 시 ROA 감소

- 모집비용율은 ROA에 지속적으로 부(-)의 영향 행사

◯ 관리비용율, 대손비용율의 상승도 대부업계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

- 차주의 신용도가 낮은 관계로 연체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이 큰 편이며, 

신용대출이 주류인 대부업체의 특성상 대손비용율 수준에 따른 수익

성 변동 가능성이 큰 편

o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대부업계 수익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력이 유의한 

원가는 이자비용율, 대손비용율

◯ 최고금리인하 단행 시 이자비용율 증가로 인한 ROA의 감소는 여타 원가

금리에 비해 큰 편

- 최고금리 단행에 따른 이자비용율 증가가 ROA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력은 이전에 비해 약 80% 이상 증가

-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대손비용율 증가가 ROA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력은 이전에 비해 약 15%정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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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LTV 규제로 인해 대부업체의 대손 및 모집비용율이 대부업 수익성에 미

치는 부정적 영향력 증가

◯ LTV 규제 강화로 인해 대손비용율, 모집비용율이 ROA에 미치는 부정

적 영향은 시간흐름에 따라 상이한 모습

- LTV 강화로 인해 대손비용율은 초기에 확대되나, 시간흐름에 따라 

ROA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력이 약화

- LTV 강화로 인해 모집비용율은 ROA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력이 서서

히 약화되나 상당기간 동안 유지

o 최고금리인하와 대출규제는 대부업체의 영업여건 악화를 초래

◯ 최고금리 인하 시행과 대출총량규제는 대부업 영업을 포기하는 업체의 

수를 증가시킴

- 최고금리 인하와 대출총량규제 시행은 1%수준에서 대부업 등록업체 

수의 감소를 유도

◯ 최고금리인하는 대부업체 영업비용율의 증가 가능성을 확대

- 최고금리 인하로 인한 대부업체의 영업비용율(원가금리) 증가 가능성은 

동 규제 시행 전에 비해 약 5배 정도 증가

2) 유연한 규제 성향의 영미권 정책이 서민금융 활성화에 기여

o 이자율 상한제의 엄격한 적용을 통해 규제강화 정책을 견지한 일본, 독일의 

서민금융은 대체로 부진한 편

◯ 일본, 독일은 최고금리 상한선 인하 등 적극적인 대부업 규제를 시행한 

결과 저신용차주에 대한 대출공급 감소

- 최고금리 상한선 인하를 단행한 일본, 폭리 규제 차원의 법률로 고리

의 이자 부과를 금지한 독일은 신용소외현상 심화

- 금융기관들의 우량 고객차주에 대한 대출선호 현상 심화로 서민금융이 위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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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유연한 대부업 규제정책을 견지한 영국, 미국의 경우 불법 사금융 축소와 

채무불이행 발생 감소 유도 

◯ 엄격한 금리상한선 제도 도입 대신 불공정행위 근절과 불합리한 대출

관행 개선이 미국, 영국의 주요 대부업 정책의 핵심

- 미국, 영국은 금융시장별 차별화된 금리수준을 인정하고, 일부 불공정 

대부업체에 대한 영업중단 대신 자발적 시정조치를 취하는 등 업계 

자정을 유도

◯ 미국은 획일적이고, 고정적 상한이율 대신 단기금리에 가산금리를 적용

해 시장상황에 맞게끔 이자율 상한선이 조정되는 상한이율 결정

- 미국의 Alaska, Arkansas 등 12개주는 연방준비은행 할인율 또는 국채

이자율에 일정수준의 가산금리를 적용하여 상한이율을 결정

2. 정책 및 전략적 제언

1) 정책적 제언

o 원활한 중개 기능을 유지하는 선에서 수수료율 조정의 가이드라인 마련 

바람직

◯ 최근 금융위원회의 대부업 제도개선에서 지적된 중개수수료 인하 계획

은 수익성 제고를 위해 요구되는 모집비용 절감 필요성에 부합

- 실증분석을 통해 모집비용이 ROA의 주요 인과관계임이 확인된 상황

에서 정부의 중개수수료 절감 지원 방안은 적절한 정책 방향

- 특히, 중개업체가 대출상환의 위험수준과 관련 없이 대부업체로부터 

건당 수수료를 받아 결국 대출금리 상승을 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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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이루어진 중개수수료 상한선의 하향 조정은 바람직하나 향후 원활한 중개 

