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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Ⅰ. 서론

금융당국인 금융위원회는 2020년 9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

률」(“대부업법”)을 전면 개정하는 「소비자신용에 관한 법률」제정안(“소비자신용법

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소비자신용법안은 ① 개인채무자와 채권금융기관 사이의 채

무조정 제도의 도입 ② 개인채무자의 과도한 채권 추심 부담의 완화 ③ 채권금융기관의 

개인채무자에 대한 보호 책임 강화라는 세 가지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대출에

서 회수에 이르기까지 전체 과정에서 채권금융기관, 채권추심업자, 개인채무자 사이의 권

리 및 의무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법제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이 연구는 소비자신

용법안의 주요 내용을 개관하면서 ‘채권매입추심업’ 관련 조항에 중점을 두어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분석 대상 법안은 2020년 9월 발표한 법안이다. 

Ⅱ. 소비자신용법안의 개관

소비자신용법안은 법 제정의 목적을 “소비자신용에 따른 채권ㆍ채무의 성립과 변동, 추

심, 상환 및 소멸과 관련한 채권금융기관과 개인채무자 간의 권리ㆍ의무를 명확히 하고 소

비자신용관련업자의 허가ㆍ등록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채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소비자신용 관련 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안 제1조). 즉 소비자신용법안은 채권금융기관과 개인채무자 사이의 소비자신용과 관

련하여 발생하는 채권·채무 관계에 적용되는 법이다. 

소비자신용법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세 가지 분야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개인채무자와 

채권금융기관 사이의 채무조정 제도의 도입 내용이다. 개인채무자가 채권금융기관에 대해

서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새로이 부여하고 있으며, 개인채무자와 채권금융기

관 사이에 채무조정 교섭을 하는 채무조정교섭업을 신설하고 있다. 

둘째는 개인채무자의 과도한 추심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기한의 이익이 상실

되더라도 아직 상환 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채무 원금에 대해서는 연체 가산이자를 부과하

는 것을 금지하고 약정이자만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며, 상각된 연체 개인채권에 대해서는 

장래 이자채권을 면제한 경우에만 채권의 양도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고, 일정한 요건에 해

당하는 개인채권에 대해서는 양도 및 추심 행위를 금지하여 과도한 추심 및 양도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을 막고 있고, 채권추심자가 개인채무자에 대해서 추심 연락을 할 수 있는 

횟수를  제한하고 있으며, 채권추심자에게 특정 시간대에 추심 연락을 중지해달라는 권한

을 개인채무자에게 부여하고 있고, 실제 손해액을 정확하게 산정하고 입증하기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서 법으로 정한 일정한 금액의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법정손해배상

(statutory damage) 제도 등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셋째는 채권금융기관의 개인채무자 보호와 관련한 책임 강화 내용이다. 즉 채권금융기관이 

채권수탁추심업자나 채권매입추심업자를 선정할 때 일정한 내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선정

하도록 하고, 채권수탁추심업자나 채권매입추심업자가 위법 행위를 하는지 여부를 점검하도

록 하는 등 사후 관리 의무를 부여하여 적정한 채권추심업자를 통하여 채권 추심 행위가 이

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채권수탁추심업자가 법 위반을 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

우에 추심 업무를 위탁한 채권금융기관도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여 채권금융기관의 책임

을 강화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개인채무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Ⅲ. 채권매입추심업 규제안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1. 채권매입추심업자의 겸업 제한(안 제18조)

소비자신용법안은 대부업자, 대부중개업자, 채권수탁추심업자, 채권매입추심업자, 채무조정교섭

업자 등 ‘소비자신용관련업자’의 겸영 업무 규제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안 제18조). 소비자

신용법안은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의 겸업을 명시적으로 허용하면서 이외에는 소비자신용관련업자

가 “개인채무자 보호 및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만을 겸영 업무로서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금융당국의 입장은 시행령에서 

소비자신용관련업자는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의 겸업을 제외하고는 소비자신용관련업을 상호 겸업

할 수 없도록 규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겸업을 통한 상승효과를 도모하고 수익력을 높이기 위해

서는 채권매입추심업과 대부업의 겸업 및 채권매입추심업과 대부중개업 사이의 상호 겸업을 허

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겸업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의 문제는 내부정보 차단벽(Chinese 

Wall) 장치 등 이해상충 방지 체제 구축 의무를 부여해서 해결하면 될 것이다. 

2. 담보조달비율 규제(안 제19조 제2항)

소비자신용법안은 채권매입추심업자에 대해서 차입 총량 규제뿐만 아니라 담보조달비

율 규제를 하고 있다. 즉 채권매입추심업자는 총자산을 자기자본의 10배 이내에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배수(즉 총자산한도)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로 유지해야 할 뿐만 아니라, 채



권을 매입하려는 경우에는 채권 매입 대금 중 매입하고자 하는 채권을 담보로 조달한 자

금의 비율(즉, 담보조달비율)이 70% 이내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넘어서는 안 된다

(안 제19조). 그런데 이미 차입총량 규제에 의해 자금 차입 한도를 규제하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담보조달비율을 제한하는 것, 더 나아가서 담보조달비율 70% 이내라는 아주 강한 

규제를 하는 것은 채권매입추심업자의 영업력을 상당히 제약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

면 채권매입추심업 시장이 위축되어서 채권금융기관이 제때에 부실채권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어 자산 건전성을 유지하는데도 부담이 되는 등 오히려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담보조달비율규제는 폐지할 필요가 있다.

3. 기한 이익 상실 예정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안 제29조)

소비자신용법안은 채권금융기관이 연체 등의 사유로 해서 개인채무자의 기한의 이익을 상

실시키려는 경우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일로부터 10영업일 전까지 해당 개인채무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안 제29조 제1항). 통지와 관련해서 도달주의를 취하고 있는데, 수령

자인 개인채무자가 수령을 거절하거나 소재가 알려지지 않아서 통지가 도달하지 못한 경

우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아 문제이다. 따라서 채권금융기관이 알고 있는 개인채무자

의 주소지로 통지를 2회 이상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했으나 소재 불명 등으로 반송된 때

에는 통지가 도달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을 두어 해결할 필요가 있다.

4. 기한이익 상실 후 연체 가산이자 부과 금지(안 30조 제1항) 

소비자신용법안은 기한의 이익 상실 후 아직 채무 이행의 기한이 도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는 연체 가산이자를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는 방안을 도입하고 있는데(안 제30조 제

1항),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면 원금 전체 금액을 이행해야 할 의무가 생기므로 전체 원금

에 대하여 연체 가산이자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과 재산권 행사에 대한 과도한 

침해 내지 비례원칙 위반의 소지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5. 매입채권 재양도 시의 원채권금융기관의 동의(안 제31조 제4항) 

소비자신용법안은 채권매입추심업자 등 채권금융기관이 매입채권을 양도하려고 하는 경우

에는 채권을 최초로 양도한 원채권금융기관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다(안 제31조 제4항). 

그런데 원채권자가 채권을 양도하게 되면 채권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는데, 채권 양수인이 

양도를 하려고 하는 경우에 해당 채권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원채권금융기관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볼 때 타당하지 않으므로 삭제할 필요가 있다. 



6. 채권 양도 전 장래 발생 이자 채권의 면제(안 제31조 제5항)

소비자신용법안은 채권금융기관이 회수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한 채권으로서 대통

령령이 정하는 채권을 양도할 경우에는 채권 양도 전에 장래에 발생할 이자채권을 면제하

고 해당 사실을 개인채무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안 제31조 제5항). 그런데 장래 발

생할 이자 채권을 면제할 것인지 여부는 채권 매매 당사자 사이에 합의할 사항이지 법이 

규제할 성격은 아니다. 사적 자치 영역을 법률로 규율하는 것은 채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특히 채권 가격이라는 것은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결정

되는 것인데, 이렇게 법이 강제해서 이자를 받을 수 없게 하면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에 

영향을 미쳐 양도하는 채권 가격이 하락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채권금융기관의 

재산권 행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 따라서 이 조항도 삭제할 필요가 있다.

7. 채권 양도 예정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안 제32조)

소비자신용법안은 채권매입추심업자 등 채권금융기관이 연체채권을 매각하려는 경우에 매

각 예정일로부터 10영업일 전까지 개인채무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안 제32조 제1항 

본문). 도달주의를 취하고 있어, 채무자의 소재 불명이나 채무자가 악의적으로 수령 불능 상

태를 만드는 경우에 통지 도달 여부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채권매입추심업자 등 채권자가 

채권 양도 절차를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생기는 문제가 있다.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2회 이

상 내용증명우편이 반송된 경우에는 도달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8. 원채권금융기관의 채권 양수인에 대한 관리 의무(안 제33조 제3항)

소비자신용법안은 채권매입추심업자 등 채권 양수인이 추심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지 여부

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채권을 양도한 ‘원채권금융기관’에게 부여하고 있다(안 제

33조 제3항). 그런데 채권 양도로 권리가 이미 상실된 채권에 대하여 원채권금융기관이 채

권 양수인의 추심 행위에 대하여 관리 감독을 하라는 것은 권리가 없는 채권에 대하여 권

리 행사를 하라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으므로 삭제할 필요가 있다. 

9. 채권추심자의 추심 연락 횟수 제한 및 개인채무자의 연락 제한 요청권(안 제36조)

채권추심자는 개인채무자에게 1주일에 7회를 초과하는 추심 연락을 해서는 안 되며(안 제

36조 제2항), 개인채무자는 채권추심자에게 특정한 시간대 또는 특정한 방법이나 연락 수



단을 통한 추심 연락을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다(안 제36조 제5항). 그런데 이러한 추심 

연락 총량 제한이나 연락 제한 요청권 부여는 오히려 채권추심자의 추심 영업 행위를 과

도하게 침해한다고 볼 여지가 있어서 헌법상의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 위반 논란이 

제기될 여지가 있어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1안). 그렇지 않다면 미국의 경우처럼 횟수 

위반 조항을 ‘추정’ 조항으로 규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2안). 만약 연락 횟수 제

한 제도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미국의 경우처럼 전화 연락만 포함하고 전자우편이나 문자

를 보내는 것은 횟수에 포함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3안). 특히 개인채무자의 

연락 제한 요청에 대하여 채권추심자가 반드시 응해야 하는 요건도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법안에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할 것이다. 

10. 주택경매 예정의 사전통지(안 제37조)

소비자신용법안은 채권금융기관이 연체된 개인채권과 관련하여 일정한 주택의 경매를 신

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경매신청 예정일로부터 10영업일 전까지 일정한 사항을 개인채무

자 등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어서(안 제37조 제1항) 도달주의를 취하고 있다. 그런데 개

인채무자 등 통지 수령인이 소재 불명이 되거나 악의적으로 소재 불능으로 만드는 경우에 

통지의 효력에 관한 규정이 없어서 문제이므로 내용증명 우편으로 송부한 통지가 2회 이

상 반송이 되면 통지가 도달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11. 채무조정 관련 업무의 채권수탁추심업자에 대한 위탁 금지(안 제38조 제2항)

소비자신용법안은 채권금융기관이 채무조정과 관련한 업무를 채권수탁추심업자에게 위탁할 

수도 없도록 하고 있다(안 제38조 제2항 본문). 그런데 채권수탁추심업자가 회수한 채권액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가능한 최대한의 상환을 받으려고 하므로 채무 조정을 통해

서라도 회수를 하는 것이 채권금융기관에게도 유리하다는 점에서 채무 조정의 유인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채권수탁추심업자의 채무조정 관련 업무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 

 

12. 위임직채권추심인에 대한 추심 위탁(안 제41조)

채권수탁추심업자는 필요한 경우 임직원 이외에도 위임직채권추심인을 통하여 채권 추심 

행위를 할 수 있다(안 제41조 제1항). 반면에 동일한 채권 추심 영업을 하는 채권매입추심

업자에 대해서는 위임을 통하여 채권 추심 행위를 허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채권

매입추심업자도 위임직채권추심인을 통하여 채권 추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할 

것이다.



13.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 요청과 채무조정안(안 제45조)

소비자신용법안은 자력으로 채무 상환이 어려운 개인채무자가 채권금융기관에게 채무 조

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안 제44조 제1항). 그런데 소비자신용법안에는 채권금융

기관의 채무조정안에 대한 개인채무자의 수락 기간 규정이 없다. 개인채무자가 채무 조정 

요청을 한 이후 채권금융기관이 심사 결과 통지 전까지는 채권 추심 중단 및 양도 제한이 

이어진다는 점에서 악의적으로 수락을 지연시키는 개인채무자가 있을 수 있어 채무 조정 

제도를 악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채무조정안 제시에 대한 수락 기간을 법에 규정

할 필요가 있다. 

14. 채권수탁추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원채권금융기관의 연대 책임(안 제68조 제3항)

 

소비자신용법안은 채권수탁추심업자나 위임직채권추심인이 채권 추심 관련 법률을 위반

해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에는 ‘원채권금융기관’도 연대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는데(안 제68조 제3항 본문), ‘원채권금융기관’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 아니라 채권 추

심 위탁을 한 ‘채권금융기관’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15. 원채권금융기관의 손해배상책임(안 제68조 제5항)

소비자신용법안은 원채권금융기관이 채권 양수인에 대한 점검 관리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원채권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규정도 두고 있다(안 제68조 제

5항), 그런데 원채권금융기관이 채권을 이미 매각해서 권리가 없는 상태에서 채권 양수인

의 채권 추심 행위를 점검 관리하는 것은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같은 이유로 원채

권금융기관의 관리 감독 의무 위반에 의거하여 원채권금융기관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도 타당성이 없으므로 삭제할 필요가 있다.

IV. 결론

채권매입추심업 관련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채권매입추심업자 

등 소비자신용관련업자의 상호 겸업을 제한하려는 금융당국의 방침은 재고할 필요가 있으

며, 겸업을 통한 상승효과 도모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채권매입추심업과 대부업의 

겸업 및 채권매입추심업과 대부중개업 사이의 상호 겸업을 허용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법안에 포함시켜야 한다. 둘째, 채권매입추심업자에 대한 담보조달비율 규제 도입 방안도 



채권매입추심업자에 대한 과도한 영업 규제로 보이며, 담보조달비율은 시장에 맡겨서 운

영하도록 해도 무방하기 때문에 이 조항은 삭제해야 한다. 셋째, 채권금융기관이 채권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기 전에 연체 개인채무자에게 사전에 통지하도록 하는 제도 

도입 방안과 관련해서도 개인채무자의 주소 불명이나 개인채무자가 악의적으로 통지 수령 

불능 상태로 만드는 경우에 통지 도달 여부에 대한 규정이 불비하여 문제가 되므로 내용

증명 우편으로 통지했음에도 불구하고 2회 이상 반송된 경우에는 통지가 도달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넷째, 기한이익 상실 후 아직 채무 이행의 기한이 도래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는 연체 가산이자를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도 기한이익이 

상실되면 원금 전체 금액을 이행해야 할 의무가 생기므로 전체 원금에 대하여 연체 가산

이자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과 이에 따라 재산권 행사에 대한 과도한 침해 내지 

비례원칙 위반의 소지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개인채

권 양수인이 해당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 최초로 채권을 양도한 원채권금융

기관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조항도 이미 채권을 양도해서 권리가 없는 채권에 대해서 원

채권금융기관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으므로 삭제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채권 양도 전에 장래 발생 이자 채권을 면제하도록 하는 조항도 삭제할 필

요가 있다. 이 조항은 채권금융기관의 재산권 행사를 침해한다고 볼 여지가 있으며, 채권 

가격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곱째, 상각채권을 양도하기 전에 개인채무자에

게 사전에 통지하도록 하는 조항과 관련해서도 채무자가 악의적으로 통지 수령 불능 상태

로 만든 경우 통지 도달 여부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문제가 되므로 발송한 내용증명 우편

이 2회 이상 반송되는 경우에는 통지가 도달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어야 한다. 여덟

째, 채권을 양수받은 채권양수인이 채권 추심 행위를 적법하게 하는지 점검하는 관리 의무

를 원채권금융기관에게 부여하는 방안도 폐지할 필요가 있다. 이미 채권을 양도해서 권리

가 없는 채권에 대하여 원채권금융기관에게 점검 관리를 하도록 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타

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아홉째, 1주일에 7회 이내 추심 연락 횟수 제한이나 개인채무자의 

특정시간대 추심 연락 금지 요청 등 추심 연락 제한 방안도 채권추심자의 추심 영업 행위

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보이고 공정채권추심법에 의한 채권 추심 연락 규제로 충분할 것

으로 판단되므로 이 도입 방안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1안). 그렇지 않으면 ‘추정’ 조

항으로 규정하는 방안(2안)으로 도입하거나 만약 연락 횟수 제한 제도를 그대로 유지한다

면 전화 연락만 포함하고 전자우편이나 문자를 보내는 것은 횟수에 포함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3안). 또한 개인채무자의 연락 제한 요청에 대하여 채권추심자가 반드시 응해

야 하는 요건도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법안에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할 것이다. 열째, 채권금융기관이 일정한 주택을 경매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전에 

개인채무자 등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조항과 관련해서도 개인채무자 등이 주소 불명이 되

거나 수령 불능 상태로 만든 경우에 통지 도달 여부에 대한 규정이 없어 문제가 되므로 내



용증명 우편이 2회 이상 반송되면 통지가 도달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둘 필요가 있

다. 열하나째, 채권수탁추심업자가 채무조정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채권금융기관과 개인

채무자에게 유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채권금융기관이 채무조정과 관련한 업무를 채권수탁

추심업자에게 위탁할 수도 없도록 하는 조항도 삭제할 필요가 있다. 열둘째, 채권매입추심

업자도 위임직채권추심인에게 채권 추심을 위탁하여 추심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이는 채권수탁추심업자에 대해서는 위임직채권추심인에 의한 채권 추심 행위를 허

용하는 것과 비교하여 형평성면에서 타당하지 않고, 위임직채권추심인에게 위탁하여 추심

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열셋째, 개인채무자의 채권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조정 요청과 관련하여 채권금융기관이 제시한 채무조정안에 대해서 개인채무자가 수락해

야 하는 기간 규정을 법안에 둘 필요가 있다. 열넷째, 채권수탁추심업자나 위임직채권추심

인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에는 원채권금융기관도 연대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

는 조항도 원채권금융기관이 아니라 채권 추심을 위임한 해당 채권금융기관이 연대 책임

을 지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열다섯째, 원채권금융기관이 채권 양수인의 적법 행위 여

부 점검 의무를 다하지 못해서 지게 되는 손해배상책임 제도의 도입 조항도 삭제할 필요

가 있다. 이미 채권을 양도해서 권리가 없는 채권에 대한 점검 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책

임을 지게 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끝으로 법안 마련 과정에서 업

계나 소비자단체 등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잘 수렴할 수 있는 체계를 마

련하여 바람직한 법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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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연체 개인

채무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사회 문제화 되고 있고, 이에 대한 대책 방안 마련

이 요구되고 있다. 연체 채권의 처리와 관련하여 금융기관 등 채권금융기관은 자산건

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연체된 개인채권을 직접 추심하기 보다는 이를 채권추심업자

에게 매각하거나 추심 위탁을 통하여 채권을 회수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연체 개인채

무자에 대한 채권 회수 압박이 커지는 문제도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연체 개인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2009년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채

권추심법”이라 한다)의 제정을 통해서 연체 개인채무자를 보호하는 정책을 취해왔다. 

그러나 여전히 약자인 연체 개인채무자에 대한 과도한 추심 압박을 통해서 채권 회수

를 극대화 하려는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대출에서 회수

에 이르기까지 전체 과정에서 채권금융기관, 채권추심업자, 개인채무자 사이의 권리 및 

의무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법제 마련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이루어지면서, 금

융당국인 금융위원회는 2020년 9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

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을 전면 개정하는 「소비자신용에 관한 법률」제정

안(이하 “소비자신용법안”이라 한다)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소비자신용법안은 ① 개인채무자와 채권금융기관 사이의 채무조정 제도 도입 ② 개

인채무자의 과도한 채권 추심 부담으로부터 완화 ③ 채권금융기관의 개인채무자에 대

한 보호 책임 강화라는 세 가지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 법안에서 주목되는 것

은 ‘채권매입추심업’1)이다. 소비자신용법안은 ‘소비자신용관련업’으로서 현재 대

부업자가 겸영 업무로서 영위하고 있는 ‘채권매입추심업’을 별도의 업무로서 규정하

면서 금융감독당국에 대한 등록 의무를 부과한 후 다른 소비자신용관련업의 겸업을 제

한하고 있으며, 담보조달비율 규제 부과 등 여러 가지 영업 규제를 하고 있다. 또한 채

권 추심 연락 총량 제한이나 개인채무자에게 채권 추심 연락 제한 요청권의 허용 등 채

권매입추심업자의 채권 추심 행위에 대한 여러 규제를 통해서 연체 개인채무자를 보호

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1) ‘매입채권추심업’이라고 할 수도 있으나, 소비자신용법안이 ‘채권매입추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이 

연구에서는 법안에 따라 ‘채권매입추심업’이라고 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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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러한 규제 방안이 약자의 위치에 있는 개인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것이라 일정 부분 도입의 타당성이 있다고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채권매입추심업

자의 영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어 자칫 채권매입추심업 시장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는 문

제 제기도 있는 실정이다. 이런 점에서 소비자신용법안이 그대로 제정 시행되면 채권매입

추심업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할 것이다. 연체 개인채무자를 

보호하는 제도가 오히려 채권매입추심업자의 영업을 위축시키면서 채권매입추심업을 영

위하려는 업체의 수가 줄어들 수 있으며, 이렇게 되면 채권금융기관에게도 부담이 될 수 

있다. 부실채권을 매각하지 못하면서 채권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이 취약해지는 문제가 발

생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융당국이 입법 예고한 소비자신용법안상의 채권매입

추심업에 관련된 조항을 검토해서 문제가 있는 조항은 개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향후 시행령이 마련되는 과정에서 채권매입추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내용이 들

어갈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소비자신용법안이 도입하려는 채권매입추심업에 관한 규제 내용을 면밀히 검

토하여 문제가 있는 부분을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도 필요한 일이라고 하겠다. 따

라서 이 연구는 소비자신용법안이 새로이 도입하고 있는 채권매입추심업의 영업 행위에 관련

된 조문들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서 II.에서

는 소비자신용법안의 중요한 내용을 개관해보면서 문제점이 있는 조항은 지적하고, III.에서는 

채권매입추심업의 영업 행위와 관련해서 소비자신용법안이 도입하고 있는 여러 규제 중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조항들을 중심으로 해서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채권매입추심업과 관련된 선행 연구로는 한재준(2020)2)이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에는 이 연구의 내용을 인용하면서 비교 분석하기로 한다. 또한 유사한 법률안으로서 2021. 

5. 25. 민형배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비자신용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있는데, 주로 

소비자의 채무 변제 능력을 초과하는 신용계약 체결에 대한 제한, 분쟁 조정, 채무 조정, 지

방자치단체의 금융복지상담 기능의 강화 등을 규정하는데 그치고 있어, 그 범위가 정부 발

의 소비자신용법안의 내용보다 좁은 면이 있지만 채권 양도 제한 등과 관련된 부분은 소비

자신용법안과 비슷한 내용이 있으므로 해당 부분을 논의할 때는 민형배 의원안의 내용도 같

이 언급하기로 한다.    

2) 한재준, “소비자신용법 제정과 관련한 대부업계 이슈 고찰-매입추심업계를 중심으로-,” 한국대부

금융협회 연구용역보고서, 2020.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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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소비자신용법안의 개관

  소비자신용법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세 가지 분야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개인채

무자와 채권금융기관 사이의 채무조정 제도의 도입 내용이다. 개인채무자가 채권금융

기관에 대해서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새로이 부여하고 있으며, 개인채무

자와 채권금융기관 사이에서 채무조정 교섭 업무를 수행하는 채무조정교섭업을 신설하

고 있다. 

  둘째는 개인채무자의 과도한 추심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기한의 이익

이 상실되더라도 아직 상환 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채무 원금에 대해서는 연체 가산이

자를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고 약정이자만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며, 상각된 연체 개인

채권에 대해서는 장래 이자채권을 면제한 경우에만 채권의 양도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

고,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개인채권에 대해서는 양도 및 추심 행위를 금지하여 과도

한 추심 및 양도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을 막고 있고, 채권추심자가 개인채무자에 대해

서 추심 연락을 할 수 있는 횟수를  제한하고 있으며, 채권추심자에게 특정 시간대에 

추심 연락을 중지해달라는 요청 권한을 개인채무자에게 부여하고 있고, 실제 손해액을 

정확하게 산정하고 입증하기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서 법으로 정한 일정한 금액의 손해

배상을 하도록 하는 법정손해배상(statutory damage) 제도 등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주로 채권 추심 행위에 대한 규제의 내용이 되는데, 이 가운데 채권매입추심업에 

관한 사항은 이 연구의 주요 대상이라 III.에서 자세히 검토한다. 

  셋째는 채권금융기관의 개인채무자 보호와 관련한 책임 강화 내용이다. 즉 채권금융

기관이 채권수탁추심업자나 채권매입추심업자를 선정할 때 채권수탁추심업자나 채권

매입추심업자를 채권금융기관이 규정한 일정한 내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선정하도록 

하고, 채권수탁추심업자나 채권매입추심업자가 위법 행위를 하는지 여부를 점검하는 

등 사후 관리 의무를 부여하여 적정한 채권추심업자를 통하여 채권 추심 행위가 이루

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채권수탁추심업자가 법 위반을 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

는 경우에 원채권금융기관도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여 원채권금융기관의 책임을 강

화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개인채무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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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II.에서는 소비자신용법안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 및 그 주요 내용에 대하여 개

관해보기로 한다. 그 분석 대상은 금융위원회가 2020년 9월에 발표한 법안으로 하고 있

다. 소비자신용법안은 정부 발의 법안이어서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의 심사를 거치

게 되기 때문에 원래의 법안이 다소 변경될 수 있으나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법안이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2020년 9월에 발표한 법안을 분석 대

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지적한 일부 내용은 규제개혁심사위원회를 통해 수정된 법

안에 이미 반영되었을 수도 있지만 아직 공식적으로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최초 법

안을 대상으로 검토했음을 밝혀둔다.  

1. 법안 제정 배경

 

 개인 신용대출이 본격화된 2000년대 이후 여러 차례 제도 개선을 통해 개인채무자 보

호 제도의 틀이 형성되어 왔다. 즉, 연체 개인채무자에 대한 재기 지원을 위해 신용회

복위원회를 통한 개인 채무조정(workout) 제도가 2002년 실시되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법원을 통한 개인 회생 제도도 2004년에 도입되는 등 

공적 채무 조정 제도가 구축된 바 있다.3) 이외에도 채권추심자와 채무자 사이에서 나

타날 수 있는 가혹한 불법 추심 행위를 제한하기 위해 공정채권추심법이 2009년 제정

된 바 있다. 또한, 불법 사금융 방지를 위해 대부업법이 2002년 제정되고, 2009년 개정

을 통해 채권매입추심업을 규제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채권 추심 시장의 질서 개선 등 상당한 성과가 있었으나, 연체 개인채무자

가 과도한 추심 부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문제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

기되었고, 개인채무자가 신용회복위원회나 법원에 채무 조정을 신청하기 전(前)에 채권

금융기관과 직접 채무 조정을 협의할 수 있는 제도가 존재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지적

되었다.4) 그리고 공정채권추심법은 폭행이나 협박 등 특정 채권 추심 행위를 금지하는 

소극적 규율 방식이어서 개인채무자의 재기 지원과 권리 향상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

도 제기되었다.5) 또한 채권금융기관은 대부분 채권추심업자에게 연체 채권의 추심을 

3) 금융위원회, “개인채무자와 채권금융기관간 상생의 선순환 구조 형성을 위한 소비자신용법안 주

요내용 발표,” 보도자료의 [별첨 2] 「소비자신용법안」의 주요 내용, 2020. 9. 9, 1면. 

4) 위의 보도자료의 첨부자료, 1면.

5) 위의 보도자료의 첨부자료,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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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하거나 연체 채권을 매각하는 것이 보편화되어 개인채무자 보호에 소홀해지고 채

권 회수에 치중한 추심 관행이 형성되어 오는 문제점도 지적되었다.6) 

 이에 따라 대출의 전체 과정에서 채권금융기관, 채권추심업자, 개인채무자 사이의 권

리 및 의무 관계가 상호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

고, 이를 반영하여 금융당국인 금융위원회는 2020년 9월 대부업법을 소비자신용법안으

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발표하고 입법 예고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 소비자신용법 제

정 목적을  “소비자신용에 따른 채권·채무의 성립과 변동, 추심, 상환 및 소멸 등 일

련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채권금융기관과 개인채무자 사이의 권리ㆍ의무 전반을 규율함

으로써 개인채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소비자신용 관련 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

모”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다.7)

2. 법 적용 범위

 소비자신용법안은 법 제정의 목적을 “소비자신용에 따른 채권ㆍ채무의 성립과 변동, 

추심, 상환 및 소멸과 관련한 채권금융기관과 개인채무자 간의 권리ㆍ의무를 명확히 

하고 소비자신용관련업자의 허가ㆍ등록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채무자

의 권익을 보호하고 소비자신용 관련 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

고 규정하고 있다(안 제1조). 따라서 소비자신용법안의 적용 범위를 파악하려면, ‘소

비자신용’의 개념, ‘개인채권’의 정의, ‘채권금융기관’의 범위, ‘개인채무자’의 

정의, ‘소비자신용관련업자’의 범위 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우선 소비자신용의 개념을 살펴보면, 소비자신용은 “① 대부계약에 따른 금전의 대

부, ② 지급보증･보증보험의 대위변제, ③ ①이나 ②의 행위로 발생한 채권의 양수, ④ 

그 밖에 ①, ②, ③과 유사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가 해당한다(안 제2

조 제1호). 그리고 ‘대부’의 범위에는 “어음할인ㆍ양도담보ㆍ신용카드의 발행 및 

그 이용과 관련된 대금의 결제ㆍ연불판매(延拂販賣)ㆍ시설대여ㆍ할부금융의 제공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전의 교부”를 포함한다고 하

6) 위의 보도자료의 첨부자료, 1면.

7)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0-353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

률(안) 입법예고, 개정 이유, 2020. 9. 21(이하 “개정이유서”라고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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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어서(안 제2조 제1호 가목), 대부의 범위는 단순한 대출 거래뿐만 아니라 어음할

인 거래 등이 포함되는 넓은 개념이 된다. 즉 소비자신용의 범위에는 금융기관이나 대

부업자 등이 금융업 영위 과정에서 보유하는 채권을 모두 포괄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채권의 양수’ 행위도 소비자신용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어서 단순한 

대출계약 행위뿐만 아니라 채권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매입하는 행위도 소

비자신용의 범위에 포함된다. 다만 소비자신용법안은 “채권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법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데(안 제2조 제1호 단서), 

이는 소액의 소비자신용 거래의 경우에만 소비자신용법을 적용하여 소액으로 신용을 

제공받은 개인채무자를 보호하려는 취지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소비자신용법안은 법인에 대한 채권이 아닌 ‘개인채권’에 대해서만 적용하

도록 하고 있는데, 개인채권이란 “채권금융기관이 보유하는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

권”을 말한다(안 제2조 제5호). 따라서 공정채권추심법이 민사관계에 따른 채권까지 

법 적용 대상으로 하는 것8)과 대비하여 소비자신용법안은 이러한 개인 사이의 민사관

계에 따른 채권은 법안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개인채권

의 범위를 이해하려면 ‘채권금융기관’과 ‘개인채무자’의 범위를 파악할 필요가 있

다. 우선 ‘채권금융기관’의 범위는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금융 관련 법률에 따

른 여신금융기관, 대부업자, 채권매입추심업자,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지역신

용보증재단 등 특별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관, 서민금융진흥원, 한국자산관리공사, 유동

화전문회사 등이 포함된다(안 제2조 제3호). 여기서 유념해야 할 것은 채권매입추심업

자는 ‘채권금융기관’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점이다. 즉 “채권을 최초로 양도한” 

‘원(原)채권금융기관’(안 제31조 제4항)은 아니지만 소비자신용법안의 적용에 있어서

는 ‘채권금융기관’의 범위에 포함시켜 채권금융기관에게 적용되는 규제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채권매입추심업자가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채권을 매입하

여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채권금융기관과 같은 지위를 갖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채

권금융기관의 범주에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여신금융기관’은 은행

법 등 금융 관련 법률에 따라 “인가ㆍ허가ㆍ등록 및 승인 등을 받아 대부업 또는 채권

8) 공정채권추심법 제2조 제1호의 “채권추심자”의 정의에 대부업자나 여신금융기관의 채권자 “이외의 

금전대여 채권자”로부터 채권을 양수받은 자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나목), 일반민사상 금전채권

자도 법 적용 대상이 된다. 이러한 일반민사상 금전채권자를 포함하고 있는 공정채권추심법이 미

국이나 일본의 입법례에 비해 타당하지 않으므로 적용 제외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김태선,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의 비교법적 고찰과 개선방안,” 인권과 정의 제463호, 대한

변호사협회, 2017. 2, 9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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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추심업을 하는 금융기관”을 말하는데(안 제2조 제2호),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여 금융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이 해당한다. 따라서 소비

자신용법안은 이러한 채권금융기관이 소비자신용을 일으키는 경우에 적용하게 된다. 

또한, ‘개인채무자’는 “소비자신용을 원인으로 채권금융기관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

하는 개인”을 말하는데, “보증인 및 채무인수인”을 포함한다(안 제2조 제4호). 따라

서 소비자신용법안은 법인에 대한 대출계약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채권추심자”란 채권을 추심하는 자를 말하는데, “채권금융기관, 채권수탁추

심업자, 위임직채권추심인,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채권의 추심을 업(業)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자”를 말한다(안 제2조 제13호). 채권매입추심업자는 채권금융기관의 범

위에 포함되므로 채권추심자에 해당하며, 그 밖의 채권금융기관도 채권을 추심하는 행

위를 하게 되면 채권추심자로서 채권 추심에 관련된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된다. 

 그리고 ‘소비자신용관련업자’란 ‘소비자신용관련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하는데, 

소비자신용관련업이란 “대부업, 대부중개업, 채권수탁추심업, 채권매입추심업 및 채무

조정교섭업”을 말한다(안 제2조 제6호). 채무조정교섭업은 소비자신용법안이 새로 신

설한 업이고, 채권매입추심업은 현재 대부업자가 겸업하고 있는 업을 분리하여 새로이 

신설한 업종이며, 채권수탁추심업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한다)에 따른 ‘채권추심업’을 소비자신용법안으로 이관하여 

‘채권수탁추심업’으로 변경하여 규정한 것이다. 

 또한, 소비자신용법안은 담보가 붙은 개인채권에 대해서는 일부 조항의 적용을 배제

하고 있다. 이는 담보가 붙은 채권의 경우 과잉 추심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고려한 것

이다.9) 적용 배제되는 조항은 기한 이익 상실 및 채권 양도 전(前) 채무조정 특별절차 

의무(안 제29조 제3항, 제32조 제3항), 채권양도 전(前) 이자 면제, 채권 양도 후(後) 사

후 관리, 채권양수인의 재양도 전(前) 원채권금융기관의 동의(안 제31조, 제33조), 소멸

시효 관리 내부기준 마련 및 적용 의무(안 제51조) 조항이다(안 제3조).

9) 금융위원회, 앞의 보도자료의 첨부자료,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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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하면 소비자신용법안은 금융기관 등 채권금융기관이 영업을 하면서 발생하는 개

인채무자에 대한 개인채권의 생성, 변경, 추심, 상환, 소멸 등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채권금융기관과 개인채무자 사이의 권리 및 의무 관계에서 개인채무자를 보호하

기 위한 여러 규제 사항을 두고 있는 법안이라고 할 수 있다. 

3. 소비자신용관련업자의 진입 규제

 소비자신용법안은 대부업자 등 소비자신용관련업자의 진입 규제에 대해서도 규정하

고 있다. 앞서 본 것처럼, 소비자신용관련업은 “대부업, 대부중개업, 채권수탁추심업, 

채권매입추심업, 채무조정교섭업” 등 5개 업종을 말한다(안 제2조 제6호). 이 중에서 

채권수탁추심업은 허가제이고, 나머지는 등록제이다. 같은 채권추심업을 영위하는 채

권매입추심업에 대해서는 등록제를 취하고, 채권수탁추심업에 대해서는 허가제를 취하

는 것은 ‘동일 기능 동일 규제’라는 입장에서 보면 타당하지 않다. 아마 채권수탁추

심업이 현행 신용정보법에서 허가제를 취하고 있고, 이를 소비자신용법안에 그대로 이

관하면서 기존대로 허가제를 취한 것으로 보이는데, 진입 규제를 동일하게 맞추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등록제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대부업과 대부중개업

은 현재 대부업법상의 등록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며(안 제9조), 채무조정교섭업은 

새로 신설된 업종으로서 등록제를 적용하고 있다(안 제9조 제2항). 

  채권매입추심업은 현재 대부업자가 겸영 업무로 영위하고 있는 채권매입추심업을 별

도로 분리하여 신설한 업종이며 마찬가지로 등록제를 채택하고 있다(안 제9조 제2항). 금

융당국은 채권추심업을 별도로 분리한 이유를 “이해상충 방지와 과잉추심 유인 완화”

를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하고 있다.10) 그리고 2019년 말 기준으로 채권매입추심업을 영

위하고 있는 업체 수는 984개인데, 이 중 겸영 업무로 영위하는 대부업자의 수는 622개로 

63%를 차지하며, 채권매입추심업을 전업으로 하는 업체 수는 362개로서 37%를 차지하고 

있다.11) 그리고 현재 채권매입추심업을 겸영하는 대부업자는 이미 완료한 “등록의 유효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대부업자 또는 채권매입추심업자로 등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서(부칙 제17조 제1항) 현재의 등록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추가로 

등록할 필요 없이 영위하고 있는 채권매입추심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된다.

10) 금융위원회, 앞의 보도자료의 첨부자료, 12면.

11) 금융위원회, 앞의 보도자료의 첨부자료,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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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은 현행과 마찬가지로 각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둘 이상의 시·도에서 영업을 하려고 하거나 규모가 큰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

업자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다(안 제9조 제1항). 다만 여신금

융기관이나 변호사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 없이도 해당 업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은행 등 여신금융기관은 대부업, 대부중개업 및 채권

매입추심업 등록을 할 필요가 없으며, 변호사 등은 채무조정교섭업 등록을 할 필요가 

없다(안 제9조 제3항). 등록 요건은 일정한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이나 기본재산을 갖출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안 제10조). 그리고 등록 유효 기간 제도를 채택하고 있어, 등록

은 등록일로부터 3년으로 하면서(안 제9조 제7항), 등록 요건과 같은 갱신 요건을 충족

해서 등록 갱신을 하도록 하고 있다(안 제11조). 한편, 채권수탁추심업에 대해서는 허가

제를 유지하고 있어 채권수탁추심을 영위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며(안 제5조), 인력 요건, 전산설비 등 물적 시설 요건, 대주주 요건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안 제6조).

 소비자신용관련업의 진입 규제는 채권수탁추심업만 허가제를 채택하고 있고, 나머지

는 등록제를 취하고 있어 진입 규제 면에서는 과도한 규제로 판단되지는 않는다. 다만 

채권수탁추심업도 다른 소비자신용관련업처럼 등록제로 변경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는 

있을 것이다. 

4. 소비자신용관련업자의 겸영 업무 규제 

  소비자신용법안은 소비자신용관련업자의 겸영 업무와 부수 업무에 대하여도 규정하

고 있다. 대부업자 등 소비자신용관련업자는 허용되는 겸영 업무를 영위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업무를 개시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전에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 허용된 겸영 

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안 제18조 제2항). 소비자신용관련업에 부수하는 업무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업무 개시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전에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 영위할 수 있

다(안 제18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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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겸영 업무의 범위는 법과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법안에서는 대

부업과 대부중개업의 겸영이 허용되고 있으며, 채권수탁추심업자의 경우에는 신용정보

법에 따른 신용정보업과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자산 관리 업무를 

겸영 업무로서 허용하고 있다(안 제18조 제2항). 그리고 나머지 겸영 업무는 “개인채

무자 보호 및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로서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겸

영 업무의 범위를 넓게 정하게 될 수도 있는데, 금융당국의 입장은 법에서 허용하고 있

는 겸업 이외에는 소비자신용관련업 사이에서는 겸업을 금지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

어 문제이다. 즉, 금융당국인 금융위원회는 소비자신용관련업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을 막기 위해서 시행령의 규정을 통해서 소비자신용관련업 사이에는 겸영을 

허용하지 않을 입장에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12) 그런데 소비자신용관련업 사이에 겸업

을 통해서 상승효과(synergy)를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이러한 금융당국

의 입장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III.1.에서 논의한다. 

5. 채권금융기관과 개인채무자 사이의 채무조정 제도 도입 

  소비자신용법안의 특징 중의 하나는 채권금융기관과 개인채무자 사이에서 직접 채무

조정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서

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른 신용회복위원회에 의한 개인채무조

정 절차나 법원에 의한 개인 회생 절차 등 공적 채무조정 절차 이외에도 당사자인 채권

금융기관과 개인채무자가 직접 자율적인 조정을 거쳐 채무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현행 공적 채무 조정 제도가 복잡한 절차와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등의 문제점으로 연체 개인채무자가 이러한 조정 절차를 잘 이용할 수 없는 문제를 해

결하면서 당사자 사이에 직접 채무조정의 기회를 가짐으로써 가능한 빨리 채무조정 절

차를 거쳐 연체 개인채무자의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려는 목적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소비자신용법안은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일반적인 경우와 특별한 경우를 나누어 

규정하고 있어서 이에 관해서 살펴보며, 이외에도 소비자신용법안이 새로이 도입하고 

있는 채무조정교섭업에 대해서 알아본다.  

12) 금융위원회, 앞의 보도자료의 첨부자료, 12면.



- 11 -

가. 일반적인 채무조정 요청 

 소비자신용법안은 채무 상환을 연체한 개인채무자가 “소득ㆍ재산 및 부채상황 등 상

환능력을 고려할 때 자력으로 채무의 상환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채권금융기

관에게 직접 채무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안 제44조 제1항). 개인채무자에

게 채무조정 요청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채권금융기관은 개인채무자의 

소득ㆍ재산 등 상환 능력과 채무금액ㆍ연체기간 등 채무의 특성에 따라 원리금의 감

면, 상환기일의 연장 등을 정한 ‘채무조정 내부기준’을 미리 마련해야 한다(안 제46

조 제1항). 개인채무자는 채무 조정을 요청할 때 소득, 재산 및 부채 현황 등 채무 상환

의 곤란 정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채권금융기관에게 제공해야 한다(안 제44조 제4

항). 개인채무자가 채무 조정을 요청하면 채권금융기관은 추심을 중지하고, 채권금융기

관이 제정한 ‘채무조정 내부기준’에 따라 요청 접수일로부터 10영업일 내에 채무조

정안을 마련하고 개인채무자에게 제안해야 한다(안 제45조 제1항 제1호). 다만 채권금

융기관은 ‘채무조정 내부기준’에 따른 채무 조정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는 신청한 채무 조정 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안 제45조 제1항 제2호). 채권금융기관은 

채무조정 요청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개인채무자에게 통지할 때까지는 추심을 중단하여

야 한다(안 제45조 제3항). 개인채무자가 채권금융기관이 제안한 채무조정안을 수락하

는 경우 채무조정의 합의가 성립한 것으로 간주하게 된다(안 제45조 제4항). 다만 제시

된 채무조정안에 대한 수락 기간 규정이 없는데, 이를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자세한 논

의는 III,에서 한다. 

나. 특별한 경우의 채무조정 요청  

  연체 개인채무자는 위의 일반적인 채무조정 요청 이외에도 특별한 경우에도 채무조

정을 요청할 수 있다. 우선 연체 개인채권에 대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경우에 개인

채무자는 채권금융기관에게 채무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안 제29조 제3항). 채무 조정

을 요청하게 되면 채권금융기관이 ‘채무조정 내부기준’에 따라 채무 조정 심사 결과

를 개인채무자에게 통지하기 전까지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지 않게 된다(안 제29조 

제3항). 또한 채권금융기관이 연체된 개인채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도 개인채무자는 

채무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안 제32조 제3항). 즉 개인채무자가 채무 조정 요청을 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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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면 채권금융기관은 채무 조정 심사 결과를 개인채무자에게 통지하기 전까지는 해당 

개인채권을 양도할 수 없다(안 제32조 제3항). 이외에도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채권금융

기관이 일정 규모의 주택의 경매를 신청하려는 때에도 개인채무자가 채무 조정 요청을 

하면 예외가 있기는 하지만 원칙적으로 채권금융기관이 채무조정 심사 결과를 개인채

무자에게 통지하기 전까지는 경매를 신청할 수 없다(안 제37조 제4항). 이처럼 소비자

신용법안은 특별한 경우에도 개인채무자에게 채무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

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채무 조정을 통해서 개인채무자가 재기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채무조정교섭업 제도의 도입  

  소비자신용법안은 채무 조정 협상 과정에서 개인채무자의 부족한 전문성과 협상력을 

보완하기 위해 새로이 ‘채무조정교섭업’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채무조정교섭업을 

영위하는 ‘채무조정교섭업자’는 채무 조정에 관하여 채권금융기관에 대한 사실 확인 

요청 및 문의 업무, 채무 조정 요청서의 작성과 제출의 대행 업무, 요청서 제출 후 채권

금융기관과 개인채무자 사이의 의사ㆍ정보 전달 등 채무 조정 조건의 협의 대행 업무 

등 채무 조정 과정에서 개인채무자에게 조력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안 제2조 제20

호). 채무조정교섭업을 영위하려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하여

야 한다(안 제9조 제2항). 다만 변호사가 ｢변호사법｣에 따른 직무로서 채무조정교섭업

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등록 의무가 면제된다(안 제9조 제3항 제4호). 

  채무조정교섭업자의 겸영 업무와 관련하여 소비자신용법안은 “개인채무자 보호 및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만을 사

전에 신고하여 겸영 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안 제18조 제2항 제4호) 결

국 시행령에서 겸영 업무가 정해질 것으로 보이는데, 시행령 제정권을 갖고 있는 금융

당국의 입장은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대부업･대부중개업･매입추심업･수탁추심업 등 

다른 소비자신용관련업의 겸영을 금지”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13) 

13) 금융위원회, 앞의 보도자료의 첨부자료,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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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외에도 소비자신용법안은 채무조정교섭업자의 영업 행위 규제에 대해서도 규정하

고 있다(안 제47조 내지 제50조). 즉 채무조정교섭업자는 “개인채무자의 권익을 보호

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는]” ‘신의성실 의무’가 있으며

(안 제47조 제1항), 채무 조정 교섭을 위하여 개인채무자와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개

인채무자가 이용 가능한 채무 조정 수단의 내용을 비교하여 함께 설명하여야 하는 의

무가 적용된다(안 제48조 제2항). 소비자신용법안은 채무조정교섭업자가 수취할 수 있

는 수수료에 대한 규제도 하고 있는데, 채무조정교섭업자는 100만원의 범위에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개인채무자로부터 교섭수수료 및 성과수수료를 수취

하는 것을 금지하여(안 제49조 제3항) 개인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

다. 또한 소비자신용법안은 채무조정교섭업자가 “개인채무자에게 상환지체를 유도하

거나 종용하는 행위” 등 불건전 영업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여(안 제50조 제1항) 개

인채무자가 피해를 입을 수 있는 행위에 대하여도 규제하고 있다.