기능을 유지하는 선에서 수수료율 조정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

- 낮은 위험 수준과 소규모 대출에 한해서는 원활한 중개 기능 유지를 

위해 높은 위험수준 및 대규모 대출 대비 상한선의 소폭 인하를 고려

o 은행의 대출 확대를 위한 위험가중치 하향조정 또는 예대율 산정 시 우

대라는 구체적 인센티브 제시 바람직

◯ 대부업체에 대한 대출을 확대 시행 시 위험가중자산 증가로 인한 자기

자본 비율 하락 우려를 불식시키는 은행에 대한 인센티브 제시

- 위험가중치의 하향조정을 골자로 한 EU의 중소기업 지원팩터제도의 

도입 및 적용을 통해 시중은행의 위험대출 확대를 유도

- 은행대출의 예대율 산정에 있어 대부업에 대한 대출을 현행 중소기업

대출처럼 대출액에서 –15%를 반영하는 예대율 산정 원칙 적용

o 제재수위를 타업권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규제 합리화 조치 필요

◯ 영업중단 및 형사처벌 중심의 제재수단을 사안별로 다양화하는 제재 

수단 마련이 바람직

- 여신전문금융업체의 경우 시정명령을 통해 자율시정의 기회를 부여받

지만, 대부업체의 경우 형사처벌 및 영업중단의 강경조치 발동

- 미국도 유연한 대부업 정책을 통해 자율개선조치를 통한 소비자 보호 

및 서민금융 활성화의 2마리 토끼를 잡는 성과를 거둠

- 이자율 상한선의 엄격 적용 등 대부업 규제가 강한 일본도 이자율의  

제한 위반 시 업무개선명령이라는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

o 대부업체에 대한 온라인 플랫폼 영업의 전면 허용

◯ 우수 대부업체에 한해 허용된 온라인 대출 비교 플랫폼 입점을 대부업

체 전체로 허용하는 것이 대부업 활성화 측면에서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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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 대부업 선정의 시간소요, 선정과정의 형평성 논란 등 심사과정에 

적지 않은 난관이 예상

- 높은 중개수수료 절감이 주요한 대부업 개선방향인 만큼 중개수수료 

절감을 기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영업을 규제할 명분이 없는 편

- 더욱이, 경쟁력 있는 플랫폼 입점의 허용은 2020년 8월부터 시행중인 

온투법 시행 이후 부당 수수료 편취로 문제가 되고 있는 P2P 대출업

체의 불공정 영업을 근절시키는데 기여

o 대손율에 따른 손비인정 범위 확대

◯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관련 세법 개정을 통해 대부업계의 위험관리 

기능 제고와 불법 추심 완화를 도모

-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에 대손충당금을 손금산입 관련 추가 

기준으로 적용 가능한 업종으로 대부업종을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

- 법인세법 개정을 통해 대부체의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높여, 부실위험

에 대비하는 위험관리 기능을 제고

- 법인세법 개정은 매입 추심업자에 의한 채무자에 대한 불법 추심관행 

해소에도 기여

o 대부업체의 자금조달 방법 명문화 및 금융권의 여신공여 제한 철폐

◯ 대부업체의 자금조달방법을 다원화할 수 있도록 대부업상 자금조달에 

관한 방법을 명시하는 규정 마련

- 시중은행, 여신금융업체처럼 대부업법에도 자금조달 방법을 규정하는 

구체적인 조항을 신설하여, 대부업체로 하여금 회사채 공모, 자산유동

화증권 발행 등 자금조달 다원화가 가능토록 조치

- 또한, 대부업체의 주요 자금조달원인 저축은행으로부터의 원활한 자금

조달이 가능토록 저축은행의 대부업체 신용공여 한도 15%룰을 철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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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부업체를 위한 경영 전략적 제언