  

6. 연체 개인채무자의 채권 추심 부담 완화

  소비자신용법안은 연체 개인채무자에 대한 과도한 채권 추심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여러 장치를 두어 연체 개인채무자의 채권 추심 부담을 줄여주고 있다. 다만 이러한 연

체 개인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장치가 자칫 채권추심업자의 영업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점에서 새로운 제도 도입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가. 기한이익 상실 후에 연체이자 부과 방식 개선 

  현재 개인채무자가 연체 등의 사유로 채무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면 아직 상환 기

일이 도래하지 않은 원금을 포함하여 원금 전체를 즉시 상환하도록 하고, 상환하지 못

할 경우에는 상환 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원금을 포함하여 원금 전체에 대하여 약정이

자와 연체 가산이자를 부과하고 있다.14) 따라서 연체가 발생하면 이자 부담이 커지는

데, 소비자신용법안은 이를 개선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더라도 아직 상환 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채무 원금에 대해서는 연체 가산이자[를]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고 약

14) 금융위원회, 앞의 보도자료의 첨부자료,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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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자만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15) 즉 소비자신용법안은 “연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사유를 이유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것으로 하는 약정에 따라 개인채무자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 채권금융기관은 해당 개인채권 중 당초 약정에 따를 경우 

아직 채무이행의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약정이자를 초과하여 연체이

자를 받을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안 제30조 제1항). 

  그리고 채권금융기관이 이러한 연체 가산이자 부과 금지를 위반하는 내용의 계약을 

개인채무자와 체결하면 약정이자 초과 부분에 대한 계약은 무효로 하는 규정도 두고 

있다(안 제30조 제2항). 다만 채권의 관리 및 회수 과정에서 채권금융기관에게 실제로 

발생한 비용은 연체가산이자와 별도로 개인채무자에게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안 

제30조 제3항). 민형배 의원안도 “신용계약으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 . . 변제를 

충당할 경우 연체이자는 상환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원본에 대해서는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여(안 제18조 제2항) 소비자신용법안과 비슷한 조항을 두고 있다. 

  그런데 이 조항과 관련해서는 채무의 기한이익이 상실되면 원금 전체에 대하여 연체 

가산이자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과 재산권 행사에 대한 과도한 침해 내지 비

례원칙 위반의 소지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한데, 자세한 논의는 

III.4.에서 하기로 한다. 

  

나. 개인채권 양도 전(前) 장래 이자채권 면제 조치

  현재 채권금융기관은 회수 불능이라고 판단된 개인 연체채권을 상각하고 「법인세

법」에 따라 손금(損金)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손금으로 처리한 이후에도 계속 이자를 

부과하고 있어 개인채무자의 채무 금액이 계속 늘어나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16) 

이에 따라 소비자신용법안은 “회수가능성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한 채권”으로서 시행

령으로 정하는 상각된 개인채권에 대해서는 장래 이자채권을 면제한 경우에만 채권의 

양도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안 제31조 제5항). 이는 채권금융기관이 회수 불능으로 

판단하여 상각 처리한 연체채권을 세제 혜택을 받고 연체 개인채무자에게 계속 이자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점17)에서 개선한 것이다. 다만 채권 상각 이후에 이자 부

15) 금융위원회, 앞의 보도자료의 첨부자료, 8면.

16) 금융위원회 앞의 보도자료의 첨부자료,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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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전면적으로 금지할 경우에 채권금융기관의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을 수 있어 채

권금융기관이 상각한 연체채권을 매각하는 경우에만 이자채권을 면제하여 양도하도록 

하고 있다.18) 이러한 장래 이자 채권 면제에 대해서는 재산권 침해의 주장이 제기될 수

도 있는데, 자세한 논의는 III.에서 한다. 그리고 그 대상이 되는 개인채권의 범위를 

“회수가능성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한 채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이라고 상

당히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이를 법률에서 정하지 않고 시행령에 포괄적으로 위

임한 것은 헌법 제75조에 규정된 ‘포괄위임금지 원칙’19) 위반 여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될 여지가 있다. 

 다. 채권금융기관의 채권 소멸시효 관리 내부기준 마련 의무

  소비자신용법안은 채권금융기관으로 하여금 개인채권의 장래 회수 가능성과 관리 비

용 등을 고려하여 소멸시효 중단(즉 시효 연장) 조치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한 내부 

기준을 이사회의 의결로 마련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안 제51조 제1항). 따라서 채권

금융기관은 이러한 소멸시효 관리 내부기준에 따라 소멸시효 중단 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한 이후에야 소멸시효 중단 행위(예를 들어, 지급명령 등)를 실행해야 한다(안 제51

조 제2항). 또한 개인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채권금융기관은 소멸시효 완성일

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해당 개인채무자에게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실 등 일정한 사항

을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안 제51조 제3항). 

 라. 채권 양도 대상 기관의 제한

 소비자신용법안은 채권금융기관이 채권을 양도하려고 하는 경우에 채권을 양수받을 수 

있는 기관의 범위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에게만 채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인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고 있다. 즉 소비자신용법안은 

17) 금융위원회 앞의 보도자료의 첨부자료, 8면. 손금으로 처리하게 되면 영업이익이 축소되므로 법인

세 부담을 낮출 수 있는데, “금융회사들은 대출채권을 상각하여 장부에서는 제거하였음에도 불구

하고 이를 별도로 관리하며 계속해서 이자를 부과하고 추심을 지속한다”고 지적한다(이규복, “소

비자신용법안의 주요 내용 및 의의,” 금융브리프 29권 22호, 한국금융연구원, 2020. 11. 7 ~ 

11. 20, 4면). 

18) 금융위원회, 앞의 보도자료의 첨부자료, 8면.

19) ‘포괄위임금지 원칙’이란 헌법 제75조가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법률에서 대통령령에 포괄적 위임을 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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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금융기관은 “채권매입추심업자, 여신금융기관 등 제9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채권

매입추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아닌 자에게 개인채권을 

양도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여(안 제31조 제1항), 채권 양수인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다. 이렇게 채권을 양수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범위로는  「예금자보

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회사,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20)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

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마. 일정한 개인채권의 양도 및 추심 금지 

 소비자신용법안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개인채권에 대해서는 양도 및 추심 행위를 

금지하여 과도한 추심 및 양도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을 막음으로써 개인채무자를 보호

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1) 양도 금지 대상 채권

 우선 개인채권의 양도가 금지되는 경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채무자가 

소비자신용법안에 따른 채무조정을 신청하여 이에 따른 채무조정 심사 결과가 아직 개

인채무자에게 통지되지 않은 경우, 둘째,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요청한 개인채

권의 경우 아직 합의 성립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채권의 경우, 셋째, 소멸시효가 완성

된 채권의 경우, 넷째, 채무자가 사망한 채권(다만 상속인이 확정된 채권은 제외한다)의 

경우, 다섯째, 채권의 존재 여부나 금액에 대하여 소송이 진행 중인 채권이나 분쟁조정

이 신청되어 수소법원(受訴法院)이 소송절차를 중지한 채권의 경우, 여섯째, 그 밖에 양

도가 이루어질 경우 개인채무자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는 채권으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다(안 제31조 제3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의 

범위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ㆍ개인회생 또는 파산ㆍ면

책을 신청한 채권, 개인채무자가 채권금융기관에게 채무확인서 교부를 요청하였음에도 

20)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르면,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한 주택저당채권을 

담보로 하여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을 발행하고 그 소지자에게 원리금을 지급하는 행위”인 채권

유동화 업무를 영위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으로부터 채권 매입을 할 수 있는 것이다(법 제2조 

제1호, 제22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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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자에게 공정채권추심법 제5조21)에 따른 채무확인서가 교부되지 아니한 채권, 

채권 발생에 관한 원인 서류가 존재하지 않는 채권, 명의 도용이나 사기 대출에 의한 

채권 및 이에 준하는 채권으로서 채권·채무 관계가 불명확한 채권 등을 고려할 수 있

을 것이다. 

  한편, 민형배 의원안도 양도가 금지되는 채권을 규정하고 있다. 즉, “분쟁조정 절차

가 진행되고 있는 채권, 기한의 이익 상실로 인한 권리 행사 개시 전의 채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조정과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및 이 법

에 따른 채무조정이 진행 중인 채권,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

1항에 따른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신용사업자의 채권이거나 총리령으

로 정하는 채권자의 변동 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권, 사망한 신

용소비자의 채권, 두 번 이상 양도되었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신용소비자에게 

공정채권추심법 제5조에 따른 채무확인서가 미교부된 채권, 원채권금융회사가 양도에 

동의하지 않은 채권”을 규정하고 있는데(안 제14조 제1항, 제2항, 제16조), 소비자신용

법안과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도 “원채권금융회사가 양도에 

동의하지 않은 채권”을 양도 대상 금지 채권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뒤에서 논의하는 

것처럼, 이미 해당 채권에 대한 권리가 없는 원채권금융회사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것

은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2) 추심 금지 대상 채권

  또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개인채권의 경우에는 추심 행위도 금지된다(안 제35조 

제1항). 첫째, 개인채무자가 소비자신용법안에 따른 채무조정을 신청하여 채무조정 심

사 결과가 아직 개인채무자에게 통지되지 않은 채권이나 채무조정의 합의가 성립한 채

권, 둘째,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요청한 개인채권의 경우 아직 합의 성립 여부

가 결정되지 않은 채권이나 합의가 성립한 후 합의의 효력이 상실되지 아니한 채권, 셋

째,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넷째, 채무자가 사망한 채권(다만 상속인이 확정된 채권은 

제외한다), 다섯째, 채권의 존재 여부나 금액에 대하여 소송이 진행 중인 채권이나 분

쟁조정이 신청되어 수소법원(受訴法院)이 소송절차를 중지한 채권, 여섯째, 개인채무자

21) 원금, 이자, 비용, 변제기 등 채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공정채권추심법 제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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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정채권추심법 제5조에 따른 채무확인서의 교부를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교부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권, 일곱째, 신용정보법 제39조의2 제1항22)을 위반하여 채권

자변동정보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지 아니한 채권의 경우, 여덟째, 채권의 

추심을 허용할 경우 개인채무자 보호 및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다(안 제35조 제1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은 「채무

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ㆍ개인회생 또는 파산ㆍ면책을 신청한 채

권, 채권 발생에 관한 원인 서류가 존재하지 않는 채권, 명의 도용이나 사기 대출에 의

한 채권 및 이에 준하는 채권으로서 채권·채무 관계가 불명확한 채권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민형배 의원안은 채권 추심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

에 추심이 금지되는 채권에 대한 규정은 없다. 

  3) 소결

  이처럼 소비자신용법안은 개인채권의 양도나 추심이 금지되는 경우를 규정함으로써 

무분별하게 개인채권이 양도되거나 추심이 되는 행위를 금지하여 개인채무자를 보호하

는 조치를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바. 채권추심자의 추심 착수 예정 사전 통지 의무

  소비자신용법안은 채권추심자(원채권금융기관이 직접 자기의 채권을 추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채권의 추심에 착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착수예정일부터 3영업일 전까지 채

무자에게 일정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안 제35조 

제2항). 개인채무자가 채권 추심 행위에 대하여 미리 인지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

함이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은 전화, 우편, 전자우편, 문자 등으로  통지하는 방

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개인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하는 사항은 (i) 채권자, 채

무금액, 연체금액 및 연체기간 등 추심대상 채권에 관한 사항, (ii) 추심의 착수 예정일, (iii) 

채권추심자의 성명ㆍ명칭 또는 연락처(채권추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채권추심담당자의 

성명, 연락처를 포함한다), (iv) 연락, 독촉 등 수행하고자 하는 추심업무의 방법, (v) 불법

추심, 소멸시효 완성채권 추심에 대한 대응요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어권의 행사 

22) 채권을 양도할 때는 양도인과 양수인은 채권 관련 정보(양도일, 양도금액, 소멸시효 완성 여부 등)를 신용정

보원이 운영하는 ‘채권자변동정보 조회시스템’에 제공할 의무가 있다(신용정보법 제39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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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vi) 그 밖에 위에 열거된 사항에 준하는 것으로서 개인채무자가 추심에 대응하기 위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다(안 제35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6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는 소비자신용법안 제36조 제5항에 따른 개인채무자가 채권추심자에게 

특정한 시간대 또는 특정한 방법ㆍ수단을 통한 추심연락을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사항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사. 채권 추심 연락 횟수 제한 도입

 소비자신용법안은 채권추심자가 연체 개인채무자에 대하여 지나치게 빈번한 연락을 

함으로써 연체 개인채무자의 정상 생활을 방해하고 개인채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

통을 유발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채권 추심을 위한 연락의 횟수를 제한하고 있다. 현재 

공정채권추심법이 정당한 사유가 없이 반복적으로 채권 추심을 위한 연락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으나(법 제9조 제2호),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실효성이 낮다는 점을 반영하

여23) 채권 추심 연락 총량 제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즉, 채권추심자가 동일한 채권

의 추심을 위해 개인채무자에게 1주일에 7회를 초과하여 추심을 위한 연락을 하는 것

을 금지하고 있다(안 제36조 제2항). 여기서 ‘추심 연락’이라 함은 “개인채무자를 

방문하거나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안 제36

조 제2항). 추심 연락에 포함되는 행위 및 연락 횟수의 계산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령으로 정하게 된다(안 제36조 제6항). 그리고 동일한 채권에 대한 추심 연

락이 채권금융기관, 채권매입추심업자, 채권수탁추심업자, 위임직채권추심인 등 여러 

채권추심자에 의해 행해지는 경우에는 이들에 의한 추심 연락 횟수를 모두 합산하도록 

하고 있다(안 제36조 제3항). 또한 채권추심자가 채권 추심을 위한 연락을 통해 시행령

으로 정하는 사항(예를 들어, 상환 능력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확인일로부터 7일간 재

연락을 금지하고 있다(안 제36조 제4항). 이러한 추심 연락 횟수 제한에 대해서는 과도

한 영업 행위 규제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도 있는데, 자세한 논의는 III.에서 한다. 

아. 개인채무자의 채권 추심 연락 제한 요청권 도입

 소비자신용법안은 채권추심자가 “특정한 시간대 또는 특정한 방법･수단을 통한 추심 

23) 금융위원회, 앞의 보도자료의 첨부자료,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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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을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개인채무자에게 부여하고 있다(안 제36

조 제5항 전단). 이러한 요청에 대하여 채권추심자는 “추심 활동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것”으로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이러한 요청에 반드시 응

할 의무가 있다(안 제36조 제5항 후단). 금융당국은 이러한 사유로서 개인채무자가 특

정 요일의 특정 시간대에 추심 연락을 하지 말 것을 채권추심자에게 요청하는 경우 또

는 개인채무자가 직장이 아닌 직장 근처의 장소에서 면담을 요청하는 경우를 들고 있

는데,24) 이러한 사항은 향후 시행령에 규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러한 사유들이 

“추심 활동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사항이라 이를 법률에서 정하지 않고 시행령에 포괄적으로 위임

한 것은 헌법상의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는 주장이 제기될 여지가 있다. 자세

한 논의는 III.에서 한다.

7. 채권금융기관의 개인채무자 보호 책임 강화

  소비자신용법안은 연체 개인채무자도 채권금융기관의 ‘고객’이라는 점을 고려하

여 추심 위탁이나 채권 양도의 방법으로 제3자를 통해 채권을 추심하는 경우에도 채권

금융기관이 개인채무자를 보호하는 책임을 지속적으로 지도록 하고 있다.25) 우선 채권

금융기관이 채권매입추심업자나 채권수탁추심업자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일정한 평가 

요소를 반영하여 적정한 채권매입추심업자나 채권수탁추심업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

으며, 원채권금융기관에게 채권매입추심업자나 채권수탁업자에 대한 법령 준수 여부 

관리 의무를 부여하여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손해배상책임을 묻고 있고, 채권금융기관

이 해당 개인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채권을 최초로 양도한 

원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사전에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 등 채권금융기관에 대한 책

임을 강화하고 있다. 이하에서 자세히 살펴본다. 

가. 채권 양수인 또는 채권수탁추심업자 선정 시 평가 의무 

 

 소비자신용법안은 채권금융기관이 연체된 개인채권을 양도하려는 경우나 채권 추심

을 제3자에게 위탁하려는 경우에 있어서 채권매입추심업자 등 채권 양수인이나 채권수

24) 금융위원회, 앞의 보도자료의 첨부자료, 10면.

25) 금융위원회, 앞의 보도자료의 첨부자료,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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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추심업자에 대한 평가를 해서 적정한 채권 양수인이나 채권수탁추심업자에게 연체 

개인채권을 양도하거나 추심 위탁을 하도록 하고 있다. 

 1) 채권 양수인 선정 시 평가 

 우선, 채권금융기관이 연체된 개인채권(연체기간이 일정기간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채권에 한정한다)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수하려는 채권매입추심업자 등 

채권 양수인에 대해서 채권 추심 인력의 규모 및 전문성이나 민원 발생 빈도 등 일정한 

사항을 평가한 후에 적절한 양수인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안 제33조 제1항). 즉 민원 

발생이 높은 채권매입추심업자 등 적절하지 않은 양수인에게 연체 채권을 양도해서 개

인채무자가 추심 부담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이해할 수 있다. 여기서 연체

기간이 일정기간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은 3개월 이상 연체된 자산

건전성 분류에 따른 ‘고정 이하’ 채권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소비자신용법안은 이러한 채권 양수인에 대한 평가에 반영되어야 하는 사항을 규정

하고 있는데, 그 평가 요소가 상당히 많은 편이다. 채권 양수인 평가에 반영되어야 하

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채권 양수인의 담보조달비율(안 제19조 제2항) 등 채권 양수 

대금의 조달 방법, 추심 인력의 규모 및 전문성, 추심 관련 민원의 주요 내용과 발생 빈

도 및 민원 처리 체계와 처리 내역, 채권 양수인이 채권매입추심업자의 경우에는 법령

을 준수하고 거래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임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안 제21조 제1항)의 내용, 채권양도 내부기준(안 제34조 제1

항)의 내용 및 매입채권 양도 현황, 채권 양수인이 해당 채권의 추심을 채권추심업자에

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추심위탁 내부기준의 내용(안 제40조 제1항) 및 추심위탁 현황, 

채무조정 내부기준의 내용(안 제46조) 및 채무조정 현황, 소멸시효관리 내부기준 내용

(안 제51조 제1항) 및 보유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ㆍ중단 현황, 채권추심 관련 법령 

위반 내역, 그 밖에 양수인의 업무수행 역량 및 개인채무자 보호 정도를 판단할 수 있

는 내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다(안 제3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0호). 

이 조항은 적정한 채권 양수인에게 채권을 매각하도록 함으로써 개인채무자를 보호하

려고 하는 취지이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이므로 개선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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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평가 요소가 채권 양수인에 관한 사항이어서 이에 관한 자료를 확보하려면 채권 

양수인으로부터 해당 자료를 제공받아야 하는데, 소비자신용법안은 이러한 자료 제공 

의무에 대한 조항이 없어서 채권금융기관이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을 수 없기 

때문에 평가가 제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채권금융기관이 평가에 필요한 자

료를 채권 양수인에게 요청한 경우에는 이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로 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상당히 많은 요소를 고려하여 채권 양수인을 선정하도록 요구하고 있어 채권금

융기관이 채권매입추심업자 등 채권 양수인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업무 부담이 상당히 

커지고 평가 기간도 오래 걸릴 수 있어 채권금융기관이 필요한 시점에 적시에 채권을 

매각할 수 없어서 자산 건전성 관리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셋째, 채권 양수인 선정 평가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요소가 많아 채권을 매도하는 

채권금융기관의 주관적인 판단이 개재될 여지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평가의 객관성이 

떨어져 평가 제도의 의미가 퇴색할 여지도 있어 평가 제도의 실효성이 없을 수도 있다.

  넷째,  이 조항은 채권 양수인 선정에 있어서 일정한 요소를 평가에 반영하도록 요구

만하고 있지 실제 일정한 평가 점수가 되지 않을 때는 채권 매도를 금지하는 조항이 없

어 이 평가 제도가 유명무실해질 가능성도 있다. 즉 채권금융기관이 자의적으로 평가

를 하더라도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셈인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할 때 채권금융기관이 적정한 채권 양도인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부 기준을 만들어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하거나, 아니면 

중요한 요소만을 평가 기준으로 삼아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하면서 채권 양수인

의 자료 제공 의무를 신설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2) 채권수탁추심업자 선정 시 평가

 또한 소비자신용법안은 채권금융기관이 채권수탁추심업자를 선정하는데 있어서도 여러 평

가 요소를 고려하여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채권 양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적정한 채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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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추심업자에게 연체 채권을 추심 위탁하도록 하여 개인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라고 

볼 수 있다. 채권수탁추심업자를 선정할 때 평가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추심 인력

의 규모 및 전문성, 추심 관련 민원의 주요내용과 발생 빈도 및 민원 처리 체계와 처리 내역, 

채권추심 관련 법령 위반 내역, 법령을 지키고 거래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채권수탁추심

업자의 임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안 제21조 제1항)의 

내용, 과거의 추심 과정에서의 채무조정 실적, 그 밖에 채권수탁추심업자의 업무 수행 역량 

및 채무자 보호 수준을 판단할 수 있는 내용으로서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사항”이다(안 

제39조 제2항). 채권 양수인을 선정할 때와 비슷한 평가 요소인데, 채권 양수인 선정의 경우

와 마찬가지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나. 채권금융기관의 채권양도 내부기준 또는 채권추심위탁 내부기준 마련 의무

  소비자신용법안은 채권금융기관이 채권 양도 시 법령을 준수하기 위해서 따라야 할 

절차와 기준을 미리 마련하도록 하고 있고, 채권 추심을 위탁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

로 내부 기준을 미리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이것 또한 채권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채권

을 양도하거나 채권 추심을 위탁하는데 있어서 법령을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궁극적으

로는 개인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1) 채권양도 내부 기준 마련 의무

  소비자신용법안은 개인채권을 양도하려는 채권금융기관으로 하여금 그 임직원이 양

도업무를 수행할 때 법령을 지키고 개인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따라야 할 절차와 

기준을 미리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안 제34조 제1항). 채권금융기관이 채권을 양도할 

때 준수해야 할 절차와 기준을 미리 마련해서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채권을 양도하도

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개인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채

권양도 내부기준에서 정하여야 할 세부사항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안 제34조 제2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고려할 

수 있는 것은 채권 양도가 허용되는 채권과 양도가 금지되는 채권의 분류 기준, 채권 

양도 담당 부서의 지정 및 양도 관련 내부 의사 결정 체계, 채권양수인 선정 평가 기준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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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채권추심위탁 내부 기준 마련 의무

 소비자신용법안 채권의 추심을 위탁하려는 채권금융기관으로 하여금 그 임직원이 추

심위탁 업무를 수행할 때 법령을 지키고 개인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따라야 할 절

차와 기준을 미리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안 제40조 제1항). 채권 추심의 위탁이 법령을 

준수하고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절차와 기준을 미리 마련하여 이 기

준과 절차에 따라 채권 추심 위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개인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채권추심위탁 내부기준에서 

정하여야 할 세부적인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안 제40조 제2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채권추심의 위탁이 허용되는 

채권과 금지되는 채권에 대한 분류 기준(법안 제35조 제1항에 관한 사항), 채권추심위

탁업자 선정 평가 기준(법안 제39조 제2항에 관한 사항), 채권수탁추심업자에 대한 법

령 위반 여부 점검 방법 및 개인채무자의 민원 처리를 위한 조직 및 인력 운용 방법에 

관한 사항(법안 제39조제3항 및 제4항에 관한 사항)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다. 원채권금융기관에게 채권추심업자에 대한 관리 책임 부여 

 

  소비자신용법안은 “개인채권을 최초로 양도한” 채권금융기관인 ‘원채권금융기

관’(안 제31조 제4항)에 대하여 양수인인 채권매입추심업자가 채권 추심 관련 법률을 

위반하지 않도록 점검하는 의무를 부여해서(안 제33조 제3항) 원채권금융기관에게 관

리 책임을 부여하고 있으며, 채권금융기관이 채권 추심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한 경우

에도 채권수탁추심업자의 추심 관련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관리 점검 및 보고 의무를 

채권금융기관에게 부여하여(안 제39조 제3항) 책임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원채권금

융기관이나 채권금융기관에게 점검 관리 책임을 부여하는 것은 개인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보인다. 