o 단기전략 1. (자금조달 절감) ABL 이용 확대

◯ 대부업체의 조달비용 절감을 위해 ABS 발행은 현행 법규상 불가능한 

관계로 ABL 방식의 자금조달을 확대하는 조달 전략 추진

- 자산유동화법상 자산보유자로 지정되지 않은 대부업체가 ABS 발행을 

통해 저리의 자금을 조달하는 데에는 한계

- 대출원리금을 기초자산으로 유동화 증권을 발행하는 특수목적법인

(SPC)을 통해 대출형식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ABL을 적극 활용

- 특히, SPC가 기초자산에 대한 신용보강까지 받을 수 있다면, 신용위험

이 낮아져 조달비용을 더욱 낮출 것으로 기대

o 단기전략 2. (모집비용 절감과 상품판매 강화) PaaS 서비스 모델을 통해 

중개수수료 절감 및 마케팅 강화

◯ 대출모집인 영업을 갖춘 경쟁력 있는 플랫폼 업체와 PaaS 협약을 통해 

대부업체 대출상품 판매를 추진

- 높은 인지도와 충성고객을 갖춘 플랫폼 업체와의 PaaS 협약을 토대로 

White Label 형태의 대출상품 판매

- 플랫폼의 브랜드 인지도, 다양한 디지털 금융서비스 지원으로 대부업

체의 매출실적을 제고가 기대

- 아울러, 중개수수료 대비 저렴한 플랫폼 입점 수수료는 모집비용 절감

을 통한 대부업체의 수익성 제고에도 기여

o 단기전략 3. (무주택 부동산 담보대출 확대) 온라인 플랫폼과의 협약을 통

해 부동산 대출서비스 제공

◯ 무주택자 대상 부동산 담보대출에 대한 규제의 일부 완화로 향후 부동

산 담보대출에 대한 수요 증가 가능성에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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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업체의 대출포트폴리오에서 최근 신용대출에서 주택담보대출로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양상

- 위험프리미엄이 큰 신용대출은 위험관리비용 부담과 모집비용이 큰 

관계로 최고금리 인하로 대출포트폴리오에서 비중 축소는 불가피

- 무주택자 등 저신용 차주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의 전략적 확대를 통해 

대출시장에서의 대부업체의 입지를 유지하는 전략 바람직

- 최근 인기를 얻고 있는 직방과 서비스 제휴를 맺고, 직방 플랫폼내에

서 고객에게 부동산 매입을 위한 전월세 보증금 대출, 부동산 담보대

출 등의 대출상품 판매

o 중기전략 1. (대안신용평가를 활용) 맞춤형 저신용 소상공인 신용대출업 진출

◯ 최근 코로나 19로 인해 대출수요가 늘어난 저신용 소상공인 대상 대출

공급시장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

- 금융정보가 부족한 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대출공급을 위해

서는 다양한 상거래 정보 등 비금융정보를 활용한 대안신용평가 모델 

확보가 필수

- 향후 최고금리 인하로 은행, 제2금융권 대출에서 배제된 저신용 소상

공인 대출수요가 늘어날 것을 감안해 맞춤형 신용대출에 주력

o 중기 전략 2. (부수업무 확대) 저신용 차주 사후관리 서비스를 수익모델화

◯ 최근 시중은행과 인터넷 은행들은 대출규제 강화, 신규 고객확보 어려

움 등으로 저신용 차주 위주의 신규고객 발굴에 주력

- 시중은행은 대출규제 강화로 인한 공급 축소, 낮은 예금 및 적금 금리

로 인한 유인 약화로 기존 고객 이탈을 우려하는 상황

- 인터넷 전문은행도 정부의 중금리 대출 확대 요청에 그동안 외면하던 

중·저 신용자에 대한 대출 확대에 주력

- 저신용자에 대한 정보 우위 및 추심 노하우 등을 토대로 시중은행을 

대상으로한 사후관리 서비스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모델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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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후관리 서비스를 통한 수수료 수익의 확보, 동 서비스 제공을 통해 

은행으로부터의 대출금 확보 등 다양한 수익모델 창출이 가능할 전망

o 장기전략. (해외 신흥시장 진출) 소액 금융업 진출 확대

◯ 코로나 19 여파로 인한 영업중단 등으로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점포의 

영업실적이 감소했으나, 고금리로 인해 이자이익은 지속적 증가세

- 2020년 국내 은행의 해외점포 중에서 이자이익 증가 및 당기순이익 

흑자세를 기록한 국가는 주로 베트남, 캄보디아 등 동남아권

- 소액대출수요가 많고, 대출이자율이 높은 동남아 지역위주의 신흥시장

내에서 소액 금융업 영위 타진

- 동남아권 국가들은 대체로 불교권 국가로서 연체율이 낮고, 높은 대출

금리, 약한 이자율 상한선 규제 등으로 이자수익 창출에 유리한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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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록