 우선 원채권금융기관은 연체된 개인채권을 양도한 경우 채권 양수인이 소비자신용법

안 및 공정채권추심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점검”해야 하며, 양수인의 위법 행위를 

발견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안 제33조 제3항 

본문). 다만, 개인채무자 보호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수인에게 

양도한 경우는 이러한 관리 책임과 보고 의무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안 제33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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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서). 원채권금융기관은 양도한 개인채권과 관련한 점검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조직과 

인력을 운영하여야 하고(안 제33조 제4항), 채권 추심 관련 법률 위반 여부 점검을 위하

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제공을 채권 양수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데, 이 경우 채권 양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안 제33조 제5항). 

더 나아가서 원채권금융기관이 이러한 점검 의무에 위반해서 개인채무자나 그 관계인 

등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안 제68조 제5항). 

  이렇게 원채권금융기관에게 채권매입추심업자가 법령에 위반하지 않는지 여부를 점

검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채권을 양도해서 채권에 대한 권리가 없는 상태

에서 이미 매각한 채권에 대한 추심 행위까지 관리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불합리하다. 

더 나아가서 이러한 점검 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

다. 따라서 이러한 점검 관리 의무 및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조항은 삭제할 필요가 

있다. 자세한 사항은 III.에서 논의한다.  

 한편, 이러한 점검 및 보고 의무는 채권금융기관이 채권수탁추심업자에게 연체 채권에 대

한 추심을 위탁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즉 채권금융기관은 채권 추심 수탁을 받은 채권수탁

추심업자가 소비자신용법안 및 공정채권추심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점검해야 하며, 채권수

탁추심업자의 위법 행위를 발견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안 제39조 제3항). 채권금융기관은 추심을 위탁한 채권과 관련한 점검 의무를 이행하기 위

해서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운영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안 제39조 제4항). 그리고 원채권금

융기관(법안은 ‘원채권금융기관’이라고 하고 있지만 뒤에서 논의하는 것처럼 ‘채권금

융기관’이 타당할 것이다)이 “상당한 주의”를 가지고 이러한 점검 의무를 수행하지 않

아 채권수탁추심업자가 개인채무자나 그의 관계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원채권

금융기관도 연대 책임을 지도록 하여(안 제68조 제3항) 원채권금융기관에게 책임을 부담시

키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뒤에 나오는 II.8.가.에서 논의한다. 

라. 채권금융기관의 채권 양도 및 추심 위탁에 대한 규제  

 소비자신용법안은 연체된 개인채권을 양수한 채권금융기관이 해당 개인채권을 제3자

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채권을 최초로 양도한 원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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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안 제31조 제4항 본문). 다만, 동의 확보가 곤란하거나 

개인채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동의 

의무는 적용되지 않는다(안 제31조 제4항 단서). 그런데 채권금융기관이 채권을 양도하

고자 하는 경우에 채권을 이미 양도해서 채권에 대한 권리가 없는 원채권금융기관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것은 채권금융기관이 처분할 수 있는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

도록 하는 것으로서 재산권 침해라고 볼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이러한 제도 도입은 폐지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III.에서 한다.

  

  또한 채권금융기관은 채권수탁추심업자가 아닌 자에게 채권의 추심을 위탁해서는 안 

되며(안 제38조 제1항),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조정과 관

련한 업무를 채권수탁추심업자에게 위탁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안 제38조 제2항). 그

리고 채권금융기관은 채권수탁추심업자가 채권 추심 관련 법률을 위반하는지 여부를 

점검한 결과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발견한 경우에는 채권 추심 위탁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채권수탁추심업자와 체결하는 추심 위탁 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안 제

38조 제3항). 이는 “채권수탁추심업자의 불법추심 발생시 계약이 취소될 수 있도록 함

으로써 채무자를 과잉추심 우려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이다.26)

8. 개인채무자에 대한 보호 장치 강화 

  소비자신용법안은 피해를 입은 개인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채권금융기관이나 소

비자신용관련업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제도를 두어 고의나 과실에 대한 입증 책임

을 가해자에게 전환시키고 있으며, 법정손해배상책임 제도를 도입하여 손해액을 입증

하기 어려운 개인채무자가 손해를 보다 손쉽게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소비자신용관련업자로 하여금 손해배상책임 등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영업보증금을 

예탁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도 두고 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내용에 대하여 살펴본다. 

26) 금융위원회, 앞의 개정이유서, 1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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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제도 

 1) 소비자신용관련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

 소비자신용법안은 채권금융기관 및 소비자신용관련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규정도 두어 피해를 당한 개인채무자에 대한 보호 장치를 강화하고 있다. 즉 채권금융

기관, 소비자신용관련업자 또는 위임직채권추심인이 소비자신용법안 또는 공정채권추

심법을 위반하여 개인채무자, 그의 관계인 또는 거래상대방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안 제68조 제1항 본문). 그러나 채권금융기관, 소비

자신용관련업자 또는 위임직채권추심인이 자기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도록 규정하여(안 제68조 제1항 단서), 고의나 과실에 

대한 입증 책임을 소비자신용관련업자 등에게 전환시키고 있다. 그리고 “과실”이라

고 하고 있어서 중과실뿐만 아니라 경과실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손해배상책임은 민법상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과 경합관계에 있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 즉 개인채무자 등은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

임27)을 물을 수도 있고 소비자신용법안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도 물을 수 있으나, 소비

자신용법안상의 손해배상책임이 고의나 과실에 대한 입증 책임을 소비자신용관련업자 

등에게 전환시키고 있으므로 피해를 입은 개인채무자 등은 민법상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보다는 소비자신용법안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이것이 소비자신용법안에 손해배상책임 조항을 별도로 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소비자신용법안은 개인채무자뿐만 아니라 개인채무자의 ‘관계인’에게도 손

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는데, 관계인의 범위에 대해서는 공정채권추심법에 의한 

‘관계인’이라고 정의하고 있다(안 제35조 제3항). 공정채권추심법상 ‘관계인’은 

“채무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채무자의 친족, 채무자가 근무하는 장소

에 함께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공정채권추심법 제2조 제3호).

27)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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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채권수탁추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원채권금융기관의 연대 책임

 

  소비자신용법안은 채권수탁추심업자 또는 위임직채권추심인이 소비자신용법안이나 

공정채권추심법을 위반하여 개인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원채권금융기관도 그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하고 있다(안 제68조 제3항 본문). 그런데 

원채권금융기관이 바로 채권 추심 위탁을 한 경우에는 그 추심을 위탁한 원채권금융기

관에게 연대 책임을 묻는 것이 타당할 수 있지만, 채권이 여러 번 양도되어서 최종 채

권 양수인이 채권 추심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최종 양수인인 채권금융기관이 책임을 지

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채권금융기관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 아니라 채권 추심 위

탁을 한 채권금융기관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III.에서 자

세히 논한다. 

  한편, 법안 제안서 주요 내용 설명 부분에서 “원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 . . 채권을 

매입한 채권매입추심업자가 위법한 행위로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 등에게 손실을 입

힌 경우, 원채권금융기관도 관리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한[다]”라고 하고 

있고, 금융위원회도 채권매입추심업자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 원채권금융기관도 손해배

상책임을 지도록 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나,28) 법안 제68조 제3항의 법문은 채권수탁추

심업자나 위임직채권추심인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만 원채권금융기관이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채권매입추심업자의 위법 행위에 대해 원채권금융기관이 책임을 진

다고 보기는 어렵다. 설령 원채권금융기관이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더라도 여전히 문제

가 있는 것은 채권을 이미 양도하여 권리가 없는 원채권금융기관이 채권 양수인의 위

법한 행위로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어서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3) 원채권금융기관의 채권 양수인에 대한 관리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소비자신용법안은 원채권금융기관이 채권 양수인이 소비자신용법안이나 공정채권추

심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점검해야 하는 의무(안 제33조 제3항)를 위반하여 개인채무자, 

그의 관계인 또는 거래상대방 등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

임을 지게 하고 있다(안 제68조 제5항). 다만, 원채권금융기관이 점검 의무의 이행에 있

28) 금융위원회, 앞의 보도자료의 첨부자료,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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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 “상당한 주의”를 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고 있다(안 제68

조 제5항). 그런데 여기서도 채권을 최초로 양도한 ‘원채권금융기관’에 대해서만 책

임을 묻고 있기 때문에 채권이 여러 번 양도된 경우에는 바로 직전에 채권을 양도한 채

권금융기관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불합리한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따라서 “원채권금융

기관”으로 규정할 것이 아니라 바로 직전 양도한 채권금융기관에게 점검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지만, 이 조항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삭제할 필요가 있다. 즉 이미 채권을 양도해서 해당 채권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지 않는 채권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채권 양수인의 위법 행위 여부를 점

검하도록 하는 것은 권리가 없는 채권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라는 것과 다름이 없어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자세한 사항은 III.에서 논의하고 있다. 

 4) 대부중개업자나 대출모집인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채권금융기관의 연대 책임

  소비자신용법안은 대부중개업자나 대출모집인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채권금융기관

의 연대 책임 규정도 두고 있다. 즉, 대부중개업자나 대출모집인이 채권금융기관으로부

터 위탁받은 대부중개를 하면서 소비자신용법안을 위반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손해를 발

생시킨 경우에는 채권금융기관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안 제68조 제2항 본

문). 대부중개를 위탁한 대부중개업자나 대출모집인의 대부중개 행위에 대하여 채권금

융기관도 관리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위탁자로서 수탁

자에 대한 관리 의무를 부여하면서 관리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만, 채권금융기관이 대부중개업자나 대출모집인에게 “대부중개를 위탁하면서 상당

한 주의”를 하였고 이들이 대부중개를 하면서 거래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을 막기 

위하여 “노력”한 경우에는 그러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게 된다(안 제68조제2항 단

서). 그런데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되는 경우를 “노력”이라는 애매한 문구를 사용함으로

써 실무상 어떤 경우에 면제되는지와 관련하여 논란이 많이 제기될 수 있어서 여전히 법

적 불안정성에 노출되어 있는 문제점이 있고, 무엇에 “상당한 주의”를 해야 하는지 그 

대상도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아 법적 논란이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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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위임직채권추심인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채권수탁추심업자의 연대 책임

 소비자신용법안은 채권수탁추심업자에 소속된 위임직채권추심인이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위임직채권추심인의 추심 행위에 대한 관리 의무를 위반으로 채권수탁추심업자에게

도 연대 책임을 묻고 있다. 즉 채권수탁추심업자에 소속된 위임직채권추심인이 소비자신

용법안이나 공정채권추심법을 위반하여 개인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손해를 발생시

킨 경우 해당 채권수탁추심업자도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안 제68조 제4항 본문). 

다만, 채권수탁추심업자가 위임직채권추심인에 대한 관리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적용되지 않는다. 즉 채권수탁추심업자가 소속 위임직채권추심인이 “채권추심 업

무를 함에 있어 법령을 지키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해치는 일이 없도록 성실히 관리”해

야 하는 의무(안 제43조 제1항)를 수행함에 있어서 “상당한 주의”를 한 때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게 된다(안 제68조 제4항 단서). 채권수탁추심업자로 하여금 소속된 위임직

채권추심인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 법정손해배상책임 제도 도입

  소비자신용법안은 법정손해배상책임(statutory damages)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법정

손해배상책임 제도란 ‘법이 정한 손해배상책임’이란 의미로서 “무형의 재산권 침해 

등 실손해액을 정확하게 산정‧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손해배상의 실효성 보장을 위해 법

으로 배상액 규정한 것”을 말한다.29)

  개인채무자는 채권금융기관, 소비자신용관련업자 또는 위임직채권추심인이 소비자

신용법안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법안 제68조에 따른 일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대

신 30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안 제69조 제1항 전단). 이 경우 해당 채권금융기관, 소비자신용관련업자 또는 위임직

채권추심인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안 제

69조 제1항 후단). 즉 고의나 과실에 대한 입증 책임을 채권금융기관 등에게 전환시키

고 있다. 이러한 법정손해배상책임 청구는 개인채무자에게만 허용하고 있고, 관계인에

게는 허용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입법 정책적인 문제로 판단된다.

29) 금융위원회, 앞의 보도자료의 첨부자료,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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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은 법정손해배상책임 청구가 있는 경우에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 조사의 결과

를 고려하여 300만원 범위에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안 제69조 제2항). 또

한 일반 손해배상을 청구한 개인채무자는 사실심(事實審)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그 청구를 법정손해배상책임 청구로 변경할 수 있다(안 제69조 제3항).

다. 영업보증금 적립(안 제70조)

  소비자신용관련업자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일반 손해배상책임 및 법정손해배상책

임,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분쟁 조정 결과에 따른 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일정 수준의 영업보증금을 예탁하여야 한다(안 제70조 제1항). 다만 영업보증금 

예탁 대신에 영업보증금 해당 금액에 상당하는 보험금의 지급을 보장하는 증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보험증권(security bond)으로 대체할 수 있다(안 제70조 제2

항). 업종별 영업보증금의 적립한도, 사용 및 유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그 밖의 세

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안 제70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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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채권매입추심업 규제안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이하에서는 채권매입추심업과 관련하여 소비자신용법안이 도입하고 있는 여러 규제 

방안에 대하여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조문 순서에 따라 살펴보

기로 한다. 

1. 채권매입추심업자의 겸업 제한(안 제18조)

 

가. 법안 내용

  

 소비자신용법안 제18조는 대부업자, 대부중개업자, 채권수탁추심업자, 채권매입추심

업자, 채무조정교섭업자 등 ‘소비자신용관련업자’의 겸영 업무와 부수 업무 범위 규

제에 관한 내용을 새로이 도입하고 있다. 대부업자 등 소비자신용관련업자가 겸영 업

무와 부수 업무를 영위하려면 사전에 금융위원회에 신고를 해야 하고, 영위하려고 하

는 겸영 업무가 해당 법령에서 인가, 허가, 승인 또는 등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관련 법령에 따라 인·허가나 승인을 받거나 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다(안 제18조 제2

항, 제3항). 

  

  그리고 소비자신용법안은 각 소비자신용관련업자가 영위할 수 있는 겸영 업무의 범

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법에서 허용되는 겸영 업무 이외에 구체적인 겸영 업무의 범위

는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 즉 소비자신용법안은 소비자신용관련업자가 “개인채무자 

보호 및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만을 겸영 업무로서 영위할 수 있도록 해서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만을 겸영할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다. 다만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의 겸영은 법에서 허용하고 있으

며, 채권수탁추심업자는 신용정보법상의 신용정보업 및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자산 관리 업무를 겸영 업무로서 영위할 수 있도록 법에서 명시적으로 허

용하고 있다(안 제18조 제2항). 

  

  따라서 법안만 볼 때 시행령에서 규정하기만 하면 법에서 정하고 있는 겸영 업무 범

위 외에도 소비자신용관련업 사이에 겸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금융당국이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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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조문별 개정 이유서’를 보면, 법안에서 허용한 소비자신용관련업 사이의 겸영 

업무(즉,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의 겸영) 이외에는 각 소비자신용관련업 사이의 겸영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30) 즉 시행령에 허용 가능한 겸영 업무로서 각 소비자

신용관련업을 규정하지 않으면 소비자신용관련업 사이에 겸영을 할 수 없게 되는데, 

금융당국의 입장은 시행령에서 소비자신용관련업을 허용 가능한 겸영 업무로 규정하지 

않을 방침임을 알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조문별 개정 이유서’에서 “원칙적으로 

소비자신용관련업 상호 간에는 ‘대부 and 대부중개’ 외의 타업무 간 겸영 금지”라

고 서술하고 있다.31) 즉 금융당국의 의도는 법에서 허용한 대부업과 대부중개업 사이

의 겸영 이외에는 시행령을 통해서 소비자신용관련업자의 겸영 업무로서 다른 소비자

금융관련업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도임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각 소비자신용관련업자는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의 겸업을 제외하고는 

대부업, 대부중개업, 채권수탁추심업, 채권매입추심업, 채무조정교섭업 등 소비자신용

관련업을 상호 겸영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채권매입추심업자는 대부업이나 대부중개

업을 겸업할 수 없게 된다. 현재는 대부업자가 채권매입추심업을 겸영할 수 있는데(대

부업법 제2조 제1호),32) 향후 소비자신용법이 시행되면 대부업자가 채권매입추심업을 

영위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긴다. 물론 현재 채권매입추심업을 겸영하고 있는 대부업자

는 이미 완료한 등록의 유효기간이 만료할 때까지는 겸업을 할 수 있다(부칙 제3조). 

 

  한편, 소비자신용법안은 제18조 제1항에서 “이 조는 . . .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는 대

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조항의 

의미와 관련해서 해석이 나누어질 수 있다. 우선 소비자신용관련업자의 겸영 업무 및 부

수 업무 조항에 대하여 적용을 하지 아니하므로 법안 제18조가 규정하고 있는 겸영 업무 

및 부수 업무 제한의 적용을 받지 않고 겸업을 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할 수도 있다. 이

에 의하면,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는 대부업자나 대부중개업자는 소비자신용관련업을 겸

영할 수 있다는 결과가 된다. 반면에 “적용하지 아니한다”라는 의미를 시·도지사에게 

30) 금융위원회, 앞의 개정이유서, 57면.

31) 금융위원회, 앞의 개정이유서, 57면.

32) 대부업법은 대부업의 정의를 “금전의 대부(어음할인ㆍ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한다. 이하 “대부”라 한다)를 업(業)으로 하거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자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이하 “대부채권매입추심”이라 한다)

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하고 있고(대부업법 제1조 제1호), 특별히 겸업을 금지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대부업자는 대부채권매입추심업을 겸업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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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하는 대부업자나 대부중개업자에 대해서는 법안 제18조가 허용하고 있는 소비자신용

관련업자의 겸영 업무나 부수 업무를 영위할 수 없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검토해보

면, 우리나라는 ‘원칙 금지 예외 허용 규제 원칙”(positive regulation) 체계를 취하고 있

어서 겸업 업무나 부수 업무의 허용을 하고 있는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결국 

허용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 더 나아가서 시·도지사에게 등록

하는 대부업자나 대부중개업자는 대부분 규모가 작은데, 이러한 대부업자나 대부중개업자

에게 굳이 겸영 업무나 부수 업무를 허용해줄 실익이 없다는 점에서 후자의 해석이 타당

하다고 본다. 그러나 이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는데,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는 대

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는 이 조에 규정된 겸영 업무나 부수 업무를 영위할 수 없다”

라고 규정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금융당국은 소비자신용관련업 사이의 겸영 업무 금지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우선 채권매입추심업자(채권수탁추심업자 포함)가 대부업을 겸영할 경우에는 

“연체 발생 시 고객 보호에 저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고, 채권매입추심업

(채권수탁추심업 포함)과 대부중개업의 겸업을 금지하는 이유로 “채무자를 위한 최적

대출 안내가 아닌 채권회수 극대화를 위한 돌려막기 등 불건전한 대부중개행위 우려”

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다.33) 

 

  이러한 이유들의 타당성에 대해 검토해보면, 우선 채권매입추심업과 대부업의 겸영

을 금지하는 이유로 “연체 발생 시 고객 보호에 저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

고 있는데,34) 왜 고객 보호에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다. 더

욱이 현재 대부업과 채권매입추심업의 겸영이 허용된 상태에서 새로이 겸영을 금지하

려면 현재 겸영에 따른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당

연한데, 그러한 설명도 없이 막연히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겸영을 금지한다고 하는 

것은 무책임한 입법이라고 할 수 있다. 

33) 금융위원회, 앞의 개정이유서, 57면.

34) 금융위원회, 앞의 개정이유서, 5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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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과연 채권매입추심업과 대부업의 겸영이 고객 보호에 저해할 우려가 있는

가? 대부업은 금전대부를 영업으로 하는 것이며, 채권매입추심업은 다른 채권금융기관

의 채권을 매입해서 추심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대상 채권이 다르게 된

다. 그리고 채권매입추심업을 겸영하는 대부업자는 직접 대출한 채권과 매입한 채권을 

따로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해 상충이 발생할 여지가 없을 것이다. 또한 

채권매입추심업을 겸영하는 대부업자가 대출한 채권에 연체가 발생하더라도 채권금융

기관으로서 직접 추심을 하게 될 것이므로 매입채권의 대상자인 고객의 보호와는 상관

이 없다. 더 나아가서 대부업을 겸영하는 채권매입추심업자는 연체채권이 아닌 정상채

권을 매입해서 관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고객 보호의 저해 문제가 발생

하지도 않을 것이다. 따라서 대부업과 채권매입추심업을 겸영할 경우에 “연체 발생 

시 고객 보호에 저해할 우려”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대부업과 채권매입추심업의 겸업을 통한 상승효과(synergy)를 올리기 위해서라도 겸

업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대부업자가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경우 계열회사가 보

유하고 있는 개인채권을 규모가 큰 대부업자인 모회사가 매입하여 이를 관리한다면 더욱 효

율적인 채권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고, 이에 따라 소비자에게 혜택이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대부업자가 채권매입추심업을 겸영하는 것을 굳이 금지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또한 채권매입추심업과 대부중개업의 겸업을 금지하는 이유로 “채무자를 위한 최적

대출 안내가 아닌 채권회수 극대화를 위한 돌려막기 등 불건전한 대부중개행위 우려”

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35) 여전히 대부중개업의 중개 대상 채권과 채권

매입추심업의 대상 채권이 동일하지 않고, 겸업한다고 해서 불건전한 대부중개행위가 

발생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러한 문제는 내부 이해상충 방지 장치에 의해서 해결할 

수 있다. 설령 채권매입추심업자가 매입한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대환(代換)대출 등의 

대부중개 행위를 하더라도 이러한 대환대출 중개가 개인채무자에게 오히려 유리할 수

도 있기 때문에 “불건전한 대부중개행위”로 단정할 수도 없다. 왜냐하면 상환 의지

가 있는 채무자의 경우 영세한 대부업자나 채권매입추심업자의 채권 관리를 받는 경우

보다 대환대출 중개를 통해 오히려 규모가 큰 대부업자의 채권 관리를 받는 것이 더 유

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35) 금융위원회, 앞의 개정이유서, 5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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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정리해보면, 이렇게 겸업을 제한하는 이유는 ‘이해상충의 발생 가능성’이라

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단지 “우려”가 있다고 하거나 “소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러한 겸업을 제한하려는 타당한 근거가 되는지가 의문이다. 설령 이러한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겸업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바람직한 규제 방향은 아니라고 본

다. 오히려 겸업을 허용해주면서 이해상충의 발생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는 내부 규제 

장치(소위 정보 교류를 차단하는 ‘차단벽’(Chinese Wall))를 구축하도록 해서 규제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규제 방향이라고 본다. 

   또한 금융업 사이의 겸업이 추세인 금융 환경을 고려할 때 더욱 그러하다. 예를 들

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도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신탁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등 금융투자업의 내부 겸영을 허용하면서 이해상충 발

생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정보 교류 차단 장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는 정도에 그치

고 있다(법 제45조). 또한 신용정보업을 규율하는 신용정보법도 개인신용평가업, 개인

사업자신용평가업, 기업신용조회업, 신용조사업 등 신용정보업 사이 및 심지어 채권추

심업과의 겸업을 허용해주고 있다(법 제11조). 은행이나 보험회사 등 다른 금융기관도 

내부 겸업 범위를 넓혀 주고 있는 것이 추세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단지 이해상충 발

생 가능성 때문에 겸업을 금지하는 것은 크게 설득력이 없다고 본다. 

   

  그리고 채권매입추심업 자체와 관련해서도 채권매입추심업자가 대부업 등 다른 업무

를 겸영하지 못하고 채권매입추심업만 영위하게 되면 수익력이 떨어지면서 채권매입추

심업을 영위하려는 업체의 수가 줄어들어 채권매입추심업 시장이 위축될 가능성도 배

제하지 못한다. 이렇게 될 경우 부실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채권금융기관이 부실채권을 

매각할 상대방을 찾지 못해 매각 처리를 할 수 없는 문제도 생겨 채권금융기관의 자산

건전성 지표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를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때 채권매입추심업과 대부업, 그리고 

채권매입추심업과 대부중개업 사이의 겸업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른 개정 조

문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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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안 개정안 비고

제18조(다른 업무의 수행) ① 

(생략) 

② 소비자신용관련업자는 개

인채무자 보호 및 건전한 신

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

는 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업종별로 해당 호 각 목의 

금융업무를 그 업무를 개시

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고 

겸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해

당 금융업무를 수행함에 있

어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

라 행정관청의 인가ㆍ허가ㆍ

등록 및 승인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개별 

법률에 따라 인가ㆍ허가ㆍ등

록 및 승인 등을 미리 받아

야 할 수 있다.

 1. 채권수탁추심업자

 가. 「신용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업

 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

률」 제10조에 따른 유동화

자산 관리 업무

 다. 그 밖에 개인채무자 보

호 및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

해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2. 대부업자

제18조(다른 업무의 수행) ① (생략) 

② 소비자신용관련업자는 개인채무자 보호 및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

서 다음 각 호의 업종별로 해당 호 각 목의 금

융업무를 그 업무를 개시하려는 날의 7일 전까

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

에 신고하고 겸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금

융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행정관청의 인가ㆍ허가ㆍ등록 및 승인 등

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개별 법률에 

따라 인가ㆍ허가ㆍ등록 및 승인 등을 미리 받

아야 할 수 있다.

 1. 채권수탁추심업자

 가. 「신용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

률」에 따른 신용정보업

 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

른 유동화자산 관리 업무

 다. 그 밖에 개인채무자 보호 및 건전한 신용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업무

2. 대부업자

 가. 대부중개업

 나. 채권매입추심업

 다. 그 밖에 개인채무자 보호 및 건전한 신용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업무

3. 대부중개업자

 가. 대부업(대부업자가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

한다)

 나. 채권매입추심업

 다. 그 밖에 개인채무자 보호 및 건전한 신용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대통령령

- 대부업과 

채권매입추

심업, 대부

중 개 업 과 

채권매입추

심업 상호 

겸영 업무 

허용

- 겸업에 따

른 이해상

충 마련 및 

관리 방안 

마련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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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대부중개업

 나. 그 밖에 개인채무자 보

호 및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

해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3. 대부중개업자

 가. 대부업(대부업자가 수행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나. 그 밖에 개인채무자 보

호 및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

해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4. 채권매입추심업자 및 채무

조정교섭업자 : 개인채무자 

보호 및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

무

제18조의2(이해상충의 관리) 

(신설)

으로 정하는 업무

4. 채권매입추심업자 및 채무조정교섭업자 :

가. 대부업  

나. 대부중개업

다. 개인채무자 보호 및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

해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업무

5. 채무조정교섭업자: 개인채무자 보호 및 건전

한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제18조의2(이해상충의 관리) ①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등

록하는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를 제외한 

소비자신용관련업자는 소비자신용관련업을 겸

영 업무로서 영위함에 있어서 소비자신용관련

업 사이에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

평가하고, 정보교류를 차단하는 등 공정하게 

관리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비자신용관련업자는 제1항

에 따른 이해상충을 관리하는 방법 및 절차를 

제21조에 따른 보호기준에 반영하고, 보호기준

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이해상충을 적

절히 관리해야 한다.   

2. 담보조달비율 규제(안 제19조 제2항)

 

가. 법안 내용

 소비자신용법안은 채권매입추심업자에 대해서 차입 총량 규제뿐만 아니라 담보조

달비율 규제를 하고 있다(안 제19조). 즉 차입 총량 규제로서 채권매입추심업자는 총

자산을 자기자본의 10배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수(즉 총자산한도)에 해당하

는 금액 이내로 유지해야 할 뿐만 아니라(안 제19조 제1항), 담보조달비율 규제로서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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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매입추심업자는 채권을 매입하려는 경우에는 채권 매입 대금 중 매입하고자 하는 채

권을 담보로 조달한 자금의 비율(즉, 담보조달비율)이 70% 이내에서 시행령으로 정하

는 비율을 넘어서는 안 되도록 하고 있다(안 제19조 제2항). 또한 채권매입추심업자에

게 자금을 대여하려는 은행 등 채권금융기관은 이 담보조달비율을 초과하여 채권매입

추심업자에게 매입 채권을 담보로 금전을 대부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안 제19조 제3

항)을 두어 금전을 대여하는 채권금융기관이 담보조달비율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확인

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총자산한도 및 담보조달비율의 산정 기준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하도록 해서(안 제19조 제4항)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 따라서 시행령에서 

구체적인 총자산한도와 담보조달비율이 정해질 것으로 보이나, 최대 10배 및 70%로 각

각 정해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대부업법상도 대부업자의 총자산한도 

비율을 법이 허용한 최대치인 10배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법 제7조의3, 시행령 제4조의

4 제1항)에 비추어보아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총자산한도 규제는 대부업법에서는 대부업자에게만 적용하고 있는데, 소비자신용법

안은 채권매입추심업자에 대해서는 총자산한도 규제뿐만 아니라 담보조달비율 규제까

지 추가하여 강화된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물론 채권매입추심업자의 담보조달비율 규

제는 소비자신용법이 시행된 이후에 최초로 매입하는 채권부터 적용한다(부칙 제4조). 

담보조달비율 규제는 소비자신용법이 새로이 도입하는 것이다.  

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금융당국은 담보조달비율 규제를 도입하는 이유로서 “채권매입추심업자의 차입금 

상환 부담으로 인해 불법․과잉 추심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차입금으로 추심 

대상 채권을 매입하는 것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자체 재원 없

이 매입할 자산을 담보로 하는 차입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채권을 매입하는 행위[를] 금

지[하기 위함이며],” “[이러한] 규제가 없을 경우 사실상 누구나 매입재원 없이도 매

입채권추심업에 참여[가] 가능[해서] 영세/부실업체가 과도한 자산을 매입하는 행위[를] 

통제[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다.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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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법안 마련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으로서 “담보조달비율(LTV) 규제시 금

융권 부실채권 매입수요가 감소하여 부실자산 정리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우려도 있[었]

으나, 오히려 자본력이 우량한 업체들의 시장점유율 확대 기회가 되므로 우량업자 위

주로 시장이 재편될 수 있다는 평가가 다수”라고 하고 있어서 논의 과정에서도 그 부

작용이 제기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37) 또한 입법 효과로서 “채권매입추심업자의 과

도한 차입위주 재무구조로 인한 회수율 증대 추구에서 발생하는 불법․과잉 추심우려

[를] 완화”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38)

  

  그런데, 담보조달비율 규제의 도입 이유를 검토해보면, “채권매입추심업자의 차입

금 상환 부담으로 인해 불법․과잉 추심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라고 하고 있

는데, 차입금 상환 부담으로 인해서 반드시 불법적이고 과잉 추심이 일어난다고 단정

할 수도 없다는 점에서 그 근거가 타당한지 의문이 든다. 이러한 의문을 뒷받침하는 자

료도 있는데, “실제 수집된 민원 현황에서는 차입 위주의 재무구조와 불법· 과잉추

심의 상관관계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39) 불법 과잉 추심 행위는 공정

채권추심법이나 소비자신용법안이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규제로 그 행위를 막

으면 되는 것이지, 담보조달비율 규제를 통해서 불법 과잉 추심 행위를 막으려는 것은 

합리성이 떨어진다. 

  또한 담보조달비율 규제가 없는 경우 “사실상 누구나 매입재원 없이도 매입채권추

심업에 참여[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한국대부금융협회의 자료에 의하면, 2019년 기

준 상위 9개 채권매입추심업체의 담보조달비율이 88.6%이고, 전체 채권매입추심업체의 

담보조달비율도 88.6%로 추산된다는 점40)에서 채권매입추심업자가 담보로 조달한 자

금 이외에 나머지 채권 매입 자금은 자기자본 등으로 매입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는 것

을 알 수 있어서 “매입재원 없이” 차입한 자금에만 의존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과장

된 주장이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논의 과정에서 “금융권 부실채권 매입수요가 감소

하여 부실자산 정리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는 점에서 그 부작용을 

36) 금융위원회, 앞의 개정이유서, 62면.

37) 금융위원회, 앞의 개정이유서, 62면.

38) 금융위원회, 앞의 개정이유서, 63면.

39) 한재준, 앞의 보고서, 35면.

40) 한재준, 앞의 보고서, 39면 <표-10>(한국대부금융협회의 자료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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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할 수 있다. 그리고 채권매입추심업 시장이 반드시 자본력이 우량한 업체들 위주

로 재편되어야 할 필연적 이유도 없다고 본다. 중소업체들도 경쟁력이 있으면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채권매입추심업 시장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다고 본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규제는 과도한 규제로 판단된다. 이미 차입총량 규제에 의해 자

금 차입 한도를 규제하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담보조달비율을 제한하는 것, 더 나

아가서 담보조달비율 70% 이내라는 아주 강한 규제를 하는 것은 채권매입추심업자

의 영업력을 상당히 제약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채권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부실채권에 대한 매입 수요가 감소하여 채권금융기관이 제때에 부실채권을 정

리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어 자산건전성을 유지하는데도 부담이 가게 된다. 더

욱이 이렇게 규제를 하지 않아도 시장에서는 매입채권액의 100%를 초과해서 매입채

권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앞서 본 것처럼, 상위 9개 채

권매입추심업체의 담보조달비율은 88.6%이다) 담보조달비율 규제를 굳이 할 실익도 

없다. 

  이것은 시장이 알아서 해결할 문제이지 굳이 법으로 규제할 사항이 아닌 것이다. 

특히 한재준(2020)은 현재 “중형 이상 채권매입추심업체의 연체채권 매입 시에는 

감정평가사에 의한 채권 가치 평가와 채권매입추심업체에 대한 기업신용평가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되어 자금을 [대여]할 금융기관이 담보조달비율을 산정한다”41)고 

분석하고 있으므로 이런 점에 비추어 보면 굳이 법에서 규제할 실익이 없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과도한 규제로 볼 수 있으며, 공공복리를 위하여 기본권을 제한하

더라도 가능한 한 필요 최소한의 제한에 그쳐야 한다는 헌법상의 비례의 원칙(과잉금

지의 원칙)42)에에 위배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할 것이다. 

  

  담보조달비율 규제의 개선 방안과 관련하여 한재준(2020)은 법에서 담보조달비율

을 “90% 이내”라고 규정하고 실제 규제 비율은 시행령을 통해서 시장 추이를 보

면서 80%, 그리고 70%로 점진적으로 그 상한을 하향하는 방식을 제안하고 있는데,43) 

41) 한재준, 앞의 보고서, 40면.

42) 정재황, 신헌법입문, 박영사, 2017, 285면.

43) 한재준, 앞의 보고서, 4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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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안 개정안 비고

제19조(총자산한도 등) ① (생략) 

② 채권매입추심업자가 채권을 매입하려

는 경우에는 매입대금 중 매입하고자 하

는 채권을 담보로 조달한 자금의 비율(이

하 “담보조달비율”이라 한다)이 100분

의 7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채권금융기관은 제2항에 따른 담보조

달비율을 초과하여 채권매입추심업자에

게 채권을 담보로 금전을 대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총자산한도 및 담보조달비율의 산정기

준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제19조(총자산한도 등) ① (생략) 

② 채권매입추심업자가 채권을 매입하

려는 경우에는 매입대금 중 매입하고

자 하는 채권을 담보로 조달한 자금의 

비율(이하 “담보조달비율”이라 한

다)이 100분의 70의 범위에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채권금융기관은 제2항에 따른 담보

조달비율을 초과하여 채권매입추심업

자에게 채권을 담보로 금전을 대부하

여서는 아니 된다.

② 총자산한도 및 담보조달비율의 산

정기준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 담보

조달비

율 규

제 삭

제

이러한 방식도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라고 보이지만, 담보조달비율이 법안보다 

다소 높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여전히 규제 비율을 설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궁극적인 

해결 방법으로는 생각되지 않는다. 따라서 담보조달비율규제는 과잉 규제로서 폐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에 따른 개정 조문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3. 기한 이익 상실 예정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안 제29조)

가. 법안 내용

  소비자신용법안은 채권금융기관이 “연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해서 개

인채무자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려는 경우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일로부터 10영업

일 전까지 기한이익 상실 예정일과 상실 예정의 원인, 상실의 효과, 채무조정 요청 기

회 부여 등에 관한 사항을 해당 개인채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사

전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안 제29조 제1항). 여기서 연체 등 대통령령에 정하게 되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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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이익 상실 사유로는 이자 지급의 연체가 1개월 이상이 된 경우, 분할상환금 또는 분

할상환 원리금의 지급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경우, 여러 개의 채무가 있는 경우

에 어느 하나의 채무가 기한 전에 변제되지 않은 경우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당연 기한 이익 상실 사유는 제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은행에 대

한 예치금 등 각종 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도달한 경우나 

채무불이행자 등재 결정이 있는 경우가 해당된다.44) 왜냐하면 법문이 “개인채무자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것으로 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라고 하고 있어서 당연 기한 

이익 상실 사유는 이러한 약정이 있는 사유라고 보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민형배 의원

안도 “신용소비자가 제공한 담보재산에 대하여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 

통지가 발송된 경우, 채무불이행자로 등록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당연 기한 이익 상실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기한 이익 상실 예정 통지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안 제12조 제1항 단서). 한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지의 방식”과 

관련해서는 통지 도달 여부가 중요하기 때문에 도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증명 

우편을 이용하도록 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지를 받은 개

인채무자가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일 전까지 채무 조정을 요청한 경우에는 채권금융기

관이 채무 조정 심사 결과를 개인채무자에게 통지하기 전까지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

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도 두고 있다(안 제29조 제3항). 이 조항은 개인채무자가 

채무 조정 요청을 한 경우에는 채권금융기관은 채무 조정 심사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

는 사실상의 강제 조항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는 채

무조정을 신청한 이후에 신청을 철회한 경우, 채무조정 신청을 위하여 제출된 자료에 

허위 사실이 밝혀진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ㆍ개인회

생 또는 파산ㆍ면책을 신청한 경우,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

무조정 등 다른 채무조정 절차를 신청한 경우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채권금융기관의 통지가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일로부터 10영업일 전까지 도

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제 도달한 날에서 10영업일이 경과한 날을 기한의 이익 상

44) 이러한 설명은 금융위원회, “「소비자신용에 관한 법률안」 주요 내용,” 공청회 발표자료, 2020. 

12. 15,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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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예정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안 제29조 제2항). 즉 통지와 관련해서 도달주

의를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채권금융기관에는 채권매입추심업자도 포함하

고 있어(안 제2조 제3호 다목) 이 조항의 적용을 받게 된다. 채권매입추심업자도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채권을 매입하여 보유하게 되면 채권금융기관으로 취급하고 있기 때

문이다. 

  

  한편, 민형배 의원안도 “신용사업자가 신용소비자의 기한의 이익 상실로 인한 계약

의 종료 . . . 절차를 진행할 경우에는 그 절차 개시 10영업일 전까지 신용소비자에게 

계약위반 사실과 신용사업자가 행사하고자 하는 권리의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서(안 제12조 제1항), 기한 이익의 상

실을 선언하기 전에 사전에 채무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 통지 의무를 채권금융기관에게 부여하는 이유를 보면, “기

한의 이익 상실은 채무자의 방어권에 치명적 영향을 초래하는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채무자와의 별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조치할 수 있어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힘의 균형을 저해”45)하기 때문에 개인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기한의 이

익을 상실시키기 전에 채무자에게 통지를 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입

법은 연체 개인채무자에게 당사자인 채권자와의 채무 조정의 기회를 먼저 부여한 후 

기한이익 상실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약자의 위치에 있는 개인채무자를 보

호하기 위해서 취해진 조치라고 이해할 수 있다. 

  

  한편, 소비자신용법안은 “10영업일 전까지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해서 도달

주의를 취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수령자인 개인채무자가 수령을 거절하거나 소재가 

알려지지 않아서 통지가 도달하지 못한 경우이다. 개인채무자가 채권금융기관에게 주

소 변경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다. 이런 경우에 통지가 도

달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소비자신용법안은 규정하지 않고 있다. 따

라서 도달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민법이 적용될 것인데, 민법에 따르면 민사소송법에 

45) 금융위원회, 앞의 개정이유서, 8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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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할 수  밖에 없다(민법 제113조). 이 경우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법원게시판에 게시한 날로부터 2주일이 지나야 효력이 생겨서(민사소

송법 제196조 제1항) 시간도 꽤 소요되므로 채권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이 

되고, 기한의 이익 상실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밟아야 하는 절차 면에서 보면 상당히 

비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소비자신용법안에 이러한 통지 수령 불능의 경우에 대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

가 있다. 즉 개인채무자의 소재가 불명이거나 수령을 거절하는 등 수령이 불능 상태가 

되는 경우에는 통지가 도달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채

권금융기관이 알고 있는 개인채무자의 주소지로 통지를 2회 이상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했으나 소재 불명 등으로 반송된 때에는 마지막으로 통지를 발송한 날에 통지가 

도달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을 두어 해결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주소지 변경 통지 의

무를 개인채무자에게 부담시켜야 한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본다. 주소지가 변경되었

음에도 채권금융기관에게 통지하지 않은 것은 개인채무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봄

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야 개인채무자가 악의적으로 통지 수령 불능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금융당국도 이러한 문제를 인식했는지, “실무상 통지의 도달요건이 불명확한 문제

가 있는 바, 시행령에서 통지방법을 구체화할 때 도달의 성립요건을 명확히 기술” 하

겠다고 하는데,46) 법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사전 통지한다고 하고 있

어서, 도달 요건이 ‘통지 방법’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이다. 따라서 앞

에서 논의한 것처럼 통지 수령 불능의 상태 등 도달 요건에 대한 명확한 조항을 법에 

둘 필요가 있다. 

  한편, 한재준(2020)도 “채무자의 고의 과실로 인한 미도달과 같이 정당한 사유로 인

한 미도달 시 적용 제외를 시행령에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47) 같은 취

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데, 위에서 논의한 것처럼 도달 불능을 판단할 수 있는 시점이 

필요하므로 내용증명 우편이 2회 이상 반송되면 마지막으로 우편을 송부한 시점을 도

달한 날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며, 이것은 일반적인 통지 도달에 

46) 금융위원회, 앞의 개정이유서, 90면.

47) 한재준, 앞의 보고서, 4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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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안 개정안 비고

제29조(기한의 이익의 상실 예

정의 통지)② 제1항에 따른 채

권금융기관의 통지가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일의 10영업일 

전까지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도달한 날에서 10영업일

이 지난 날을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일로 본다. 

제29조(기한의 이익의 상실 예정의 통지)② 제

1항에 따른 채권금융기관의 통지가 기한의 이

익 상실 예정일의 10영업일 전까지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달한 날에서 10영업일이 

지난 날을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일로 본다. 

다만 개인채무자의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내

용증명 우편으로 송부한 통지가 2회 이상 반

송된 경우에는 내용증명 우편을 마지막으로 

송부한 날을 도달한 날로 간주한다.

- 통지 수

령 불능의 

경우 도달 

간주 규정 

신설 

대한 중요한 예외 사항에 해당하므로 시행령보다는 법에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

다. 이에 따른 개정 조문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4. 기한이익 상실 후 연체 가산이자 부과 금지(안 30조 제1항) 

가. 법안 내용

 소비자신용법안은 “연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를 이유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

되는 것으로 하는 약정에 따라 개인채무자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 채권금융기관

은 해당 개인채권 중 당초 약정에 따를 경우 아직 채무이행의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부

분에 대하여는 약정이자를 초과하여 연체이자를 받을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안 

제30조 제1항). 여기서 “연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는 앞서 본 법안 제29

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한이익 상실 예정 통지 사유와 같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법

안 내용을 살펴보면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금융당국은 이 조항의 의미를 “기한

의 이익이 상실되더라도 아직 상환 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채무 원금에 대해서는 연체 

가산이자[를]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고 약정이자만 부과”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

하고 있지만,48) 여전히 명확하지 않은 점이 있다. 

48) 금융위원회, 앞의 보도자료의 첨부자료,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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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를 돕기 위해 금융당국은 이 조항의 의미를 다음과 같은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즉 대출원금(잔액)이 100만원인 경우에 상환기일이 도래한 원금 10만원에 대하여 

채무 이행을 하지 않으면 기한 이익이 상실되어 채무 이행을 하지 않은 10만원에 대해

서는 약정이자와 연체 가산이자를 부과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아직 상환기일이 도래하

지 않은 90만원에 대해서는 약정이자만 부과하고 연체 가산이자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49) 즉 90만원은 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초 약정에 

따를 경우 아직 채무이행의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부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현

재는 10만원과 90만원을 합한 전체 100만원에 대하여 약정이자와 연체 가산이자를 부

과하여50) 개인채무자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이러한 설명

에 비추어 보면 분할 상환 조건의 대출의 경우가 해당될 것이다.

 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금융당국은 기한이익 상실 후 채무 이행의 기한이 도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연

체 가산이자를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는 방안을 도입하는 이유를 현재 개인채무자가 연

체 등의 사유로 채무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면 아직 상환 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원금

을 포함하여 원금 전체를 즉시 상환하도록 하고, 상환하지 못할 경우에는 상환 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원금을 포함하여 원금 전체에 대하여 약정이자와 연체 가산이자를 부과

하고 있어서 연체가 발생하면 개인채무자에게 이자 부담이 커지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

함이라고 밝히고 있다.51) 즉 금융당국은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고 하여 채무원금전

체에 대하여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으며, “연체가산이자는 

연체로 인해 발생한 채권자의 기대현금흐름 훼손에 대한 손실보전 성격인데, 기한의 

이익 상실 이전 당초 기한이 남아 있던 부분에 대해서는 기대이익의 훼손이 있다고 보

기 어[렵기 때문에],” “기한의 이익 상실여부와 무관히 채권자에게 실제 발생한 현금

흐름 손실분에 대해서만 연체가산이자를 부과하도록 제도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52) 

49) 금융위원회, 앞의 보도자료의 첨부자료, 8면.

50) 금융위원회, 앞의 보도자료의 첨부자료, 8면.

51) 금융위원회, 앞의 보도자료의 첨부자료, 8면.

52) 금융위원회, 앞의 개정이유서, 9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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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안 개정안 비고

제30조(연체이자의 부과) ① 연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를 이유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것으로 하는 

약정에 따라 개인채무자의 기한의 이

익이 상실된 경우 채권금융기관은 해

당 개인채권 중 당초 약정에 따를 경

우 아직 채무이행의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약정이자를 초

과하여 연체이자를 받을 수 없다. 

② 채권금융기관이 제1항을 위반하여 

아직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부분에 대

하여 약정이자를 초과하는 연체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개인채무자와 약정을 

체결한 경우 약정이자를 초과하는 부

제30조(연체이자의 부과) ① 연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를 이유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것으로 하는 

약정에 따라 개인채무자의 기한의 이

익이 상실된 경우 채권금융기관은 해

당 개인채권 중 당초 약정에 따를 경

우 아직 채무이행의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약정이자를 초

과하여 연체이자를 받을 수 없다. 