 1) 최고금리인하와 대출총량규제가 대부업체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력 분석

   

Specification 1 Specification 2 Specification 3

시장규제 미반영 최고금리인하규제 대출총량규제

        

 -3.4826*** -8.21 0.8975*** 3.55 -5.3051*** -37.58

 -0.0051 -0.78 -0.0092** -2.32 -0.0047** -2.36

 -0.0152*** -3.67 -0.0174*** -7.34 -0.0112*** -8.73

 -0.0717*** -6.37 -0.0552*** -9.08 -0.0332*** -9.46

 -0.0264*** -3.75 -0.0207*** -5.31 -0.0120*** -5.87

 1.1295*** 23.81 1.1502*** 22.82 1.3365*** 84.86

 782.55*** 4,581.75*** 10,402.05***

 136 136 136

주1: ***, **, *는 1%, 5%, 10%수준에서 각각 유의함을 의미함.
주2: Wald 검증의 귀무가설은 모든 회귀계수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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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LTV와 DSR이 대부업체의 대출공급에 미치는 영향력 분석

   

Specification 1 Specification 2 Specification 3

시장규제 미반영 LTV 규제 DSR 규제

        

 -10.7290*** 426.54 10.6740*** 361.78 10.6998*** 312.06

 -0.0012** -2.42 -0.0010** -2.36 -0.0012** -2.32

 -0.0024*** -7.94 -0.0023*** -8.73 -0.0024*** -7.34

 -0.0075*** -9.41 -0.0069*** -9.46 -0.0075*** -9.08

 -0.0028*** -5.53 -0.0025*** -5.87 -0.0028*** -5.31

 0.1581*** 56.05 0.1643*** 49.91 0.1616*** 40.41

 3,880.59*** 3,740.29*** 4,057.39***

 136 136 136

주1: ***, **, *는 1%, 5%, 10%수준에서 각각 유의함을 의미함.
주2: Wald 검증의 귀무가설은 모든 회귀계수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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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고금리인하와 대출총량규제가 대부업 등록업체수에 미치는 영향력 분석

   

Specification 1 Specification 2 Specification 3

시장규제 미반영 최고금리인하규제 대출총량규제

        

 8.8763*** 186.86 8.9718*** 190.19 8.6292*** 334.47

 0.0118*** 3.17 0.0048 1.37 0.0325*** 15.83

__ -0.0199*** -4.60

__ -0.0504*** 21.69

 10.02*** 31.72*** 524.89***

 136 136 136

주1: ***, **, *는 1%, 5%, 10%수준에서 각각 유의함을 의미함.
주2: Wald 검증의 귀무가설은 모든 회귀계수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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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최고금리인하가 영업비용율(원가금리)에 미치는 영향력 분석

   

Specification 1 Specification 2

종속변수 반응의 방향성 사건발생 가능성

      

 66.0860 0.57

__ 1.5327* 1.74 4.6306* 1.74

 -1.1138 -0.48 0.3283 -0.48

 -4.8755 -0.44 0.0076 -0.44

 136 136

주1: ***, **, *는 1%, 5%, 10%수준에서 각각 유의함을 의미함.
주2: Odds ratio(오즈비)는 최고금리인하 시행시 영업비용율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그렇지 않을 가능

성 대비 비율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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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중소기업 지원팩터가 중소기업대출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 분석(서지용, 

2019의 실증분석결과 표 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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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거시건전성 규제가 대출시장에 미치는 영향(Ji-Yong Seo, 2020의 실증분석

결과 표 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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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카드사의 자금조달구조가 수익성, 자기자본에 미치는 영향(서지용, 2021의 

실증분석결과 표 4, 5 참조) 

 - 표에서 ABSW는 카드사의 자금조달구조에서 유동화증권 발행 비중

 - 종속변수인 ROA, Capital은 각각 카드사의 총자산이익률, 자기자본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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