② 채권금융기관이 제1항을 위반하여 

아직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부분에 대

하여 약정이자를 초과하는 연체이자

를 받을 수 있도록 개인채무자와 약정

을 체결한 경우 약정이자를 초과하는 

- 연체 가

산이자 부

과 금지 조

항 삭제

  그런데 분할 상환의 경우에도 원금의 일부 금액에 대해서 채무 이행을 하지 않으면 

계약에 따른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원금 전체 금액을 기한 전 상환해야 할 의무가 발

생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금 전체 금액에 대하여 약정이자와 연체 가산

이자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에서 법안이 도입하고 있는 것처럼 채무 이행 기

한이 도래한 일부 원금에 대해서만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

당한지는 의문이다. 특히 이렇게 처리하는 것은 채권금융기관의 재산권 행사를 제약하

는 것뿐만 아니라 헌법상의 과잉금지 원칙(비례 원칙)에 위반될 소지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금융당국도 개정 이유서에서 이러한 논의가 있었음을 밝히고 있는데, “연체가

산이자 수취 제한에 위헌 소지가 있는지 검토”를 했으며, “‘이자수준의 제한’은 

판례에서 보듯 입법재량의 문제이며, 동 조항은 약정이자를 허용하는 등 입법재량의 

남용소지를 최소화한 바 위헌으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53) 그러나 이

러한 결론이 타당한지는 여전히 의문이며, 헌법재판소가 달리 볼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이 조항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삭제하는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

다고 본다. 이에 따른 개정 조문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53) 금융위원회, 앞의 개정이유서, 9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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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로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권금융기관

은 개인채권의 연체로 인하여 채권의 

관리 및 회수 과정에서 실제로 발생한 

비용은 별도로 부과할 수 있다.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로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권금융기관

은 개인채권의 연체로 인하여 채권의 

관리 및 회수 과정에서 실제로 발생한 

비용은 별도로 부과할 수 있다.

5. 매입채권 재양도 시의 원채권금융기관의 동의(안 제31조 제4항) 

 

가. 법안 내용

  소비자신용법안은 매입채권추심업자 등 채권금융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채권”을 양도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채권을 최초로 양도한 원래의 채권금융기

관, 즉 원채권금융기관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다(안 제31조 제4항). 다만, 동의 확

보가 곤란하거나 개인채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에는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도록 하고 있다(안 제31조 제4항 단서).

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금융당국은 이러한 조항을 규정하는 이유로서 “채권의 반복적 재매각을 제한하

고, 원채권자의 평가기준에 부합하는 업체들 간에만 채권이 매각되도록 관리하는 취

지”라고 설명하고 있다.54) 그런데 법적으로 볼 때 원채권자가 채권을 양도하게 되면 

채권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는데, 채권 양수인이 양도를 하려고 하는 경우에 이미 채

권을 양도해서 해당 채권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원채권금융기관의 동의

를 얻도록 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볼 때 타당하지 않다. 더 나아가서 채권매입추심업

자가 판단해서 직접 추심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때는 다른 채권매입추심업자에

게 매각하여 처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도 있는데, 원채권금융기관의 동의를 얻

도록 함으로서 처분을 어렵게 하는 요인도 되므로 채권매입추심업자의 영업 행위에 

대한 과도한 침해가 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 이런 점에서 이 조항은 폐지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개정 조문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54) 금융위원회, 앞의 개정이유서, 9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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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안 개정안 비고

제31조(개인채권의 양도 제한 등)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체된 개인

채권을 양수한 채권금융기관은 해당 

개인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

는 경우에는 사전에 원채권금융기관

(개인채권을 최초로 양도한 채권금융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동의 확보

가 곤란하거나 개인채무자 보호를 위

해 필요한 경우로써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조(개인채권의 양도 제한 등)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체된 개인

채권을 양수한 채권금융기관은 해당 

개인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

는 경우에는 사전에 원채권금융기관

(개인채권을 최초로 양도한 채권금융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동의 확보

가 곤란하거나 개인채무자 보호를 위

해 필요한 경우로써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채권 양

도 시 원채

권금융기관 

동의 의무 

조항 삭제

6. 채권 양도 전 장래 발생 이자 채권의 면제(안 제31조 제5항)

가. 법안 내용

  소비자신용법안은 채권매입추심업자 등 채권금융기관이 “회수가능성이 현저히 낮

다고 판단한 채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을 양도할 경우에는 채권 양도 전에 

“장래에 발생할 이자채권을 면제”하고 해당 사실을 개인채무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안 제31조 제5항). 즉 채권금융기관이 회수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한 채권

을 양도할 경우에는 채권을 양도하기 전에 “추가 이자 부과를 중단”하도록 하고 있

는 것이다.55) 그리고 금융당국은 개정 이유서에서 이러한 대상이 되는 채권으로서 

“상각채권”을 예로 들고 있는데,56) “회수가능성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한 채권으로

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서 「법인세법」에 따른 손금(損金) 산입 채권을 고

려할 수 있을 것이다. 

55) 금융위원회, 앞의 개정이유서, 97면.

56) 금융위원회, 앞의 개정이유서, 9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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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금융당국은 이 조항의 도입 이유를 “금융회사가 스스로 회수불능으로 판단하여 상

각한 채권[의 연체이자가] 매각을 고리로 하여 계속하여 증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이며, “채권의 양도를 계기로 연체이자의 증가가 중단되도록 하여 연체 부담의 

무한한 증식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고,57) “채권금융기관이 회수불능으로 판단하

여 세제혜택을 받으면서 연체채무자에 대해 계속 이자를 부과하는 불합리”58)를 개선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상각채권을 양도하기 전에 장래 발생할 이자 채권을 면제할 것인지 여부는 

채권 매매 당사자 사이에 합의할 사항이지 법이 규제할 성격은 아니라고 본다. 사적 자

치 영역을 법률로 규율하는 것은 채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본다. 특히 

채권 가격이라는 것은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결정되는 것인데, 

이렇게 법률이 강제해서 이자를 받을 수 없게 만든다면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에 영

향을 미쳐 양도하는 채권 가격이 하락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채권금융기관의 

재산권 행사를 침해할 소지가 있게 된다. 이와 비슷한 분석도 있다. 즉 한재준(2020)은 

“연체채권 매입자가 장래 발생 이자채권을 수취할 수 없다면, 이러한 채권의 가격은 

종전보다 떨어지게 될 것이다. 수익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즉 연채채권의 양도가격이 

하락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채권]매입추심업체는 . . . 약정이자 수취권이 없다는 불이

익과 상호 상쇄될 것이다. 문제는 연채채권을 매도하려는 원채권자의 경우 매각가격 

하락이라는 형태의 재산권 침해와, 이에 대한 소송 가능성이다.”라고 분석하고 있다. 

  

  즉 연채채권의 양도인 입장에서는 장래 발생할 이자를 받을 수 없게 하는 인위적인 

조치로 인해서 채권 가격이 하락하게 되는 불이익을 감수할 밖에 없는 재산권 행사 침

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런 문제점을 고려할 때 채권 양도 

시 장래 이자 채권을 면제하는 조항은 삭제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른 개정 조문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57) 금융위원회, 앞의 개정이유서, 97면.

58) 금융위원회, 앞의 보도자료의 첨부자료,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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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안 개정안 비고

제31조(개인채권의 양도 제한 등) 

⑤ 채권금융기관은 회수가능성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한 채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채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

우에는 채권을 양도하기 전에 장래에 발

생할 이자채권을 면제하고, 해당 사실을 

개인채무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31조(개인채권의 양도 제한 등) 

⑤ 채권금융기관은 회수가능성이 현

저히 낮다고 판단한 채권으로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채권을 양도하

고자 하는 경우에는 채권을 양도하기 

전에 장래에 발생할 이자채권을 면제

하고, 해당 사실을 개인채무자에게 지

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 장래 

발생 이

자 채권 

면제 조

항 삭제

 7. 채권 양도 예정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안 제32조)

가. 법안 내용

  소비자신용법안은 채권매입추심업자 등 채권금융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

체된 개인채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 양도 예정일로부터 10영업일 전까지 양도 대상

인 채권, 양도 예정일, 채무조정 신청 기회 부여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채무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사전에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안 제32조 제1항 본문). 

다만, 원채권금융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개인채무자 보호 필

요성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수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통지 의무에 예외가 적용된다(안 제32조 제1항 단서).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체된 개인채권”은 연체가 되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채권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

다.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수인”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및 「농업협동조

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채권금융기관의 통지가 채권의 양도 예정일로부터 10영업일 전까지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제 도달한 날로부터 10영업일이 경과한 날부터 개인채권을 양도할 

수 있게 된다(안 제32조 제2항). 즉 통지와 관련해서 도달주의를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사전 통지 조항을 위반해서 양도를 한 결과 해당 양도의 효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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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무효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나, 법 위반에 따른 행정 

제재 조치의 대상이 될 수는 있을 것이다. 

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금융당국은 이러한 사전 통지 의무를 부과하는 이유로서 “채권자의 변동은 채무자

의 방어권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조치임에도, 현재는 채권자가 채무자와의 별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조치할 수 있어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 힘의 균형을 저해“하므로 

”채권을 매각하기 전에 먼저 채무자에게 채무조정 요청 기회를 부여하여 채무자가 원

채권자와 문제를 해소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59)

  

  그런데 앞서 기한이익 상실 예정 통지 조항에서 언급한 것처럼 도달주의를 취하고 있어, 

채무자의 소재 불명이나 채무자가 악의적으로 수령 불능 상태를 만드는 경우에 통지 도달 

여부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채권매입추심업자 등 채권자가 채권 양도 절차를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생기는 문제가 발생한다. 금융당국도 이를 의식한 것인지 개정 이유서에서 “실

무상 통지의 도달여부가 불명확한 바, 시행령에서 통지방법을 구체화할 때 도달의 성립요

건을 명확히 기술”하겠다고 하고 있으나, 도달주의에 대한 예외 사항이 “통지 방법”에 

속하는지가 의문이 들므로 법에 도달의 성립 요건에 관한 근거 규정을 두고 자세한 사항은 

시행령에 규정하는 방법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따라서, 기한 이익 상실 예정 

통지 문제에서 논의한 것처럼,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2회 이상 내용증명 우편이 반송된 경

우에는 도달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한편 한재준(2020)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채무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미도

달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한 미도달 시 적용 제외 규정이 필요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시행

령에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60) 통지가 도래하지 않은 사실

의 확인 시점을 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위에서 제시한 것처럼 내용증명 우편이 2회 이

상 반송된 경우를 검토할 수 있고, 일반적인 통지 효력의 예외 사항에 해당하는 것이므

로 시행령보다는 법에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에 따른 개정 조문안을 제시

하면 다음과 같다.

59) 금융위원회, 앞의 개정이유서, 100면. 

60) 한재준, 앞의 보고서, 4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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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채권양도 예정의 채

무자 통지) ② 제1항에 따른 

채권금융기관의 통지가 채

권의 양도 예정일로부터 10

영업일 전까지 도달하지 아

니한 경우에는 도달한 날로

부터 10영업일이 지난 날부

터 개인채권을 양도할 수 있

다.

제32조(채권양도 예정의 채무자 통지) ② 제1항

에 따른 채권금융기관의 통지가 채권의 양도 예

정일로부터 10영업일 전까지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달한 날로부터 10영업일이 지난 날

부터 개인채권을 양도할 수 있다. 다만 개인채

무자의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내용증명 우편으

로 송부한 통지가 2회 이상 반송된 경우에는 내

용증명 우편을 마지막으로 송부한 날을 도달한 

날로 간주한다.

- 통지 수

령 불능의 

경우 도달 

간주 규정 

신설

8. 원채권금융기관의 채권 양수인에 대한 관리 의무(안 제33조 제3항)

가. 법안 내용

  

  소비자신용법안은 ‘원채권금융기관’이 채권을 양도한 경우 매입채권추심업자 

등 채권 양수인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안 제33조 제3항). 즉 원채

권금융기관은 매입채권추심업자 등 채권 양수인이 소비자신용법안이나 공정채권추

심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점검”해야 하고, 더 나아가서 채권양수인의 위법 행위를 

발견한 때에는 금융위원회에 즉시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안 제33조 제3항 본

문). 다만 개인채무자 보호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수인에게 양

도한 경우는 이러한 점검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안 제33조 제3항 단서). 그리고 원채

권금융기관은 이러한 점검 의무의 이행을 위해서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운영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안 제33조 제4항),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정보의 제공을 양수인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 경우에는 양수인

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안 제33조 제5항).

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금융당국은 원채권금융기관에게 점검 관리 의무를 부여한 이유로서 “불건전한 업체

에게 채권이 양도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 . . 일단 채권이 매각된 뒤에도 원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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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채권]매입업자의 건전추심 여부를 지속 모니터링하여 채무자 보호책임을 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61) 이러한 제도 도입은 결국은 약자인 개인채무자

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제도 도

입은 법리적으로 문제가 많다고 본다. 

  

  첫째, 채권 양도로 권리가 이미 상실된 채권에 대하여 원채권금융기관이 채권 양

수인의 추심 행위에 대하여 관리 감독을 하라는 것은 권리가 없는 채권에 대하여 권

리 행사를 하라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금융당국은 개정 

이유서에서 “연체채권 관리와 관련하여 손익의 최종적 귀속주체인 원채권금융기관의 

책임을 강화할 수 있도록”이라고 서술하고 있는데,62) 원채권금융기관이 채권을 양도

하면서 그 양도 대가를 이미 지급받으므로 원채권금융기관이 “손익의 귀속 주체”가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런 점에서 금융당국이 제시한 원채권금융기관의 채권 양수

인에 대한 점검 관리 의무는 타당성이 있다고 보기가 어렵다. 

  

  둘째, 원채권금융기관에게 채권양수인데 대한 법령 의무 위반 여부를 “점검”하

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점검”의 범위도 애매한 점이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행

위를 하는 것이 점검하는 것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도 실무상 분쟁이 많이 생길 여

지가 크기 때문에 법 시행을 할 때 혼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점검을 위하

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제공을 양수인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

면서, 이 경우에는 양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안 

제33조 제5항), “특별한 사정”이 무엇인지도 애매한 점이 있어 설령 원채권금융기관

이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더라도 채권양수인이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

서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검 의무를 이행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도 발생할 

여지가 있어 실무적으로 상당한 혼선이 초래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셋째, 법 조문은 원채권금융기관에게 이러한 점검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데, 원채권금

융기관은 “채권을 최초로 양도한 채권금융기관”을 말하므로(안 제31조 제4항), 채권

이 여러 번 양도된 경우에는 바로 직전 양도인인 채권금융기관에게는 적용되지 않게 

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 오히려 책임을 묻는다면 바로 직전 양도인인 채권금융기관

61) 금융위원회, 앞의 개정이유서, 103면.
62) 금융위원회, 앞의 개정이유서, 2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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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채권 양도의 절차 등) 

③ 원채권금융기관은 연체된 개인채권

을 양도한 경우 양수인이 이 법, 「채

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을 위

반하지 않도록 점검해야 하며, 양수인

의 위법행위를 발견한 경우에는 그 사

실을 즉시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채무자 보호 필요성 등

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

수인에게 양도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④ 원채권금융기관은 양도한 개인채권

과 관련하여 제3항에 따른 점검 및 개

인채무자가 제기하는 민원 처리를 위

한 조직과 인력을 운영하여야 한다. 

⑤ 원채권금융기관은 제3항에 따른 점

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정보의 제공을 양수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양수인은 특

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

다.

⑥ 원채권금융기관은 양수인이 제5항

에 따른 정보의 제공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해당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

할 수 있다. 

제33조(채권 양도의 절차 등) 

③ 원채권금융기관은 연체된 개인채

권을 양도한 경우 양수인이 이 법,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을 위반하지 않도록 점검해야 하며, 

양수인의 위법행위를 발견한 경우에

는 그 사실을 즉시 금융위원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채무자 보호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수인에게 양도한 경우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④ 원채권금융기관은 양도한 개인채

권과 관련하여 제3항에 따른 점검 및 

개인채무자가 제기하는 민원 처리를 

위한 조직과 인력을 운영하여야 한다. 

⑤ 원채권금융기관은 제3항에 따른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정보의 제공을 양수인에

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양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원채권금융기관은 양수인이 제5항

에 따른 정보의 제공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해당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

할 수 있다. 

-원채권금

융기관의 

채권 양수

인 관리 

의무 조항 

삭제

에게 이러한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할 것인데, 최초로 양도한 채권금융기관에게 

채권 양수인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점검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합리성이 떨어

진다는 점도 지적할 수 있다. 이처럼 이 조항은 여러 문제가 많으므로 삭제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른 개정 조문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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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채권추심자의 추심 연락 횟수 제한 및 개인채무자의 연락 방법 제한 

요청권(안 제36조)

가. 법안 내용

  소비자신용법안은 채권매입추심업자 등 채권추심자의 추심 연락 횟수 제한 및 개인

채무자의 연락 방법 제한 요청권에 관한 내용도 담고 있다(안 제36조). 

  1) 추심 연락 횟수 제한: 1주일에 7회 초과 연락 금지

  소비자신용법안은 채권추심자가 1주일에 7회를 초과하는 “추심 연락”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안 제36조 제2항). ‘추심 연락’이란 “채권의 추심을 위하여 개인채무

자를 방문하거나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고 해서 상당히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다(안 제36조 제2항). 따라서 전화는 물론 일반

우편 또는 전자우편(e-mail)이나 문자(text message)를 보내는 것 등을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동일한 채권의 추심 연락이 여러 채권추심자에 의해 행해지는 경

우”에는 그 횟수를 모두 합산하도록 하고 있다(안 제36조 제3항). 즉 동일한 채권에 대

한 추심 연락이 채권금융기관, 채권매입추심업자, 채권수탁추심업자, 위임직채권추심인 

등 여러 채권추심자에 의해 행해지는 경우에는 이들에 의한 추심 연락 횟수를 모두 합

산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소비자신용법안이 추심 연락 제한 총량제를 도입한 이유를 금융당국은 공정

채권추심법에 따른 추심 연락 제한 규제가 있지만 추심 연락 횟수 총량을 규제하지 못

하고 있어서 과도한 채권 추심 행위로부터 연체 개인채무자를 보호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 보완한 것이라고 한다.63) 즉 공정채권추심법은 채권추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를 말한다)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

하게 해치는 행위”를 금지할 뿐만 아니라(법 제9조 제2호)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

63) 금융위원회, 앞의 개정이유서, 114면.



- 58 -

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법 제9조 제3호). 이러한 행위의 구체적인 

기준으로서 금융감독원이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

드라인」은 “채권별로 1일 2회를 초과하여 전화, 이메일, 문자메시지, 방문 등으로 채

무자에게 접촉하는 행위는 [공정]채권추심법 제9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로 본다. 다만, 상기 

횟수와 별도로 1일 1회에 한하여 추심성격이 전혀 없는 계좌번호 등 단순 정보를 안내

할 수 있으며, 이 가이드라인 등에서 의무적으로 안내하도록 하는 사항 및 채무자의 요

청에 따른 경우는 상기 횟수에서 제외한다”(제31조 제3호)라고 해서 채권별로 추심 연

락 횟수를 1일 2회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신용법안은 이러한 채권 추심 연락 제한에 더해서 “1주일에 7회 이

내”라는 채권 추심 연락 횟수 총량을 규정하고 있어서 채권추심자는 더 강력한 규제

를 받는 셈이 된다. 그리고 1일 2회에 한한다는 규제는 행정지도인 감독당국의 지침으

로 운영하는 것이라 위반 시 제재에 대한 근거가 미약하지만, 소비자신용법안이 새로 

도입하고 있는 1주일 7회 초과라는 규제는 법에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위반 시 제재 대

상이 되는 등 강력한 조치가 따른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게 되는데, 채권추심자 입장에

서는 상당한 부담이 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2) 7일 이내 재연락 금지

   

  소비자신용법안은 또한 채권추심자가 추심 연락을 통해 개인채무자로부터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확인한 경우에는 확인한 날로부터 7일간은 추심 연락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다만 “추심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7일 이내라도 추심 연락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안 제36조 제4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확인한 경우”에는 개인채무자

의 상환 능력을 확인한 경우를 들 수 있다.64)

64) 금융위원회, 앞의 공청회 발표자료,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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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개인채무자의 특정시간대 등 추심 연락 제한 요청권

  더 나아가서 소비자신용법안은 개인채무자가 채권추심자에게 “특정한 시간대 또는 

특정한 방법이나 연락 수단을 통한 추심 연락”을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안 제36조 제5항 전단). 물론 이러한 요청에 대하여 채권추심자는 반드

시 받아들일 필요는 없으나, 소비자신용법안은 일정한 경우에는 반드시 이러한 요청에 

응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즉, 채권추심자는 “추심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요청에 응하도록 하고 있다

(안 제36조 제5항 후단). 즉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를 두고 있는 것이다.

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1) 규제의 도입 이유

  금융당국은 이러한 추심 연락 횟수 제한 및 추심 연락 제한 요청 제도를 도입한 이유

로서 “개인채무자의 인간다운 삶과 평온한 생활 보호를 위하여 해외 사례(미국 Fair 

Debt Collection Practice Act)를 참조하여 채권추심자의 추심 연락에 대한 제한 장치를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공정]채권추심법이 정당한 사유 없는 반복적 

추심연락을 금지(§9-2호)하고 있으나, 추심 총량 자체를 제한하지 못하여 과도한 추심

연락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는 데 미흡한 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

다.65) 또한 추심 연락 횟수의 계산 시 동일한 채무에 대해 여러 명의 채권추심자가 연

락을 한 경우 그 연락 횟수를 모두 합산(안 제36조 제3항)하는 이유도 “다수의 채권추

심자가 번갈아 연락을 함으로써 연락횟수 제한 규제를 형해화할 가능성[을] 방지”하

기 위함이라고 하고 있다.66) 이하에서는 각 규제의 내용에 대해서 검토해보기로 한다.

  2) 추심 연락 횟수 제한에 대한 검토

 

  소비자신용법안은 1주일에 7회 초과하여 개인채무자에게 ‘추심 연락’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여기서 ‘추심 연락’은 위에서 본 것처럼 “채권의 추심을 위하여 

65) 금융위원회, 앞의 개정이유서, 114면.

66) 금융위원회, 앞의 개정이유서, 1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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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자를 방문하거나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안 제36조 제2항)고 하고 있어, 전화는 물론 일반우편 또는 전자우편이나 문자

를 보내는 것 등을 포함하게 된다. 

  그런데 문제는 7회에 포함되는 것이 전화, 전자우편, 문자 등 모든 행위 유형을 다 

포함해서 계산하게 되는 것인지가 의문이 들 수 있다. 법문의 해석으로는 모든 행위 유

형이 다 포함되어 계산하는 것으로 읽히는데, 안 제36조 제6항이 “추심연락에 포함되

는 행위 . . .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하고 있어서, 시행령

에 추심 연락 횟수에 포함되는 행위 유형을 정해서 어느 하나의 유형만 횟수 제한 계산

에 포함하는 것으로 정할 여지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래에서 보

는 것처럼 미국의 경우에는 전화로 연락하는 것만 추심 연락 횟수에 포함한다는 점에

서 우리도 전화만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1주일의 기산점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언제를 기점으로 해서 1주일을 계산하느

냐의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것 또한 시행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예

를 들어, 첫 번째 추심 연락이 갈 때를 시점으로 잡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개인채무자가 동일한 채권금융기관에게 여러 연체 채무를 갖고 있을 때 채권

별로 연락 횟수를 계산할지, 아니면 동일한 개인채무자가 부담하고 있는 채권 전부를 

합쳐서 연락 횟수를 계산할지도 애매한 점이 있어 시행령에서 이를 명확하게 할 필요

가 있다. 예를 들어, 어느 개인채무자가 7개의 채무를 동일한 채권금융기관에게 갖고 

있는 경우에 채권별로 해서 총 1주일에 49번 추심 연락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합해서 

7번만 할 수 있는지의 문제이다. 법안 문구가 “채권의 추심을 위하여”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채권별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며, 시행령에서 이를 명확하게 규정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1주일 7회 초과 추심 연락 금지 규제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

다. 예를 들어, 이러한 규제를 시행하게 되면 하루에 7회를 몰아서 추심 연락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오히려 과도한 채권 추심이라고 볼 여지도 있기 때문에,67) 이러한 규제

67)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견은 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 (CFPB), “Final rule to 

revise Regulation F, 12 CFR part 1006, to prescribe Federal rules governing the activitie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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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실효성에 의문이 들 수 있다. 더 나아가서 이러한 규제에 의해서 오히려 채권추심자

가 1주일 7회까지 무조건 ‘무리하게’(원래 추심 연락을 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하려

고 하는 것을 말한다) 추심 연락을 하려는 유인이 될 수 있다는 비판도 있을 수 있다.68) 

  

  그리고,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연락 횟수에 포함되는 추심 연락 행위의 유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데, 금융당국이 언급한 것처럼 미국의 「공정채권추심법」(Fair Debt 

Collection Practice Act of 1977)69)을 모범 사례로 해서 추심 연락 횟수 제한 제도를 도

입했다고 설명하고 있으므로70) 미국의 경우처럼 전화로 연락하는 것만 추심 연락 횟수 

계산에서 포함하고, 전자우편이나 문자 등 다른 수단은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해서 명

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금융당국이 미국의 공정채권추심법을 토대로 해서 1주일 7회 초과 연락 금지 제도를 

도입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미국 공정채권추심법에 따른 추심 연락 횟수 제한 규정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이러한 횟수 제한은 미국 공정채권추심법 자

체가 아니라 관련 규제당국인 금융소비자보호국(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 

CFPB)이 제정한 감독규정인 「채권추심규정 F」(Debt Collection Practices (Regulation 

F))에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 우리가 법에서 직접 규제하려는 것과 차이라고 지적할 수 

있다. 미국 공정채권추심법 제806조 제5항은 채무자를 괴롭히는(harass) 추심 유형의 

하나로서 “채무자를 귀찮게 하거나(annoy), 학대하거나(abuse) 또는 괴롭힐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또는 지속적으로 전화를 걸거나 전화로 대화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데,71) 이러한 금지 유형에 속하는 구체적인 행위로서 「채권추심규정 F」에서 1주일 7

회 초과하여 연락하는 것을 공정채권추심법 제806조 제5항에 위반하는  행위로 ‘추

정’(presumption)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72)  

  

debt collectors (Docket No. CFPB-2019-0022, RIN 3170-AA41),” p. 267. 

<https://files.consumerfinance.gov/f/documents/cfpb_debt-collection_final-rule_2020-10.pdf>.

68) See ibid. p. 267.

69) 미국의 공정채권추심법은 1968년에 제정된 연방법인 ｢소비자신용보호법｣(Consumer Credit Protection 

Act of 1968)의 제5장(Title V)에 해당되는 내용으로서 1977년에 제정되어 편입된 법이다. 

70) 금융위원회, 앞의 개정이유서, 114면.

71) Section 806(5)(15 U.S.C. 1692d(5)) “prohibits debt collectors from causing a telephone to 

ring or engaging a person in telephone conversation repeatedly or continuously with intent 

to annoy, abuse, or harass.”

72) “a debt collector is presumed to comply with § 1006.14(b)(1) and FDCPA section 806(5). . 

.” (C.F.R. § 1006.14(b)(2)(i)). (밑줄 친 부분은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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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주목할 것은 1주일 7회 초과 연락 금지에 해당하는 것은 ‘전화’(telephone 

call)로 하는 경우에만 해당하고,73) 일반우편이나 전자우편 또는 문자를 보내는 것은 이 

금지 횟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다.74) 우리의 경우에는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추심 연락”의 정의가 전화뿐만 아니라 일반우편이나 전자우편 및 문자를 다 포함하

는 것이라 법문의 해석상 이러한 수단을 다 포함하여 1주일 7회 초과 연락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법이나 시행령에서 이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

리고 「채권추심규정 F」는 전화 연락 횟수 계산에 추심자가 하는 다음과 같은 전화 

연락은 제외하고 있는데, 첫째, 채무자의 동의를 얻어서 추심자가 전화를 하는 경우, 둘

째, 전화가 연결되지 않은 경우, 셋째, 채무자의 변호사, 신용평가기관(credit reporting 

agency), 채권자, 채권자의 변호사, 추심자의 변호사에게 전화를 하는 경우이다.75) 

  따라서 우리도 연락 횟수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를 법이나 시행령에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는데, 미국의 사례와 같은 경우뿐만 아니라 채무자가 추심 연락을 요

청하여 연락을 하는 경우,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연락을 한 경우, 단순한 연체사실이나 

상환방법 등에 대한 안내 목적으로 연락을 하는 경우, 개인채무자의 문의에 따른 답변

을 하는 연락의 경우, 추심 연락 방법을 협의하기 위하여 연락하는 경우 등도 추심 연

락 횟수 계산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신용법안이 “추심연락에 포함되는 행위 

. . . 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안 제36조 

제6항), 대통령령에 이러한 연락 행위를 추심 연락 횟수 계산에서 제외하는 사유로 규

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73) C.F.R. § 1006.14(b)(2)(i) provides that, “subject to the exclusions in § 1006.14(b)(3), a 

debt collector is presumed to comply with § 1006.14(b)(1) and FDCPA section 806(5) if the 

debt collector places a telephone call to a particular person in connection with the 

collection of a particular debt neither: (1) more than seven times within seven consecutive 

days; . . .” (밑줄 친 부분은 강조). 이 조항은 2020. 11. 30. 개정된 Regulation F에 추가되었다

(85 Federal Register 76734, Nov. 30, 2020).

74) Official Interpretation of § 1006.14(b) Repeated or continuous telephone calls or telephone 

conversations (““placing a telephone call” includes conveying a ringless voicemail but does 

not include sending an electronic message (e.g., a text message or an email) that may be 

received on a mobile telephone.“). See Cheryl R. Cooper, ‘The Debt Collection Market and 

Selected Policy Issues,” CSR Report,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Updated June 22, 

2021, p. 11. 

75) § 1006.14(b)(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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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7일 이내 재연락 금지에 대한 검토

 소비자신용법안은 추심 연락을 통해서 일정한 사항을 확인한 경우에는 이후 7일 동안 

추심 연락을 금지하고 있다(안 제36조 제4항). 미국의 「채권추심규정 F」는 7일 이내 

재연락 금지도 ‘전화 대화’(telephone conversation)를 하고 나서 7일 동안 다시 전화 

연락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76) 전자우편이나 문자를 보내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

는 않다. 따라서 우리도 법이나 시행령에서 전화로 연락하는 것만 포함할 수 있도록 명

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한편, 채권 추심 재연락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법안 제36조 제4항은 “추심 연락을 

통해 개인채무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확인한 경우”에는 7일 동안 추심 

연락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그 사유를 대통령령에 전적으로 위임하고 있어 포괄

위임금지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 7일 동안 추심 연락을 하지 못하게 되는 사항은 

채권추심자에게는 영업을 하지 못하는 상당히 중요한 사항인데, 이러한 사유를 시행령

에 완전히 위임한 것은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법

에 규정할 필요가 있는데, 채무 변제 의사를 확인한 경우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추심 재연락 금지의 예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추심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어 

여전히 포괄위임금지 원칙 위반 여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될 수 있는데, 법에 추심을 현저하

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개인채무자가 주소를 변경했

는데도 채권금융기관 등 채권추심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 고의적으로 채권추심자의 연

락을 받지 않는 경우, 연락 불능이 되는 경우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76) C.F.R. § 1006.14(b)(2)(i) provides that, “subject to the exclusions in § 1006.14(b)(3), a 

debt collector is presumed to comply with § 1006.14(b)(1) and FDCPA section 806(5) if the 

debt collector places a telephone call to a particular person in connection with the 

collection of a particular debt neither: . . nor (2) within a period of seven consecutive days 

after having had a telephone conversation with the person in connection with the collection 

of such debt (with the date of the telephone conversation being the first day of the 

seven-consecutive-day period).” (밑줄 친 부분은 강조). 7일 동안 재연락이 금지되는 경우는 

첫 번째 전화 “대화”를 하고 나서이며,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전화의 경우에는 1주일 이내 7회 

초과 전화 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 64 -

4) 개인채무자의 추심 연락 제한 요청권에 대한 검토

  소비자신용법안은 개인채무자가 채권추심자에게 “특정한 시간대 또는 특정한 방법

이나 연락 수단을 통한 추심 연락”을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

는데(안 제36조 제5항 전단), 이 조항 또한 논란의 여지가 많을 것으로 본다. 특정한 시

간대의 범위와 특정한 방법에는 다양한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의 구체적

인 경우를 규정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는 점에서 실제 운영 및 집행 과정에서 여러 법

적 불안정성이 나타나 분쟁의 소지가 많을 수 있다고 본다. 예를 들어, 어떤 시간대가 

특정한 시간대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해서도 개인채무자가 지정한 시간대이면 다 특정한 

시간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등 그 범위와 관련해서도 채권추심자와 개인채무자 사이에 

다툼이 있을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이다. 즉 개인채무자가 요청한 사항이면 채권추

심자는 반드시 인정해야 하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토요일과 일요일은 

제외하고 주중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연락을 하지 말 것을 요청을 하는 경우에 채

권추심자가 이를 받아들여야 할 것인지의 문제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소비자신용

법안은 개인채무자의 연락 제한 요청에 대해서 채권추심자가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경우

로서 “추심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라

고 하여(안 제36조 제5항 후단) 시행령으로 해결하려고 하는데, 과연 어떤 경우가 “추

심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

전히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금융당국은 채권권추심업자가가 개인채무자의 요청에 대하여 반드시 응해야 하는 사

유로서 개인채무자가 “‘특정 요일의 14:00~18:00’에 연락제한을 요청한 경우 추심

자가 다른 요일･시간대에 연락할 수 있으므로” 개인채무자의 요청을 반드시 수락해야 

하고, 개인채무자가 “직장방문 대신 직장근처 카페에서 면담 요청한 경우”도 요청을 

반드시 수락해야 하는 사유로 들고 있는데,77) 이러한 사유가 “추심을 현저하게 저해

할 우려가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제기될 수 있는 문제

가 있다고 할 수 있다. 

77) 금융위원회, 앞의 보도자료의 첨부자료,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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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이 조항의 핵심은 개인채무자의 요청에 대해서 채권추심자가 반드시 응해야 

하는 사유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규정하느냐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중

요한 사항을 전적으로 시행령에 위임한 것은 헌법상의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반

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 따라서 법에 자세히 정치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는데, 쉬운 일

은 아니라고 본다. 더욱이 개인채무자의 추심 연락 제한 요청에 대하여 채권추심자가 

반드시 응해야 한다는 점에서 채권매입추심업자의 헌법 제15조에 규정된 직업선택의 

자유에 포함되는 ‘영업의 자유’78)에 중대한 침해를 가져온다고 볼 여지도 있어서 신

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설령 추심 연락 제한 요청권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전화 연락만을 추심 연락 제한 요

청 대상으로 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는 앞서 본 미국의 사례처럼 추심 연락 

제한 대상에 압박감이 큰 전화 연락만을 규제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타당성이 

있다. 또한 추심 연락 제한의 시간도 구체적으로 시행령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

다. 앞서 지적한 것처럼,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연락을 하지 말 것을 요청한

다면 사실상 채권추심자가 추심 행위를 할 수 없는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일정한 기

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락 제한 시간도 정할 필요가 있는데, 예

를 들어 1일 4시간 이내로 제한하는 방법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시간 제

한을 준수하는 경우를 채권추심자가 개인채무자의 연락 제한 요청에 반드시 응해야 하

는 사유로 대통령령에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5) 소결

  소비자신용법안이 도입하고 있는 추심 연락 총량제 및 추심 연락 제한 요청권에 대

해서는 많은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본다. 업계는 과도한 추심 업무 제한이라고 주장할 

여지가 많다. 현재도 공정채권추심법과 행정지도인 금융감독원의 지침에 의해서 ‘사

실상’ 1일 2회 초과하여 추심 연락을 하는 것이 금지되고 있는데, 법안이 시행되면 1

주일 7회 초과 추심 연락의 규제를 법에 의해 받게 되어 과중한 부담이 될 수 있다. 따

라서 법안이 시행되면 금융감독원의 지침에 의한 1일 2회 초과 추심 연락 금지 지침은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78) 정재황, 앞의 책, 27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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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심 연락 횟수 제한과 연락 제한 요청권 신설은 채권추심자의 추심 

영업 행위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서 재산권 행사 침해나 직업 수행의 자유 침해 가능

성 내지 헌법상의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 위반 가능성의 논의에서 여전히 벗어나기

가 어려운 점이 있다. 물론 헌법재판소가 궁극적으로는 판단해야 하겠지만, 금융당국도 법

안 마련 과정에서 이러한 논의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이 발표한 개정 이유서에 

의하면, “추심총량제 및 연락제한요청권 신설이 채권자의 재산권 행사를 과도하게 제한하

여 위헌소지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했는데.] [공정]채권추심법에서 이미 추심연락을 제한하

고 있음을 감안시 추심연락제한 자체가 위헌이라 보기는 어려우며, 추심목적 달성을 중대하

게 제약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으며], 1주일 7회 초과 연락제한 및 연락제한 요청

권이 도입된다고 하여 추심활동 자체가 불가능해진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동 조항 규제를 

위헌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즉 금융당국도 이러한 추심 연락 총량제 및 추심 연락 제한 요청권이 채권추심자의 재산

권 행사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제도가 

미국이 실시하고 있는 제도라 금융당국도 도입 근거 중의 하나로서 미국의 공정채권추심법

이 실시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도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많은 반대 의견이 제시되는 등 논란이 제기되었다는 점에서 우리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미국의 경우 이러한 논란이 제기되면서 초안은 1주일 7회 초과 전화 연락 금

지를 법 위반 행위 유형으로 규정했었으나(소위 “bright-line rules”), 최종안은 1주일 7회 

이내이면 공정채권추심법을 준수한 것으로 ‘추정’(presumption)한다는 규정으로 변경된 

바가 있다(소위 “rebuttable-presumption framework”).79) 

  

  미국의 경우 1주일 7회 초과 전화 금지 규제는 법에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감독규

정(Regulation) 차원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 논의 과정에서 ‘추정’ 규정으로 변경하여 

1주일 7회 이내의 전화 연락은 법에서 금지하는 추심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추정

한다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법에서 직접적으로 금지하려는 것과 차이

가 있다. 즉 규제 강도 면에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도 

1주일 7회 초과 연락 금지 제도를 도입하려고 한다면, 법에서 바로 직접적으로 규정할 

79) CFPB, op. cit., p. 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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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안 개정안 비고

제36조(채권추심자의 추심행위 

및 연락방법의 제한) ① (생략)

② 채권추심자는 채권의 추심을 

위하여 개인채무자를 방문하거나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이하 

“추심연락”이라 한다)를 1주일

에 7회를 초과하여 하여서는 아

니 된다. 

③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동일

한 채권의 추심연락이 여러 채권

추심자에 의해 행해지는 경우에

는 그 횟수를 모두 합산한다.

④ 채권추심자가 추심연락을 통

해 개인채무자로부터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사항을 확인한 경우에

는 확인한 날로부터 7일간은 추

심연락을 할 수 없다. 다만, 추심

제36조(채권추심자의 추심행위 및 연락방

법의 제한) ① (생략)

② 채권추심자는 채권의 추심을 위하여 개

인채무자에게 방문하거나 말ㆍ글ㆍ음향ㆍ

영상 또는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이하 “추심연락”이라 한다)를 1주일에 7

회를 초과하여 전화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의 행위는 횟수 계

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1. 개인채무자의 동의를 얻어서 전화를 

하는 경우

 2. 전화를 했지만 연결되지 않은 경우

 3. 개인채무자의 요청에 의하여 전화를 

하는 경우

 4. 개인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전화를 하는 

경우

 5. 단순한 연체사실이나 상환방법 등에 

대한 안내 목적으로 전화를 하는 경우

- 연락 횟

수 제한에 

전화 연락

만 포함

- 횟수 계

산에 포함

되지 않는 

경우 규정

것이 아니라 감독규정이나 지침을 통하여 추정 조항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

가 있다. 특히 연락 횟수에 포함되는 행위 유형이 다양할 수 있고 횟수 계산에 있어서

도 그 계산 시점이 불명확할 수도 있어서 그 내용이나 기준을 법이나 시행령 또는 감독

규정에 다 담는 것에 한계가 있을 수 있고, 설령 그렇게 마련하더라도 실제 시행 과정

에서 다양한 경우가 발생함으로써 법 집행 과정에서 논란이 제기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 제도의 도입 방안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

다고 본다.

 

 따라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이 제도 도입 방안을 철회하는 것으로 보이지만(제1안), 

그렇지 않다면 미국의 경우처럼 감독규정이나 지침에 추정 조항을 두는 방법도 적극적

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제2안). 아래 개정 조문안은 그렇지 않고 법에서 규정

하려는 경우에 전화 연락만을 규제 대상으로 하는 방안(제3안)을 제시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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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

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개인채무자는 채권추심자에게 

특정한 시간대 또는 특정한 방법

ㆍ수단을 통한 추심연락을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채권추심자는 추심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것으로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⑥ 제2항에 따른 추심연락에 포

함되는 행위 및 연락횟수의 계산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동일한 채권의 

추심연락이 전화가 여러 채권추심자에 의

해 행해지는 경우에는 그 횟수를 모두 합

산한다.

④ 채권추심자가 개인채무자를 방문하거나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 등을 도달

하게 하는 행위(이하 “추심연락”이라 한

다)를 통해 개인채무자로부터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사항을 확인한 경우에는 확인한 

날로부터 7일간은 추심연락을 전화를 할 

수 없다. 다만, 추심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

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개인채무자는 채권추심자에게 특정한 

시간대 또는 특정한 방법ㆍ수단을 통한 추

심연락을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채권추심자는 추심을 현저하게 저해

할 우려가 없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경우에는 그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⑥ 제3항에 따른 추심연락에 포함되는 행

위 및 제2항에 따른 연락횟수의 계산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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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주택경매 예정의 사전통지(안 제37조)

가. 법안 내용

  소비자신용법안은 채권금융기관이 연체된 개인채권과 관련하여 강제집행 또는 담보

권의 실행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의 경매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경매신청 예정일로부터 10영업일 전까지 경매신청 대상 주택, 경매신청 예정일, 채무조

정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 등 일정한 사항을 개인채무자 및 경매신청 대상 주택의 물

상보증인 또는 제3취득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있

다(안 제37조 제1항).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의 범위는 실거주용으로 사

용하고 있고, 주택 가격이 일정한 금액 이하(예를 들어, 6억 원 이하)인 주택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조항의 취지가 주거용인 주택을 경매하려고 하는 경우에 채무자 등

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전에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거주용인 소규모 주택으

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실거주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이 문제

인데, 채권금융기관의 요청에 따라 개인채무자 등이 실거주를 증명한 주택으로 한정하

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지 방법과 관련해

서도 내용증명 우편 송부의 통지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경매신청 예정일은 해당 개인채권의 연체가 발생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한 날 이후이어야 하는데(안 제37조 제2항). 그러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기간”은 개인채무자의 상환 기회 부여 등을 고려해서 4개월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주택 경매 예정 통지를 받은 개인채무자가 주택 경매 예정의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채무조정을 신청한 경우 채권금융기관은 채무조정 심

사 결과를 개인채무자에게 통지하기 전까지는 경매를 신청할 수 없는데, 다만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채무조정 심사 결과를 개인채무자에게 통

지하기 전에라도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안 제37조 제4항).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사유”로는 채무조정 요청 이후에 연체 개인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 소유의 재산

에 대하여 다른 채권금융기관이나 제3자가 강제집행 또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

를 신청하는 경우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채권금융기관의 통지가 경매신청 

예정일로부터 10영업일 전까지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달한 날에서 10영업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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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안 개정안 비고

제37조(주택경매의 예정의 

사전통지) 

③ 제1항에 따른 채권금융기

관의 통지가 경매신청 예정

일로부터 10영업일 전까지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달한 날에서 10영업일이 

지난 날부터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제37조(주택경매의 예정의 사전통지) 

③ 제1항에 따른 채권금융기관의 통지가 경매신

청 예정일로부터 10영업일 전까지 도달하지 아

니한 경우에는 도달한 날에서 10영업일이 지난 

날부터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개인채무자

의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내용증명 우편으로 

송부한 통지가 2회 이상 반송된 경우에는 내용

증명 우편을 마지막으로 송부한 날을 도달한 날

로 간주한다.

- 통지 수

령 불능의 

경우 도달 

간주 규정 

신설

지난 날부터 경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안 제37조 제3항). 통지와 관련해서 도

달주의를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이 조문의 문제는 앞서 기한 이익 상실 예정의 통지나 채권 양도의 사전 통지의 경우

처럼 개인채무자 등 통지 수령인이 소재 불명이 되거나 악의적으로 소재 불능으로 만

드는 경우에 통지의 효력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이 경우 앞서 논의한 것처럼 

민사소송법에 따른 공시송달의 방법을 취할 수밖에 없는데, 채권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비용 부담 등의 문제가 있게 된다. 따라서 내용증명 우편으로 

송부한 통지가 2회 이상 반송이 되면 통지가 도달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어 해

결할 필요가 있다. 개정 조문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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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채무조정 관련 업무의 채권수탁추심업자에 대한 위탁 금지(안 제38

조 제2항) 

가. 법안 내용

  소비자신용법안은 채권금융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조정과 관련한 업무를 

채권수탁추심업자에게 위탁할 수도 없도록 하고 있다(안 제38조 제2항 본문). 이는 소

비자신용법안이 채무조정 교섭 업무를 수행하는 채무조정교섭업을 별도로 신설하고 있

어서 채권수탁추심업자가 채무조정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되면 업무 상충이 될 수 있

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다만, 위탁하고자 하는 업무가 채권금융기관의 채무조정 내부기

준을 별도의 재량 없이 집행하는 업무인 경우에는 채권수탁추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

도록 허용하고 있다(안 제38조 제2항 단서). 예를 들어, 채무자와 채무의 특징에 따라 

감면율이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채무조정 내부기준에 따라 감면율 산정･제시하는 경우

가 이에 해당한다.80) 

 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소비자신용법안이 채권금융기관이 채무조정과 관련한 업무를 채권수탁추심업자에게 

위탁할 수 없도록 하는 이유는 신설되는 채무조정교섭업자와 수탁추심업자의 업무 상

충을 방지하고,81) 채권수탁추심업자가 채무 감면 재량권을 가지는 경우 채무자에 대한 

종속이 심화되고 과잉 추심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며,82) “소비자신용법을 

통해 채무자 주도의 채무조정 요청 절차가 제도화되는 만큼, 종래 채권추심자가 채권

회수 극대화 목적으로 제안하던 채무조정은 지양하도록 하는 취지”이다.83) 

  

  그런데 채권수탁추심업자가 비록 채권금융기관의 이익을 위해 추심 업무를 수행하지

만 다른 한편으로는 회수한 채권액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가능한 최대한의 

상환을 받으려고 하므로 채무 조정을 통해서라도 회수를 하는 것이 채권금융기관에게

80) 금융위원회, 앞의 보도자료의 첨부자료, 12면.

81) 금융위원회, 앞의 개정이유서, 122면.

82) 금융위원회, 앞의 보도자료의 첨부자료, 12면.

83) 금융위원회, 앞의 개정이유서, 122면.



- 72 -

현행 법안 개정안 비고

제38조(추심 위탁의 제한) ① (생략)  

② 채권금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채무조정과 관련한 업무를 채권수

탁추심업자에게 위탁할 수 없다. 다만, 

위탁하고자 하는 업무가 제46조에 따

른 채권금융기관의 채무조정 내부기준

을 별도의 재량 없이 집행하는 업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8조(추심 위탁의 제한) ① (생략)  

② 채권금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채무조정과 관련한 업무를 채권수탁

추심업자에게 위탁할 수 없다. 다만, 위

탁하고자 하는 업무가 제46조에 따른 

채권금융기관의 채무조정 내부기준을 

별도의 재량 없이 집행하는 업무인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채무조정 

관련 업무의 

채권수탁추

심업자에 대

한 위탁 금

지 조항 삭

제

도 유리하다는 점에서 채무 조정의 유인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점,84) 소비자신용법

안 제39조 제2항 제2호가 채권수탁추심업자의 채무 조정 실적을 채권수탁추심업자 선

정 시의 평가 요소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채권수탁추심업자의 채무 조정 업

무를 인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는 점, 채권수탁추심업자가 채권 추심 업무를 수행하

면서 채무조정 업무도 같이 수행하는 것이 채권 회수에 더 효율적일 수도 있다는 점에

서 채권수탁추심업자의 채무조정 관련 업무를 허용해도 무방하다고 본다. 이에 따른 

개정 조문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2. 위임직채권추심인에 대한 추심 위탁(안 제41조)

가. 법안 내용

  소비자신용법안은 채권수탁추심업자가 그 임직원 또는 소속 위임직채권추심인 이외

의 자를 통하여 추심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안 제41조 제1항). ‘위임직채권추심

인’이란 “채권수탁추심업자가 위임 또는 그에 준하는 방법으로 채권추심업무를 하도

록 한 자”를 말한다(안 제2조 제16호). 따라서 채권수탁추심업자는 필요한 경우 임직

원 이외에도 위임직채권추심인을 통하여 채권 추심 행위를 할 수 있다. 반면에 채권수

탁추심업자와 마찬가지로 채권 추심 영업을 하는 채권매입추심업자에 대해서는 위임직

채권추심인에게 위임을 하여 채권 추심 행위를 허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84) 법무법인 린의 검토보고서(“소비자신용법 제정 관련 검토보고서,” 2020. 8)도 채권수탁추심업자가 실

제로는 개인채무자를 위한 채무조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한재준, 앞의 보고서, 

31면)(검토보고서는 검색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공개된 보고서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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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16. “위임직채권추심

인”이란 채권수탁추심업자가 위임 

또는 그에 준하는 방법으로 채권추

심업무를 하도록 한 자를 말한다.

제3절 소비자신용에 따른 채권의 수

탁추심

제41조(채권수탁추심업자의 행위 

제한) ① 채권수탁추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이외의 자를 통하여 추심을 하여서

는 아니 된다. 

1. 채권수탁추심업자의 임직원

2. 위임직채권추심인.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임직

채권추심인은 제외한다.

제2조 (정의) 16. “위임직채권추심인”

이란 채권수탁추심업자 또는 채권매입

추심업자가 위임 또는 그에 준하는 방

법으로 채권추심업무를 하도록 한 자를 

말한다.

제3절 소비자신용에 따른 채권의 추심

제41조(채권수탁추심업자 및 채권매입

추심업자의 행위 제한) ① 채권수탁추

심업자 또는 채권매입추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이외

의 자를 통하여 추심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채권수탁추심업자 또는 채권매입추

심업자의 임직원

2. 위임직채권추심인. 다만, 다음 각 목

- 채권매입

추심업자에

게도 위임

직채권추심

인을 통한 

추심 행위 

허용 조항 

신설

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채권수탁추심업자와 동일하게 채권 추심 영업 행위를 하는 채권매입추심업자에 대하

여 차별적인 취급을 할 이유를 발견하기가 어렵다. 채권수탁추심업자가 위임직채권추

심인을 통하여 채권 추심 업무를 허용해주고 있는 것처럼, 채권매입추심업자에 대해서

도 위임을 통하여 채권 추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줄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채

권매입추심업자도 소속 임직원만을 통해서 직접 채권 추심 행위를 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고,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임을 통하여 채권 추심 행위를 하는 것이 더 효율적

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한재준(2020)도 “매입 수탁추심업에 동일 규율이 적용되는 

이상 매입채권추심업 또한 위임직채권추심인을 통하여 추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동

일기능·동일규제 원칙에 부합하기 때문이다”라고 하고 있어서 같은 주장을 하고 있

다.85) 이에 따른 개정 조문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85) 한재준, 앞의 보고서, 4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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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 라. (생략)

 ② 채권수탁추심업자는 위탁받은 

추심업무를 그 소속의 위임직채권

추심인을 제외한 다른 자에게 다시 

위탁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생략) 

④ (생략) 

제42조(위임직채권추심인) ① 채권

수탁추심업자는 그 소속 위임직채

권추심인이 되려는 자를 금융위원

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위임직채권추심인은 그 소속 채

권수탁추심업자 이외의 자를 위하

여 추심업무를 할 수 없다.

제43조(위임직채권추심인에 대한 

관리책임) ① 채권수탁추심업자는 

그 소속 위임직채권추심인이 채권

추심업무를 함에 있어 법령을 지키

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하는 일이 

없도록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② 채권수탁추심업자는 그 소속 위

임직채권추심인이 다음 각 호에 따

른 법률 위반행위를 하지 아니하도

록 관리하여야 한다.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임직채권추

심인은 제외한다.

 가. ~ 라. (생략) 

 ② 채권수탁추심업자 또는 채권매입

추심업자는 위탁받은 추심업무를 그 소

속의 위임직채권추심인을 제외한 다른 

자에게 다시 위탁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생략)

④ (생략)

제42조(위임직채권추심인) ① 채권수탁

추심업자 또는 채권매입추심업자는 그 

소속 위임직채권추심인이 되려는 자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위임직채권추심인은 그 소속 채권수

탁추심업자 또는 채권매입추심업자 이

외의 자를 위하여 추심업무를 할 수 없

다.

제43조(위임직채권추심인에 대한 관리

책임) ① 채권수탁추심업자 또는 채권

매입추심업자는 그 소속 위임직채권추

심인이 채권추심업무를 함에 있어 법령

을 지키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하는 

일이 없도록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② 채권수탁추심업자 또는 채권매입추

심업자는 그 소속 위임직채권추심인이 

다음 각 호에 따른 법률 위반행위를 하

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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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 요청과 채무조정안(안 제45조)

가. 법안 내용

  소비자신용법안은 채권금융기관에 대해서 채무 조정 요청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개인

채무자에게 부여하고 있다. 즉 연체한 개인채무자로서 “소득ㆍ재산 및 부채 상황 등 

상환 능력을 고려할 때 자력으로 채무 상환이 어려운 개인채무자”는 채권금융기관에 

채무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안 제44조 제1항). 채권금융기관은 이러한 채무 조정 요청

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다만 자료 미비나 이유 없는 재요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

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권금융기관은 채무 조정 요청의 접수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안 제44조 제5항). 채권금융기관은 미리 마련한 ‘채무조정 내부기준’에 따

라 그 내용을 심사한 후에 심사 결과를 접수한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방법”으로 신청한 개인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안 제45조 제1항). 여기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의 범위와 관련해서는 채무조정의 결과를 알려주는 

것이라 분쟁의 소지가 많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통지 방법, 즉 일반우편, 전자우편 또

는 문자로 통지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개인채무자가 채무 조정을 

요청하게 되면 채권금융기관의 심사 결과 통지 전까지는 채권 추심 중단 및 채권 양도 

제한이 이루어지게 된다(안 제45조 제3항, 제32조 제3항). 또한 개인채무자가 채권금융

기관이 제안한 “채무조정안을 수락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채무조정의 합의가 성

립”된 것으로 간주한다(안 제45조 제4항).

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채권금융기관과 개인채무자 사이의 직접 채무 조정 제도를 도입한 이유로서 금융당국

은 “공적 채무 조정의 사각 지대를 해소하고, 유연하고 신속한 채무 문제 해결을 도모

하기 위해서 채권자와의 자율적 채무 조정을 활성화”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86) 

그런데 관련하여 소비자신용법안은 채무조정안에 대한 개인채무자의 수락 기간 규정이 

없다. 개인채무자가 채무 조정 요청을 한 이후 채권금융기관이 심사 결과 통지 전까지

는 채권 추심 중단 및 양도 제한이 이어진다는 점에서 채권금융기관의 채무조정안에 

86) 금융위원회, 앞의 개정이유서, 13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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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채권금융기관의 심사 

및 채무조정의 성립)  

④ 개인채무자가 제1항제1호

에 따라 채권금융기관이 제

안한 채무조정안을 수락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채무

조정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

로 본다.

제45조(채권금융기관의 심사 및 채무조정의 성립)  

④ 개인채무자가 제1항제1호에 따라 채권금융기

관이 제안한 채무조정안을 수락하는 의사를 표시

한 때에는 채무조정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

다. 다만 개인채무자가 채무조정안을 제시받은 날

부터 10일 이내에 채무조정안을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채무조정안을 수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채무

조 정 안

에 대한 

수락 기

간 조항 

신설

대한 개인채무자의 수락 기간 규정이 없다면 악의적으로 수락을 지연하는 개인채무자

가 있을 수 있어 채무 조정 제도를 악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다른 분쟁조

정의 경우에도 조정안에 대한 수락 기간 규정이 있다는 점에서도 필요하다고 본다. 예

를 들어,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금융분쟁 조정의 경우에도 조정안 제시에 대한 수락 

기간 규정이 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7항).87) 따라서 개인채무

자의 채무조정안 제시에 대한 수락 기간을 법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 그 수락 기간은 

채무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로 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한편, 한재준(2020)도 “채권자의 채무조정안에 대한 채무자의 수락 기간 제한이 없

다면 악의의 수락지연 등 악용 가능성이 있으므로, 수락기간을 시행령을 통해서라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같은 주장을 하고 있으며,88) 수락 기간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시행령보다는 법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이에 따른 개정 조

문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87) 제36조(분쟁의 조정) ⑦ 신청인과 관계 당사자가 제6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안을 수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88) 한재준, 앞의 보고서, 43면.



- 77 -

14. 채권수탁추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원채권금융기관의 연대 

책임(안 제68조 제3항)

 

가. 법안 내용

  소비자신용법안은 채권수탁추심업자나 위임직채권추심인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

는 경우에는 ‘원채권금융기관’도 연대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즉 채권수탁추심업

자 또는 위임직채권추심인이 소비자신용법안이나 공정채권추심법을 위반하여 개인채

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원채권금융기관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안 제68조 제3항 본문). 다만 원채권금융기관이 채권수탁추심업자가 소비

자신용법안이나 공정채권추심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점검해야 하는 의무 수행(안 제39

조 제3항)과 관련하여 “상당한 주의”를 한 때에는 연대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고 있다(안 제68조 제3항 단서). 

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이 조항은 문제가 있다. 우선 이 조문은 채권을 최초로 양도한 ‘원채권금융기관’

(안 제31조 제4항)에 대해서 손해배상책임을 묻고 있는데, 원채권금융기관이 바로 채권 

추심 위탁을 한 경우에는 그 추심을 위탁한 원채권금융기관에게 연대 책임을 묻는 것

이 타당할 수 있지만, 채권이 여러 번 양도되어서 최종 채권 양수인이 채권 추심을 위

탁하는 경우에는 최종 양수인인 채권금융기관이 책임을 지지 않고 채권 추심 위탁을 

하지 않은 최초의 원채권금융기관이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어서 타당하지가 않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원채권금융기관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 아니라 채권 추심 위탁을 

한 채권금융기관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특히 이미 양도를 해서 해당 채

권에 대한 권리가 없는 원채권금융기관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도 타당하지 않다. 이는 

연대 책임을 배제하고 있는 채권수탁추심업자에 대한 점검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제39

조 제3항도 “채권금융기관”이라고 하고 있어서 점검 의무 대상이 ‘원채권금융기

관’이 아니라 ‘채권금융기관’이라는 점에서도 채권금융기관이 책임을 지게 하는 것

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개정 조문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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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안 개정안 비고

제68조(손해배상의 책임) 

③ 채권수탁추심업자 또는 위임직채

권추심인이 이 법 또는 「채권의 공

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개인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손

해를 발생시킨 경우 원채권금융기관

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만, 원채권금융기관이 제39조제3항에 

따른 채권수탁추심업자에 대한 점검

에 있어서 상당한 주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8조(손해배상의 책임) 

③ 채권수탁추심업자 또는 위임직채권

추심인이 이 법 또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개인채

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손해를 발생

시킨 경우 채권 추심을 위탁한 채권금융

기관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채권 추심을 위탁한 채권금융기관

이 제39조제3항에 따른 채권수탁추심업

자에 대한 점검에 있어서 상당한 주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원채권금

융 기 관 이 

아니라 추

심 위탁한 

채권금융기

관으로 변

경

15. 원채권금융기관의 손해배상책임(안 제68조 제5항)

가. 법안 내용

 소비자신용법안은 원채권금융기관이 채권 양수인에 대한 점검 관리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원채권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규정도 두고 있다. 

즉, 원채권금융기관은 채권양수인에 대한 점검 의무를 위반하여 개인채무자, 그의 관계

인 또는 거래상대방 등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데(안 제68조 제5항 본문), 다만, 원채권금융기관이 점검 관리 의무의 이행에 있어서 

“상당한 주의”를 한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고 있다(제68조 제5항 단서). 

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금융당국은 원채권금융기관에게 점검 관리 의무 위반 시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는 

이유로서 “연체채권 관리와 관련하여 손익의 최종적 귀속주체인 원채권금융기관의 책

임을 강화할 수 있도록, 수탁자의 법위반 행위에 따른 대외적 배상책임이 원채권금융

기관으로 이전될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하고 있으며,89) “[원채권금융기관과 채권양

89) 금융위원회, 앞의 개정이유서, 2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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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안 개정안 비고

제68조(손해배상의 책임) 

⑤ 원채권금융기관은 제33조제3항에 

따른 채권양수인에 대한 점검 의무를 

위반하여 개인채무자, 그의 관계인 또

는 거래상대방 등에게 손해를 발생시

킨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다. 다만, 원채권금융기관이 점검 의

무의 이행에 있어서 상당한 주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8조(손해배상의 책임) 

⑤ 원채권금융기관은 제33조제3항에 따

른 채권양수인에 대한 점검 의무를 위반

하여 개인채무자, 그의 관계인 또는 거래

상대방 등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원채권

금융기관이 점검 의무의 이행에 있어서 

상당한 주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원채권

금융기

관의 손

해배상

책임 조

항 삭제

수인 사이에] 지휘ㆍ감독 관계가 불성립하므로, 채권양수인의 법위반행위를 이유로 원

채권금융기관에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원채권금융기관의 법 위반

(양수인에 대한 관리책임 위반, §33③)을 사유로 하여 직접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

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90) 

 

  그런데 앞서 논의한 것처럼 원채권금융기관이 채권을 이미 매각해서 권리가 없는 

상태에서 채권 양수인의 채권 추심 행위를 점검 관리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같은 이유로 원채권금융기관의 관리 감독 의무 위

반에 의거하여 원채권금융기관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도 타당성이 없다. 금융

당국의 개정 이유서에서도 “[원채권금융기관과 채권양수인 사이에] 지휘·감독 관

계가 불성립”하다고 인정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논리적으로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

하기가 어렵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또한 점검 관리 의무를 원채권금융기관이 아니라 양도 바로 직전 채권금융기관에

게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에서 손해배상책임도 바로 직전 채권금융기관에게 

묻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한데, 원채권금융기관에게 묻고 있어 이러한 점도 타당성

이 떨어진다. 이처럼 여러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채권양수인에 대한 점검 관리 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채권금융기관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묻게 하는 조문은 삭제할 필

요가 있다. 따라서 개정 조문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90) 금융위원회, 앞의 개정이유서, 2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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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론

  정부가 발의한 소비자신용법안은 약자의 위치에 있는 개인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법안이라고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채권매입추심업자 등 소비자신용관련업자의 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

할 소지가 있는 조항들도 있다고 판단되므로 업계 등 여러 이해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토대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개인채무자를 보호하면서도 채권매입추심업 

시장이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법제 방안을 마련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런 

점에서 이 연구는 소비자신용법안이 규정하고 있는 채권매입추심업에 관련된 쟁점들을 

검토해 보았는데,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소비자신용관련업자의 상호 겸영을 제한하려는 금융당국의 방침은 재검토할 필

요가 있으며, 겸업을 통한 상승효과를 도모하고 수익력을 높여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서는 채권매입추심업과 대부업의 겸업, 그리고 채권매입추심업과 대부중개업 사이의 상

호 겸업을 허용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법안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겸업에 따라 발

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의 문제는 내부정보 차단벽(Chinese Wall) 장치 등 이해상충 방지 

체제 구축 의무를 부여해서 해결하면 될 것이다. 

  

 둘째, 채권매입추심업자에 대한 담보조달비율규제 도입 방안도 채권매입추심업자에 

대한 과도한 영업 규제로 보이며, 담보조달 비율은 시장에 맡겨서 운영하도록 해도 무

방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 제도 도입 방안도 폐지할 필요가 있다. 

  

 셋째, 채권금융기관이 채권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기 전에 연체 개인채무자

에게 사전에 통지하도록 하는 제도 도입 방안과 관련해서도 개인채무자의 주소 불명이

나 개인채무자가 악의적으로 통지 수령 불능 상태로 만드는 경우에 통지 도달 여부에 

대한 규정이 불비하여 문제가 있으므로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지했음에도 불구하고 2회 

이상 반송된 경우에는 통지가 도달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어야 한다.

  

 넷째, 기한이익 상실 후 아직 채무 이행의 기한이 도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는 연

체 가산이자를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는 방안도 기한이익이 상실되면 원금 전체 금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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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해야 할 의무가 생기므로 전체 원금에 대하여 연체 가산이자를 부과하는 것이 타

당하다는 점과 이에 따라 재산권 행사에 대한 과도한 침해 내지 비례원칙 위반의 소지

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개인채권 양수인이 해당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 최초로 채권

을 양도한 원채권금융기관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조항도 이미 채권을 양도해서 권리가 

없는 채권에 대해서 원채권금융기관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으므로 삭제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채권 양도 전에 장래 발생 이자 채권을 면제하도록 하는 방안도 폐지할 필요

가 있다. 법에서 장래 발생할 이자 채권을 강제적으로 면제시키는 것은 채권금융기관

의 재산권 행사를 침해한다고 볼 여지가 있으며, 채권 가격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어서 

채권 가격이 시장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일곱째, 연체채권을 양도하기 전에 개인채무자에게 사전에 통지하도록 하는 조항과 

관련해서도 개인채무자가 악의적으로 통지 수령 불능 상태로 만든 경우 통지 도달 여

부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문제가 되므로 발송한 내용증명 우편이 2회 이상 반송되는 

경우에는 통지가 도달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어야 한다.

 여덟째, 채권을 양수받은 채권양수인이 채권 추심 행위를 적법하게 하는지 점검하는 

관리 의무를 원채권금융기관에게 부여하는 조항도 삭제할 필요가 있다. 이미 채권을 

양도해서 권리가 없는 채권에 대하여 원채권금융기관에게 점검 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아홉째, 1주일에 7회 이내 추심 연락 횟수 제한이나 개인채무자의 특정시간대 추심 연

락 금지 요청 등 추심 연락 제한 방안도 채권추심자의 추심 영업 행위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만약 연락 횟수 제한 제도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전화 연락만 포함하고 전자우편이나 문자를 보내는 것은 횟수에 포함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개인채무자의 연락 제한 요청에 대하여 채권추심자가 반

드시 응해야 하는 요건도 헌법상의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

로 법에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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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째, 채권매입추심업자 등 채권금융기관이 일정한 주택을 경매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전에 개인채무자 등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조항과 관련해서도 개인채무자 등이 주소 

불명이 되거나 수령 불능 상태로 만든 경우에 통지 도달 여부에 대한 규정이 없어 문제

가 되므로 내용증명 우편이 2회 이상 반송되면 통지가 도달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열하나째, 채권수탁추심업자가 채무조정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채권금융기관과 개인

채무자에게 유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채권매입추심업자 등 채권금융기관이 채무조정과 

관련한 업무를 채권수탁추심업자에게 위탁할 수도 없도록 하는 조항도 삭제할 필요가 

있다. 

 열둘째, 채권매입추심업자도 위임직채권추심인에게 채권 추심을 위탁하여 추심 행위

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동일한 채권추심 업무를 영위하는 채권수

탁추심업자에 대해서는 위임직채권추심인에 의한 채권 추심 행위를 허용하는 것과 비

교하여 형평성면에서 타당하지 않고, 필요한 경우 직접 추심을 하기 보다는 위임직채

권추심인에게 위탁하여 추심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열셋째, 개인채무자의 채권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조정 요청과 관련하여 채권금융기

관이 제시한 채무조정안에 대해서 개인채무자가 수락해야 하는 기간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수락 기간 규정을 법안에 둘 필요가 있다. 

  열넷째, 채권수탁추심업자나 위임직채권추심인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에는 원

채권금융기관도 연대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는 조항도 원채권금융기관이 아니라 채권 추심

을 위임한 해당 채권금융기관이 연대 책임을 지게 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열다섯째, 원채권금융기관이 채권 양수인의 적법 행위 여부 점검 의무를 다하지 못

해서 지게 되는 손해배상책임 제도의 조항도 삭제할 필요가 있다. 이미 채권을 양도해

서 권리가 없는 채권에 대한 점검 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하는 것은 법리

적으로 타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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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금융당국은 법안 제정 과정에서 업계 및 소비자단체 등 여러 이해관계자

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잘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서 좋은 법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미국, 영국, 일본, 호주, 캐나다 등 주요 금융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법령이

나 규정 제·개정 과정에서 장기간에 걸쳐 업계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침으로써 법령이나 규정 시행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미리 해결하는 체

제를 운영하고 있다. 특징적인 것은 주관하는 규제당국이 의견 수렴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제시된 의견 중에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의견인 경우에는 왜 제시된 

의견을 수용하지 못하는지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하고 그 내용을 정보통신망게시판 등

을 통해 공개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앞서 살펴본 것처럼 추심 연락 횟

수 제한 등을 다루는 「채권추심규정 F」 개정 과정에서 규제당국인 금융소비자보호국

(CFPB)은 이해관계자들의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 규제당국의 의견을 담은 상세한 보고

서91)를 발간하여 공개하는 절차를 거쳤다는 점이다. 

  우리는 아직도 이러한 의견 수렴 절차가 미흡하다. 금융당국은 비록 소비자신용법안 

마련 과정에서 특별작업반(T/F)을 구성하고 공청회를 통해서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하나92) T/F 회의록이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의견이 제

시되었고 어떤 토론 과정을 거쳐서 최종 법안이 결정되었는지 알 수 없는 문제가 있다. 

또한 40일 동안의 입법예고 절차를 거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의견이 개진되었고 어떤 

검토를 했는지에 대한 내용도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93) 법안 마련 과정에서 어떤 논의

가 있었는지도 알기가 어렵다. 이렇게 자세한 논의 내용이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법안 

마련 과정에서 업계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게 되어 만족할만한 

91) CFPB, op. cit. 이 보고서는 분량이 무려 653쪽에 달한다. 그 만큼 규정 개정 과정에서 치열한 

논의가 있었음을 알려준다. 그리고 「채권추심규정 F」의 개정 과정은 2019년 5월 21일에 개정

안 초안이 발표되고 최종 확정이 2020년 11월 30일에 이루어졌으므로 무려 1년 이상의 기간 동

안 논의 과정이 있었다. 금융소비자보호국은 90일 동안의 첫 번째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고 더 

많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1개월을 연장했는데, 이 기간 동안 업계, 소비자단체, 

다른 규제당국, 의회 등 이해관계자들로부터 무려 14,000 개의 의견(comments)을 받았으며, 여

러 쟁점 중 추심 연락 횟수 제한에 대한 의견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이었다. Ibid. pp. 

14-16.     

92) 금융위원회는 2019년 10월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T/F｣를 구성한 이후 총 9차 회의를 통

해서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쳤다고만 하고(금융위원회, “개인채무자와 채권

금융기관간 상생의 선순환 구조 형성을 위한 소비자신용법안 주요내용 발표,” 보도자료, 2020. 

9. 9, 1면), 의사록이 공개가 되지 않아(아마 의사록이 작성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논의되었는지 알 수가 없다. T/F 회의록을 작성해서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어야 

할 것이다. 

93) 금융위원회의 정보통신망(homepage) 게시판에서 찾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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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이 나오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법령이나 규정 제·개정 과정에서 업계나 

소비자단체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고 논의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

는 체제(특히 제시된 의견에 대한 규제당국이 구체적으로 검토한 보고서의 공개가 필

요하다)를 하루빨리 마련해서 업계나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좋은 

법령이나 규정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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